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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
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
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

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
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
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주제어 : WTO, GATS, 서비스, 동종성, 비협력 국가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4호 (2017년 12월 31일)96

Ⅰ. 서 론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국제통상규범에

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고 함) 협

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하 “GATS”라

고 함)1)은 서비스무역에 관해 회원국이 양허하는 사항과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GATS 하의 분쟁은 GATS 제XXII조와 제XXIII조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

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라고 함)에 따라 해결되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가 채택한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할 의무

가 있다. 이와 같이 WTO 분쟁해결제도는 효과적인 국제분쟁해결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경제권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상당수 자유무역

협정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도 포함되어 있다.2) 또한, 상당수의 자유무역협정은 동 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 역시 그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3) 다

만, 많은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은 GATS의 문언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고4)

규정에 따라 GATS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 하의 서비스무역 분쟁

에서 WTO 판정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5)

이다. 이 사건 이전에 GATS가 다루어진 WTO 분쟁은 EC-Bananas III(1997), EC-Bananas

III(Article 21.5-Ecuador)(1999), Canada-Autos(2000), Mexico-Telecoms(2004), US-Gambling(2005),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2010),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2012)이다.6)

이중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은 상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판정

1) 서비스의 세계화와 WTO GATS 하의 점진적 자유화 간 관계에 관하여는, 채대석, “WTO 통상환경 하에서 서비스부문

의 세계화 모드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 제7권 제3호, 2005, pp. 287-300 참고.

2) FTA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는, 이재영,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 제

14권 제3호, 2012, pp. 407-428 참고.

3) 일예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제8장에서 서비스무역을 규정하고 제20장에 분쟁해결에 관한 장을 두고 있다.

4) 일예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제8.4조(내국민대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

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GATS의 제XVII조와 유사한 문언을 쓰고 있다.

5) Panel Report,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T/DS453/R, adopted 9 May 2016, as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453/AB/R. 이하의 각주에서는 각각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라고 한다.

6) 패널이 설치되어 최소한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진행된 사건만을 열거하였다. 간략한 사건명(short title)으로 기재하였으

며, 참고를 위해 첨부한 괄호 안의 연도는 최종적인 보고서가 채택된 해이다. 아래에는 간략한 사건명만 언급하고 연

도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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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 이후 7년 만에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GATS 사건에 해당한다.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의 패널 설

치일은 2013년 6월 25일, 패널보고서 회람일자는 2015년 9월 30일, 상소기구보고서 회람일자

는 2016년 4월 14일이며, 같은 해 5월 9일에 DSB에서 채택되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조세‧외환‧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

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이하 “비협력 국가”라고 함)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이하 “협력 국가”라고 함)의 서비스 및 서비

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파나마는 비협력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대상조치가 GAT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를 위반하

였다면서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이하 “글로벌포럼”이라고 함)”의 권고에 따른 예방적인 조치이며 탈세와 사기를 막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조치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고 함) 체제에 부합하고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은닉과 세탁

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함) 하에서 마련된 조세 투명성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서 현재 147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다. 글로벌포럼은 조세 목적의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청 시의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과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이

그것이다. 앞의 기준의 경우 147개 회원국이 이에 가입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2017년부터 순

차적으로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회원국이 100 여 개에 이른다.7) FATF는 1989년 설립된 정

부간기구이며 FATF 권고는 1990년에 처음 채택되어 1996년 및 2003년 두 차례 개정되었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으로 평가된다.8)9)

7)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 11 Dec., 2017.

8) FTAF (2012-2017),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ATF, 2017, www.fatf-fafi.org/recommendations.html, 11 Dec., 2017.

9) 2017년 12월 5일 유럽연합(EU)이 17개 비협력 조세관할권을 정하여 목록을 발표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목록은 EU

집행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여 EU 회원국 재무장관에 의해 채택되었다. 17개 조세관할권은 기 합의된 조세 관련

굿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협력 관할권으로 지정되었다. EU는 이밖에도 47개 국가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

지 조세제도의 결함에 대처하고 EU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약속받아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향후 이 목록을 1년 단위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EU가 비협력 조세관할권을 지정함에 있어 적용한 기준은 (i)

투명성, (ii) 공정한 조세 경쟁, (iii)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최소기준 이행

으로 나뉜다. 특히 (i)와 관련하여 EU는 정보의 자동교환과 요청에 의한 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관련 조치가 근거로 삼은 OECD의 글로벌포럼을 뜻한다.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근거로 삼은 다른 기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FATF 기준인데 EU의 경우 이 기준은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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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이와 같은 규제가 GATS 하의 회원국의 의무-제

II조(최혜국대우), 제XVI조(시장접근) 및 제XVII조(내국민대우)-에 비합치하는지, 그리고 일응

비합치한다면 동 협정 하의 예외규정-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분쟁이다. 이는 WTO 분쟁의 일반적인 양상이나 이 사건 판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이 상소기구보고서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의 판단에 쟁점이 되는 여러 사

항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동종성 판단을 둘러싼 논쟁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였다. (ii) 또

한,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판정에 대상조치의 규제적 측면-

정당한 정책목적이 반영된 조치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해석을 분명

히 하였다.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항이 처음으로 제기된 사건으로 이 상소기구보고서에

서 확인한 바는 향후 이 예외규정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회원국이 정당한

규제목적을 위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경쟁조건이 변경되

었다면, 이러한 규제적 측면이 GATS 규정의 어떤 요소 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

가 쟁점이 되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과 모두 관련을 갖는다. GATS 전문 제3항

은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정책목적을 합당하게 존중하여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4항은 회원국

이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전문에서 밝힌 GATS 하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

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10)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anti-money laundering: AML) 목록에서 다루고 있다. EU 목록에 등재된 관할권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즉, EU의

특정 기금-European Fun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FSD),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 및 External

Lending Mandate (ELM)-의 자금은 이 목록에 포함된 관할권에 있는 주체에게 송금될 수 없다. 또한, EU는 이 목록을

연계시킬 다른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는 대상 관할권 내의 활동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금융기관에 대한 투명성 요건 강화 등이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아르헨티나의 조치와는 상이하다.

European Commission, Fact Sheet-“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 list of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Brussels, 5

December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7-5122_en.htm, 11 Dec., 2017.

10) 따라서 패널절차와 상소절차에서 제기된 모든 주장과 쟁점을 다루지 않는다. 특히 절차에 관한 쟁점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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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제의 발단: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 판정

아르헨티나 국세청(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Revenues) 법령 제589/2013호(2013년 5월

27일)은 아르헨티나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 지배령, 관할권, 영역, 준국가 또는

특별조세체제에 협조 국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동 법령은 협력 국가와 비협

력 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패널은 문제가 된 8개 조치가 모두 이러한 구분에 근거하고 있으

며 따라서 법령 제589/2013호가 동 조치들의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11) 법령 제589/2013호 제1

조는 협력 국가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과세정보 교환

에 관한 협정 또는 국제적인 이중과제 방지 협약(광범위한 정보교환 규정 포함)을 체결하였

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그러한 협정 및/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르헨

티나와 협상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동 법령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 투명성에 협

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매 과세연도마다 업데이트한다(제2조). 파나

마는 수년간 비협력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다.12)

조치 1부터 4까지는 세금과 관련된 개별 조치이고, 조치 5부터 8까지는 각각 재보험 서비

스에 대한 접근, 아르헨티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외국 기업의 지점 등록 요건, 그리고 외

환시장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치이다.

조치 1(이자 또는 상환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조치): 아르헨티나 소비자가 여신이나 대

출, 또는 아르헨티나 내 자금배치에 대한 대가로서 비협력 국가에 위치한 채권자(아르헨티

나 비거주자이며 소득세법상 국외 수익자라고 함)에게 이자 또는 상환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100% 순

수입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원천과세를 한다. 이 추정은 소득세법 제93(c)조에 규정된

것이며 반증이 불가하다. 은행 등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모드 1(국경 간 공급)의 방법으로

아르헨티나에 여신이나 대출 또는 자금배치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비협력 국가에 위

치한 국외 수익자와는 달리 협력 국가에 위치한 국외 수익자에 대해서는 43%를 순수입으

로 추정한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로 같으나 실질적인 세금은 협력 국가의 경우 아르

헨티나 거주자가 해외로 보내는 지급에 대해 15.05%의 세율이 적용되나 비협력 국가의 경

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13)

11) 상소기구보고서, 제5.3항.

12) 패널절차가 개시된 후 아르헨티나는 파나마를 협력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파나마가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디

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목록에 계속 포함시킬지 여부를 아르헨티나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절차는 진행되었다. 다만, 패널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송부된 시점에 파나마는 협력 국가 목록에 여전히 포함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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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2(정당하지 않은 부의 증가 추정): 비협력 국가 거주자가 아르헨티나 납세자에게 보낸

자금이 진입할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 목적으로 직권으로 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 정당

하지 않은 부의 증가를 추정한다. 아르헨티나 과세절차법에 따라 아르헨티나 납세자는 과

세 대상 소득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나 동 법 제16조는 신고가 없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판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직권 판정은 과세 대상에 관

한 정보에 의할 수도 있지만 추정으로도 가능하다. 조치 2는 이때에 적용되는 추정이다.

즉, 비협력 국가 거주자가 아르헨티나 납세자에게 보낸 자금이 진입하는 경우 거래의 성격

이나 목적 또는 유형과 상관없이 이 자금의 금액 및 그 금액의 10%(공제할 수 없는 지출

로 처분 또는 소비된 수입 항목)를 합한 금액이 소득세 목적을 위한 순수입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부의 증가 추정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추정은

과세절차법 제18조에 따른 조치이며 납세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반박 가능하다.14)

조치 3(이전가격 방법에 근거한 거래 평가):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비협력 국가

거주자 간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협력 국가 거주자 간 거래의 경우

양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거래는 양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비협력 국가 거주자 간 거래를 평가할 때에는 양자가 실

제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마치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것처럼 취급되어 이전가

격 방법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조치는 소득세법 제8조 제5항 및 제

1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15)

조치 4(지출 분배에 적용되는 지급수령 기준): 이 조치 역시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비협력

국가 거주자 간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고, 특히 공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납세자는 여러 종류의 지출을 공제할 수 있

고 그 결과 순익이 확정된다. 원칙적으로 지출과 수익은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배

분한다(발생주의). 그러나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비협력 국가 거주자 간 거래의 경우, 거래

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연도에 지출이 배분된다(지급수령기준). 이는 소득세법 제18조

마지막 항에 따른 조치이다.16)

13) 파나마는 이 추정에 대해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Lending, credit services and those involving

placement of funds in Argentina” 분야의 모드 1 공급)를 제기하였다.

14)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아르헨티나로의 자금 진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공급) 및 GATS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Maritime and air transport insurance

services and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services” 분야의 모드 1 공급)를 제기하였다. 또한, GATT 제I:1조에 근거한 청

구 역시 제기하였다.

15)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및 모드 2 공급)

및 GATS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아르헨티나가 완전한 내국민대우 양허를 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

드 1 및 모드 2 공급)를 제기하였다. 또한, GATT 제I:1조, 제III:4조 및 제XI:1조에 근거한 청구 역시 제기하였다.

16)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아르헨티나 원천으로

부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공급) 및 GATS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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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5(재보험 서비스에 관한 요건): 국가보험감독청(SSN) 결정(No. 35.615/2011)17) 부속서 제18

항은 비협력 국가 기업의 지점이 아르헨티나 내에서 재보험 서비스를 공급(모드 3)하는 것을

금하고 제20(f)항은 비협력 국가의 재보험 기관이 아르헨티나로 서비스를 공급(모드 1)하는 것

을 금한다. 제19항은 위험의 규모가 막대하여 국내 재보험시장에서 부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보험감독청이 외국 재보험기관과의 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위의 규정은 SSN

결정 제38.284/2014호로 개정되었다. 즉, 외국 서비스 공급자-외국의 모기업 또는 재보험기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의 모드 3 및 모드 1 공급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일

차적으로 (i) 모기업 또는 재보험기관이 협력 국가에 설립 및 등록되었을 것, 그리고 (ii) 그 국

가가 FATF 체제에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조건 (ii)를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 공급자의 허가 신

청에 대해서는 FATF 제19권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위험에 비례한, 강화된 수준의 상당한 주의

를 기울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의 조건 (i) 또는 (ii)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

공급국가에서 국가보험감독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 그

리고 (ii) 협력 및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18)

조치 6(아르헨티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요건):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기관이 비협력 국가

거주자가 주문한 거래(유가증권, 선도거래, 선물 또는 옵션 등 금융상품의 공모발행)를 수

행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국가증권위원회규칙 제III부 제5

조에 규정되어 있다. 요건은 두 가지로서, 거래를 주문한 비협력 국가 거주자는 아르헨티

나 국가증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실체에 등록된 중개

인 지위가 있어야 하며, 해당 비협력 국가 기관은 아르헨티나 국가증권위원회와 협력 및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어야 한다.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기관이 협력 국가

거주자로부터 같은 주문을 받을 경우 이러한 요건은 부과되지 않는다.19)

조치 7(지점 등록 요건): 조치 7은 일정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기업·지점·주주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이다. 국외설립기업에 관한 결정 제192조에 따라, 비협력 국가에서 설립 또

는 등록된 기업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율도시(Autonomous City) 공개무역등기

부(Public Trade Register)에 지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지국이나 등록지국, 또는 제3국

에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사업 활동에 효과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기관(General Justice Inspectorate)은 비협력 국가 기업의 지점 등록 신청

시 위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정보(해당 기업의 파트너에 관한

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20)

(서비스양허 중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 아르헨티나 원천으로부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입을 발생시키며 아르헨티

나가 완전한 양허를 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공급)를 제기하였다.

17) SSN 결정 No. 35.794/2011 및 SSN 결정 No. 38.284/2014으로 개정되었다.

18)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재보험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및 모드 3 공급)

및 GATS 제XVI:1조 및 제XVI:2(a)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재보험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공급)를 제기하였다.

19)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Portfolio management” 서비스 분야의 모드

1 공급)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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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8(외환허가요건):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중앙은행(BCRA) 공고 “A” 제4940호(Communication

“A” No. 4940, 2009년 5월 12일 시행) 제I부에 규정되었다. 비협력 국가 거주자가 직접투자자금

을 본국에 송금할 목적으로 단일자유외환시장(Single Free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외환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아르헨티나중앙은행으로부터 통상적인 외환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추가

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력 국가 거주자는 이와 같은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21)

파나마는 위의 모든 조치에 대해 GATS 제II:1조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해 줄 것을 패널에

청구하였다. 즉,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협력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조치 2, 조치

3 및 조치 4의 경우,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아르헨티나 국내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이므로 GATS 제

XVII조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조치 5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양허와는

달리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수량적 제한을 가하였고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으므로

GATS 제XVI:1조 및 제XVI:2(a)조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파나마는

GATT에 근거한 청구도 제기하였다. 조치 2와 조치 3에 대해서는 GATT 제I:1조 위반, 조치

3에 대해서는 제III:4조 위반(부가적으로 제XI:1조 위반)을 주장하였다.22) 아르헨티나는 GATS

제XIV(c)조(조치 1, 2, 3, 4, 7 및 8) 및 제XIV(d)조(조치 2, 3 및 4),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

서 제2(a)항(조치 5 및 6), 그리고 GATT 제XX(d)조에 근거하여 항변을 제기하였다. 항변의

취지는 대상조치가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포럼 및 FATF에 따른 예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패널은 모든 조치가 GATS 제I:1조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인정하

였다.23) 또한 모든 조치에 대해 GATS 제II:1조에 합치하지 않으며 동 협정 제XIV(c)조나 금

20)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3 공급)를 제기하

였다.

21) 파나마는 이 조치에 대하여 GATS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서비스양허 중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모드 3 공급)를 제기하였다.

22) 파나마는 조치 2 및 3과 관련하여서는 GATT 제I:1조 위반을, 조치 3과 관련하여서는 GATT 제III:4조 위반(보충적으

로 제XI:1조 위반)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GATT는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제I:1조는 최혜국대우 의무, 제

III:4조는 내국민대우 의무, 제XI:1조는 수량제한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파나마는 조치 2-정당하지 않은 부의 증

가 추정-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납세자가 비협력국가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대금을 받게 된다면

정당하지 않은 부의 증가가 추정되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조치라고 주장하였고, 조치 3-

이전가격 방법에 근거한 거래 평가-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아르헨티나 납세자와 비협력국

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 역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각 규정의 대상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요컨대 이들 규정의 대상조치로

인정되려면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건의 공통점은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조치 2와 3이 상품의 수출에 관한 조치라기보다는 납세의무자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라고 보았다. 패널은 파나마가 조치 2와 3이 상품의 수출에 관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GATT 규

정에 근거한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판정은 상소되지 않았다.

23) GATS 합치성에 대한 심사에 앞서 대상 조치가 GATS 적용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패널은 어

떠한 조치가 GATS 적용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규정은 GATS 제I조이며 특히 (i)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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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a)항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파나마가 제기한

그 밖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조치 5에 대한 GATS 제XVI:1조 및 제

XVI:2(a)조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패널은 동 조치가 제XVI:2(a)조의 대상 조치가 아니라고 판

정하였으며, 조치 2, 3 및 4에 대한 GATS 제XVII조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패널은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GATS 제XIV(d)조에 따른 정당화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상소절차에서는 GATS 제II:1조, 제XVII조 및 제XIV(c)조,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a)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판정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다.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제II:1조

에 근거한 청구 및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 모두와 관련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상호 간의 동종성을 인정한 것24)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소기

구는 동종성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후 그 분석을 완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패널이 동

종성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해 각각

내린 판정, 그리고 제II:1조의 일응 위반이 제XIV(c)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항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rendered moot)’하게 되었다. 다만, 상소기

구는 파나마가 제II:1조 및 제XVII:1조, 그리고 제XIV(c)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호 하의

패널 판정에 대해 제기한 상소가 패널보고서에서 다룬 법의 문제 및 패널이 전개한 법의 해

석에 관한 것으로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라고 함) 제17.6조 하의 상소 심사

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며 GATS 규정 해석에 의미가 있는 쟁점들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심사

I:2조 하의 서비스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ii) 대상조치가 제I:1조상 그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i)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GATS가 실제 무역량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만

적용되거나 피제소국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패널은 제I:1조, 제I:2조 및 제XXVIII(c)조를 검토한 결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다. 즉, 제소국이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실제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파나마가 8개 조치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서비스와 모드를 특정하였으므로

문제의 조치들이 GATS 제I:2조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서비스무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판

단하였다.(패널보고서, 제7.87항-제7.95항.) (ii)의 쟁점에 관한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앞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해당 서비스가 모드 1과 모드 3을 통하여 파나마나 다른 회원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공급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

으므로 대상조치가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패널은 앞의 쟁점에서 내린 결론을 재확

인하며 제소국이 서비스무역의 존재를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

널은 아르헨티나의 일부 주장을 지적하며 대상조치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영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

르헨티나는 대상조치의 목적이 아르헨티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를 규율하거나 적어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치 8과 관련하여서는 아르헨티나는 그러한 영향

을 부인하였다. 조치 8의 외환허가요건이 아르헨티나에서 투자를 철수하는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무

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은 투자를 철수하는 때에 적용되는 조치여도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여전히 관련성을 가지며 제I:1조 상의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8개 조치 모두 GATS 제I:1조

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정은 상소되지 않았다.

24) 패널은 제II:1조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자와 동종이라고 판정하였고, 제XVII조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아르헨티나

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종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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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래에서는 (i) 동종성, (ii) 불리하지 않은 대우, (iii) 예외

에 의한 정당화에 관한 쟁점에 대해 논한다.

Ⅲ.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1. 주요 쟁점

GATS 제II:1조는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XVII:1조는 “회원국은 그 약속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에 기재된 조건과

단서 하에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패널은 8개 조치 모두와 관련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제II:1조 하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고 판정하였으며, 조치 2,

3 및 4와 관련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제XVII조 하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판정의 핵심은 문제의 조치들이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여

상이한 대우를 한 유일한 근거가 출신지(origin)25)―협력 국가 거주자인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

력 국가 거주자인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여 대우하거나 아르헨티나 거주자인 서비스 공급

자와 비협력 국가 거주자인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여 대우함―이므로 동종성이 추정된다는

것이다.26)

동종성 추정(presumption of likeness)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고 함)의 규정이 다투어진 판정례에서 인정된 바 있다.27)

25) 이 논문에서는 “origin”이라는 용어를 “원산지” 또는 “출신지”로 표현한다. 전자는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고, 이

용어가 서비스 공급자에만 해당하도록 사용된 경우에는 후자의 표현을 쓴다.

26) 패널은 제II:1조 하의 동종성을 심사한 후 이를 제XVII조 하의 동종성 심사에도 적용하였다. 즉, 제II:1조 하의 동종성

에 관한 논리가 제XVII조 하의 동종성에도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점은 비교의 대상이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아르헨티나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는 점이다. 패널은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문

제의 조치들이 아르헨티나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 국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제

II:1조 하에서 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는 판정이 제

XVII조 하의 동종성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 여러 사건에서 패널이 GATT 제I:1조, 제III:2조, 제III:4조 하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에 이와 같은 접근법을 이용한 바

있다. 제I:1조에 대해서는 Colombia-Ports of Entry 패널보고서, US-Poultry (China) 패널보고서, 제III:2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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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와 관련하여서는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의 패널이 다음과 같이

동종성 추정을 인정한 바 있다.28)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 공급자 간 상이한 대우의 유일한 근거가 원산지

(origin)인 경우, 문제의 조치를 적용 받는 서비스 공급자 중 원산지를 제외한 모든 실질적

인 측면에서 같은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

다면 “동종 서비스 공급자” 요건은 충족된다.”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사건의 상소절차에서 분쟁당사국들은 GATS 규정에도 동종성

추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투었다.

GATS 규정 하에서 동종성 추정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개별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대상조치의 상이한 대우가 원산지(origin)에만 기인하여야 한다. 즉, 원산지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요소가 대우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의 패널은 대우의 차이가 서비스 공급자의 출신지(origin)에만 근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면 양쪽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 동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사건의 패널은 협력 국가와 비협력 국가 간 대우의 차이가 오직 원산지(origin)에 기

인한 것인지를 파악하였다.

패널은 법령 제589/2013호가 협력 국가 및 비협력 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국가가 위 법령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대우를 하는 것은 원산

지(origin)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대우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존재하므로 이 문제를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특정 국가가

협력 국가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원산지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규제 구조

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패널이 주목한 요소는 아르헨티나가 외국 공

급자의 납세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다. 즉, 이 요소가 서비스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이한 대우의 근거가 될 수 있

Argentina-Hides and Leather 패널보고서, China-Auto Parts 패널보고서, 제III:4조에 대해서는 Argentina-Import Measures
패널보고서, Canada-Autos 패널보고서, Canada-Wheat Exports and Grain Imports 패널보고서,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패널보고서,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패널보고서, Turkey-Rice 패널보고서, US-FSC (Article
21.5-EC) 패널보고서가 있다.

28)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완전소유기업을 구분하여 취급하였다. 즉, 대우의 차이가 원산

지 또는 출신지에만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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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패널은 이를 아르헨티나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본 사건의 협력 국가 목록에 이중과세협정이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뿐 아니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여 세금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들 간 대우의 차이에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대우의

차이가 원산지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파나마가 이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적으로 패널은 파나마가 제기한 제II조 청구와 관련하여 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와 비협력 국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고 판단했다.

아르헨티나는 상소 시 제II:1조에 근거한 청구 및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 모두와 관련하

여 패널의 동종성 판정을 배척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우선 아르헨티나는 문제의 조치가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상이한 대우를 한 경우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제II:1조의 목적상

동종이라고 한 패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파나마가 증거나 법적 논증을 제기

하지 않았는데도 제II:1조 하의 동종성이 일응(prima facie)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가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상이한 대우를 한 조치에 대

해 동종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건의 조치들이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상이한 대우를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추정을 적용한 패널에 오류가 있다

고 판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패널이 아르헨티나에 동종성이 없음

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 오류이며 둘째 패널이 DSU 제11조에 합치하지 않게 판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가 DSU 제11조에 따른 청구를 인정한다면 패널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패널절차에서 수락된 증거에 따라 법적 분석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XVII조 하의

동종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패널이 제II:1조의 목적을 위한 동종성 판단을 이용한 점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제II:1조 하의 동종성 판단에 대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의 상소를

제기하였다.29)

29) 제XVII조 하의 동종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패널이 제II:1조의 목적을 위한 동종성 판단을 이용한 점, 그리고 파나마

의 주장 및 증거가 없는 가운데 동종성을 일응(prima facie) 인정한 점에 대해 상소하였고, 상소기구가 앞의 두 가지를

오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DSU 제11조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상

소기구가 DSU 제11조에 따른 청구를 인정한다면 패널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패널절차에서 수락된 증거에 따라 법적

분석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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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소기구의 해석

상소기구는 이 청구가 제II:1조 및 제XVII조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라는 구문을 해석을 요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기존 판정례

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를 재확인했다. 즉, 동종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특성

이나 특질을 다수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해 왔으며30) 이는 비교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이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고 판정하기 위

해서 어느 정도의 유사함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우선 상소기구는 GATS 제II:1조 및

제XVII조 하의 문맥을 파악하였다. 제II:1조 및 제XVII:1조는 모두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XVII:3조에서는 한쪽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다른 쪽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시키는

대우가 불리한 대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제XVII조가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자 간 경쟁기회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의 패널 판정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제XVII조가 동종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며 따라서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자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II조의 경우 제1항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점

(advantages)”이라는 표현을 쓴다. 상소기구는 이 용어에 대한 옥스퍼드영어사전의 정의가 “다

른 이에 비하여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실 또는 상태”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역시 경쟁 개념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제II조의 목적을 위해서도 동종성은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소기

구는 상품무역에 관한 판정례에서 확인된 바31)와 같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서

상호 보이는 경쟁 또는 대체가능성의 정도는 다양하고 이러한 경쟁관계는 시장에 근거한 분

석을 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분석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0)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WT/DS135/AB/R,

adopted 5 April 2001, 제91항.

31) 동종성 문제를 심사하고 판정한 GATT 및 WTO 판정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상품무역에 해당한다. 동종성은

WTO 협정의 여러 규정이 등장하는 개념이다. 상소기구는 “동종(like)”이라는 용어가 해당 규정이 포함된 협정의 문맥 및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Japan-Alcoholic Beverages 상소기구보고서) 상소기구는 EC-Asbestos
사건(GATT 제III:4조의 동종성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적용되며 따라서 상품 간 경쟁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EC-Seal Products 사건(GATT 제I:1조 및 제III:4조는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간 경쟁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에서의 자신의 판정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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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동종성 분석에 있어 GATT와 GATS 간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GATT의

규정(제I:1조, 제II:2조, 제III:4조)은 “동종 상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GATS 제II:1조 및 제

XVII:1조는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XXVIII(g)조는 “서비스 공

급자”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XXVIII(b)조는 서비스 공급을 “서비스

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전달”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서비스 공급은 광범

위한 서비스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특정 사건에서 동종성을 판단할 때에 서

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누적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EC-Bananas III 사건의

패널은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동종 서비스 공급자라고 판정하였으나,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의 패널은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고 동종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간에도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 상소기구는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에서는 동종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서비스 동

종성 판단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 판

단에는 서비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32) 상소기구는 근거를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는 구문에 두었으며 이를 동종성 판단에 있어 요구되는 통합적 요소라

고 보았다. 이는 서비스 동종성과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판

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동종성 판단에 있어 양자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holistic) 고

려하라는 취지이며, 이러한 통합적인 판단을 할 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품무역에 있어서의 동종성을 패널이 어떠한 기준을 통해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정

례가 있듯이33) 상소기구는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에서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

분석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성을 판단한다는 것

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에서 공히 문제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경쟁관계

에 있는지는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이 상품의 동종성 분석에 사용해 온 기준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수한 성격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통

합적 분석에 부합하도록 각자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예로 서비스 및 서

32) 상소기구보고서, 제6.29항.

33) 상소기구는 EC-Asbestos 상소기구보고서를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국경세조정에 관한 GATT 작업반 보

고서를 원용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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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공급자의 성격, UN 중심상품분류(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이하에서는 “CPC”라고

함), 그리고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EC-Bananas III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인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성격 그리고 CPC가 각각

상품의 성격과 물리적 특성, 그리고 품목분류를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맞추어 조정한 기

준이라고 보았다.34)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사건의 패널은 비교 대상인 서비스 공급

자가 자신들의 사업 범위를 매우 유사한 용어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이들이 같은 사업 분야

에서 경쟁한다는 증거로 보았다. 상소기구는 이 사건 패널의 분석이 상품의 성격과 물리적 특

성, 그리고 소비자 기호를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소기

구는 상품무역 하의 동종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분석을

위한 기준 역시 협정 규정된 기준도 아니고, 망라적인 것도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서비스 공급 방법, 즉 모드에 주목하였다.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

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급방법, 즉 모드이므로 이는 특정 사건의 상황 상 필요하다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 분석에 있어 분명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상소기구

는 분쟁당사국들의 청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사건 상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위에서 상소기구가 설명한 바와 같이 동종

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문제의 조치가 원산지(origin)에만 근거하

여 상이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동종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상소기구는 ‘동종성 추정 접근법’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원산지(origin)에만 근거하여 법률적인(de jure) 구분을 두는 조치에 대해 동종성

추정 접근법이 적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동종성 추정 접근법을 인정

하였다. 즉, 어떠한 조치가 오로지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고 있다면, 이는 원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이 경우 동종성은 추정되며 동종성 분석 기준

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35)

마지막으로 동종성 추정 접근법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입증책임을 검토하였다. 상소기구

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종성 추정을 주장하는 분쟁당사국이 이를 일응 입증할 책

임이 있다고 하였다. 제소국이 동종성 추정을 일응 입증하면 다른 쪽 피제소국이 이를 반박

34) 즉, 1970년 국경세조정 실무반 보고서(GATT Working Party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에 제시된 기준을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준용한 것이다.

35) 상소기구보고서, 제6.3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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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박은 문제의 조치가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의 동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국경세조정 실무반 보고서의 기

준을 준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양자의 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음도 물

론이다. 피제소국이 반박에 성공한다면 패널은 추정에 근거해 동종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앞

에서 논하였던 여러 기준-국경세조정 실무반 보고서의 기준을 준용-을 적용하여 동종성을 심

사하여야 한다. 제소국이 동종성 추정의 일응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상소기구

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패널의 제II:1조 및 제XVII:1조 판정에 대한 상소를 심사하였다.

3. 해석의 적용

상소기구는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에서 반드시 동종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동종성 추정을 할 수 있으므로

패널의 해석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원산지에만 근거한

차별적 대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동종성을 추정하여 제II:1조를 잘못 적용

하였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패널은 8개 조치가 협력 국가와 비협력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

스 공급자를 구분하고 있고 국가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대우를 하

므로 이는 원산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특정 국가가 협력국가 목록에

포함될지 아닐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원산지 그 자체가 아니고 원산지와 불가분하게 연

결되어 있는 규제 구조(regulatory framework)라고 하기도 하였다.36) 따라서 원산지가 상이한

대우의 유일한 근거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였다.37)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협력 국가 및 비협력 국가의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면 이것이 상이한 대우의 근거가 되는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38) 이를 입증할

책임이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세금정

보 접근권을 고려하여 동종성 심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의 조치

의 상이한 대우가 원산지에 따른 것(“due to origin”)이라고 결론 내렸다.39)

상소기구는 패널이 상이한 대우가 원산지에만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없이 동종

성 추정을 적용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고 판정하여 이는 잘못된 적

36) 패널보고서, 제7.166항.

37) 앞의 각주.

38) 패널보고서, 제7.179항.

39) 패널보고서, 제7.18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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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상이한 대우가 원산지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동종성 추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판정을 할 수 없다면 파나마가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동종성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했다. 아르헨티나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상이한 대우의 다른 요소로 인정될 수 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소기구는 판단하지 않았다.40) 다만,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제기

한 주장과 증거를 패널이 심사하고 이에 대한 판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고 동종

성 추정을 한 것이 오류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심사 결과 아르헨티나가 파나마의 일응 입

증을 반박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패널이 동종성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동종성 심사를 진행하

여야 했다고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패널이 8개 조치에 대해 제II:1조 하에서

동종이라고 한 판정을 파기하였다. 조치 2, 3 및 4가 제XVII:1조 하에서 동종이라는 패널의

판정은 제II:1조 하의 동종성에 대한 패널에 판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 판정의 파

기로 인해 그 근거가 제거되었으므로 상소기구는 제XVII:1조 하의 동종성 판정 역시 파기하

였다. 이에 따라 8개 조치가 제II:1조에 비합치한다는 패널의 판정, 그리고 조치 2, 3 및 4가

제XVII:1조에 비합치한다는 패널의 판정 역시 파기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들 규정 하에서 서

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동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4. 평석 및 소결

서비스무역협정 하의 동종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41) 기존 연구는

상품무역에서의 동종성 심사에 적용되어온 기준, 즉 국경세조정보고서에 제시된 기준-상품의

물리적 특성, 품목분류, 최종사용용도, 소비자 기호 등-이 서비스무역에서의 동종성 심사에도

관련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서비스무역이 상품무역과는 다른 점이 많아 GATT 하의

동종성에 대한 판단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이 사건 상소기구보고서

는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해석을 설

시하면서 국경세조정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준 등 GATT 하의 동종성 심사에 적용되어온 기준

을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특수한 성격에 맞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서비스

40) 파나마는 이것이 원산지에 근거한 차별의 한 이유이지, 상이한 대우를 가능하게 한 다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소한 바 있다.

41) 강승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동종성(likeness)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 제7권 제2호, 한국국

제경제법학회, 2009, pp. 225-252. 권현호, “WTO법에서 ‘동종성(likeness)의 개념과 한계”, 법학연구 , 제54권 제3호, 부

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p. 107-132. 김인숙, “GATS에서의 ‘동종성’ 법리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 제77호, 법무

부 국제법무과, 2007, pp. 106-135. 조수정, “GATS 내국민대우 분석”, 국제경제법연구 , 제13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

법학회, 2015, pp.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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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공급자 동종성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예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성격, CPC 분류, 그리고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언급하였다.

이 상소기구보고서가 기존 판정례 및 연구와 갖는 차별성은 GATS의 경우 동종성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고려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확인

하였다는 데에 있다. EC-Bananas III 사건 및 Canada-Autos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동종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 상소기구는 동종성 판단에 있어 서

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누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

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종성 판

정을 파기한 후 분석을 완성하지 않아 이러한 통합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실례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앞에서 논한 동종성 심사기준 역시 이런 통합적 분석에

부합하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통합적 분석에서 어느 쪽-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더 무

게를 둘 것인지와 어느 선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리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대상조치가 법률적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상이한 대우를 하는 경우 동종성 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동종성 추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조치에 의한 대우의 차이가 오로지

원산지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요소가 이러한 대우의 차이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

부에 대한 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심사하고 가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동종성 추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면 패널은 동종성 추정에 기대지 말고

앞에서 제시한 동종성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소기구는 상

품무역과는 달리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동종성 추정 접근법이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상소기구는 그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무역의 경우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산지에만 근거한 구분이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서비스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

자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GATS 제XXVIII조, 특히 (f)호, (g)호, (k)호 내지 (n)호

를 고려할 때 원산지라는 개념은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이는 어

떠한 조치가 오로지 원산지에만 근거하여 대상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도 한층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패널이 대상조치에 의한 대우의 차이의 근거가 된 원산지 이외의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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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지를 검토할 때 조치의 규제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함에 있어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이라고 함)이 다루어진 판정례인 US-Clove Cigarettes 상소기구보고서의 분석을 언급하였

다는 것이다. 패널이 이 부분의 심사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상소기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패널의 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만, 패널의 동종성 판정

이 파기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패널 심사 중 이 부분의 내용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Ⅳ. 불리하지 않은 대우

1. 상소기구의 해석

앞의 상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urable)에 대한 패널의 판정42)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조치 1, 2, 3, 4, 7 및 8

이 제XIV(c)조 하의 예외로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패널 판정, 그리고 조치 5와 6이 금융서비

스부속서 제2(a)호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판정 역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소기구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와 관련하여 패널의 해석과 적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한 파나마의 상소를 심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II:1조에 대한 패널 판

정을 유지하되 패널의 잠정판정의 논지를 채택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조치 2, 3 및 4가 제

XVII: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패널은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해 판정할 때에 특기할만한

접근법을 취하였다. 우선 패널은 이 두 규정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또한,

각 규정에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패널

은 “서비스 공급자”라는 구문이 이 조항을 해석하는 자로 하여금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

제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패널은 서비스 공급자를 규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제II:1조 또는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43) 어떤 규제적 측면은 조치가 경쟁조건에 대해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불리하지 않은 대

우’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패널이 그러한 규제적 측면으로 고려한 것은 아르

42) 패널은 8개 조치가 제II: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조치 2, 3 및 4와 관련하여서는 제XVII:1조에 합치한다

고 판정하였다.

43) 패널보고서, 제6.90항 및 제6.9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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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세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파나마는 패

널과 상소기구가 GATS뿐 아니라 GATT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구성하는 조치는 경쟁조

건을 변경시키는 조치라고 일관되게 판정해 왔으며 경쟁조건을 변경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규제적 측면도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EC-Bananas III 상소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

리하지 않은 대우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조치로 인해 경쟁조건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있으

며 대상조치에 어떠한 규제적 고려 또는 목적이 전제되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

인하였다. 패널이 제II:1조 및 제XVII:1조의 폭넓은 범위를 해석의 근거로 언급한 것에 대해

서는 이들 두 규정만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며 GATT 제III:4조 역시 대상범위가 넓

지만 그렇다고 하여 규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없다고 하였다. 패

널이 두 규정의 “서비스 공급자”라는 구문으로 인해 규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문이 GATT와는 다른 GATS 특유의 구문이기는 하지만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판단에 관한 법적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에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제적 측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GATS의 구조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확인하였다. GATS 하에서 회원국

은 양허를 한 경우 예외규정 또는 이 협정 및 부속서 하에서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축

적인 장치를 통하여 그 의무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GATS는 이러한 예외와 신

축적인 장치를 통하여 협정상 회원국의 의무와 국가정책목적을 추구할 회원국의 권리 간 균

형을 맞추고 있다. 비차별대우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문제의 조치가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하는지를 심사하고 해당 조치의 규제적 측면은

관련 예외규정 하에서 심사하는 것이 이러한 균형에 부합한다.

패널이 GATS 전문 제3항과 제4항에 주목하면서 GATS의 예외규정―제XIV조 및 금융서비

스부속서 제2(a)호―보다 전문에서 언급된 국가정책목적의 범위가 더 넓다고 지적한 것에 대

해서는 상소기구 역시 동의하였지만, 국가는 GATS 하의 의무에 부합하게 국가정책목적을 달

성하면 되는 것이고 예외규정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정당화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수

의 정책목적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가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심사에 규제적 구조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GATS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패널의 해석에 따르지 않더

라도 GATS 전문에 부합하게 다양한 국가정책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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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검토함에 있어 규제적 측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배제

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조치의 설계, 구조 및 예상되는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 규제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44)

2. 해석의 적용

상소기구는 패널의 제II조 및 제XVII조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에 상소기구가 초점

을 맞춘 것은 패널이 규제적 측면을 검토한 것이 조치로 인한 경쟁조건 변경을 파악하기 위

한 것인지, 아니면 예비적 결론에서 판정된 불리한 영향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인지 여부이다. 상소기구는 후자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비협력 국가의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불리한 방식으로 경쟁조

건을 변경한다고 예비적으로 판정한 후 조치의 규제적 측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파나

마는 상소 시 예비적 판정만을 유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예비적 결

론에서 판정된 불리한 영향이 조치의 규제적 측면에 의해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조치가 경쟁조건을 변경하는지 판단

하기 위하여 규제적 측면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제II:1조 하에서 심사함에 있어 패

널은 법령 제589/2013호-협력 국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조건을 규정한 법령-가 아르헨티나가

세금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 항목을 두고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패널은 규제적 측면을 고려해도 대상조

치가 제II: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예비적 판정의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상소기구는 패널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심사한

것이므로 오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제XVII조의 경우, 패널은 “의도하지 않은 비교우

위” 등의 개념-GATS의 문언, 문맥 및 대상과 목적 상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비교우위”를 상쇄하는(“neutralize”) 조치는 제XVII조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상소기구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의 기준인 ‘동등한

경쟁조건 보장’이라는 것은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동종

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등한 경쟁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제II조 및 제XVII조 관련 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잘못된 법

44) 상소기구보고서, 제6.119호-제6.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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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제XVII조 위반 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다. 제II조 청구 및 제

XVII조 청구에 대한 패널의 예비적 결론은 각 조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부합하므로 서비

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등성이 판정되었다면 제II조 위반 및 제XVII조 위반을 판정할 충분

한 근거가 되었겠으나, 앞서 패널의 동종성 판정을 파기한 결과 패널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상소기구는 패널의 제II조 및 제XVII조 판정 역시

파기하였다.

3. 평가 및 소결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의 법적 기준에 대한 패널의 판정은 TBT 협정 제2.1조에 대한 심

사기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45) 즉, 대상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경이 그 조치

의 규제적 측면-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비

차별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널이 주목한 이 사건 대상조치의 규제적 측면

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과 정보교환, 그를 통한 탈세 및 사기 방지, 범죄와 관련된 자금

의 은닉 및 세탁 예방 등이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국가들의 조세 자료에

대해 접근성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협력 국가 및 비협력 국가를 구분하고 상이하게 대우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상대 국가들의 조세 자

료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대상조치의 규제적 측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GATS 관련 규정의 문맥을 검토하면서 GATT와 TBT 협정 하의 비차별대우에

각각 적용되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기준에 주목하였다. TBT 협정 제2.1조 하의 불리하

지 않은 대우 판단에는 규제적 구조가 고려되지만 GATT의 경우 그렇지 않다. 상소기구는

GATS가 GAT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았다.46) 즉, GATS 제II:1조 및 제XVII:1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제적 측면에 대한

별도 분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5) 상소기구보고서, 제6.132호-제6.137호.

46) 상소기구보고서, 제6.119호-제6.122호.



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117

V. 예외규정

1. 제XIV(c)조

패널은 제XVII조에 근거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8개 조치가 제II조에 합치하지 않는

다고 판정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조치 1, 2, 3, 4, 7 및 8-이 부분에서는 이를 “6개 조치”라고

함-의 경우 제XIV(c)조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i) 6개 조치

가 아르헨티나 법령의 관련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는 점, (ii) 6개 조치

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은 입증하였으나 (iii) 6개 조치가 제XIV(c)조 전문

(chapeau) 하에서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르

헨티나가 대상조치가 제XIV(c)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파나마는 제

XIV(c)조 정당화 여부에 대한 패널의 최종판정이나 제XIV(c)조 전문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으나 패널이 6개 조치에 대한 예비적 판단-즉 앞의 (i) 및 (ii)에 대한 판단-은

오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줄 것을 상소기구에 청구하였다. 파나마가 제기한 또 다른

주장은 제XIV(c)조 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조치가 제II:1조 하에서 비합치하다고 판정될 때에

그 근거가 된 조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패널은 그렇게 하지

않아 잘못 심사하였다는 것이다. 파나마의 이의는 패널의 해석이 아니라 적용에 관한 것이

다. 아래에서는 적용 부분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사를 전반적으로 상세히 검토하기보다는 향

후 제XIV(c)조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술하고 분석한다.

이 분쟁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XIV(c)(i)조이다. 이 조항은 기만적이거나 부정한 실행의 예

방에 관한 조치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GATS 규정에 비

합치하지 않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국의 조치의 채택 또는

시행을 GATS가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전문(chapeau)은 이

에 추가하여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GATT 제XX조와 같은 문언이

다. 패널은 US-Gambling 상소기구보고서47)를 원용하여 GATT 제XX조 하의 판정이 GATS 제

XIV조 하의 심사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대상조치가 GATS 제XIV조에 따

라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 하의 각 항에 해당하여야 하고, 전문(chapeau)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48) 또한,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상소기구보고서49)에서

47)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adopted 20 April 2005, 제291항.

48) 패널보고서, 제7.585항 및 제7.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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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GATT 제XX(d)조 심사의 법적 기준이 GATS 제XIV(c)조 심사에도 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GATS에 비합치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

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상조치가 이러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제XIV(c)조는 어떠한 조치가 회원국 의무를 규정하는 GATS의 조항에 일응 비합치하는 것

으로 판정되었을 때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이므로 두 규정 하의 심사는 조치의 같은 측면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II:1조 및 제XIV(c)조 하의 심사가 조치의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파나마의 주장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WTO 판정례를 인용하면서50) 각 조치에 대해

비합치를 판정하였던 조치의 측면과 제XIV조 하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

여야 하는 조치의 측면은 같아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이 이에 따라 심시하지 못하

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국에 있으며 상소당사국은 패널의 제XIV조

심사의 초점이 비합치 판정의 근거가 된 조치의 측면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

시하였다.51)

국내법규 준수 요건에 대한 패널의 분석에 관한 파나마의 상소52)53)를 검토하면서 상소기

구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상 법규의 전반적인 목적뿐 아니라 특정 규정의 준수

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제XVI(c)조 하에서 국내법규 준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대상조치가 방지하고자 하는 미준수의 위험이 무엇인지 특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아르헨티나가 이들 조치로 억제하고자 한 것이 부정

한 세금 행위를 가리는 거래 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파나마는 다음과 같

은 주장도 전개하였다. 즉, 패널이 조치 1, 2, 3 및 4를 심시하면서 이들 조치가 특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가상 거래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특수 관계 당사자 간 가상

49)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161/AB/R, adopted 10

January 2001, 제157항.

50) 패널보고서, 제7.591항-제7.593항.

51) 상소기구보고서, 제6.168항-제6.169항. 상소기구는 파나마가 패널 분석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

거나 논거를 짧게만 제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6개 조치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나마

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52) 패널은 6개 조치에 대해 제XIV(c)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다. 파나마는 주장에 따라 대상조치를 달리하였다.

패널이 제II:1조 및 제XIV(c)조 하에서 각각 다른 조치의 측면을 고려하여 오류라고 주장한 대상조치는 6개 조치이다.

국내법규 준수 요건[(i)]와 관련하여 두 개의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 주장-구체적인 규정이 아닌 목적의 준수만

을 검토하여 오류라는 주장-의 경우 4개 조치(조치 1, 2, 3 및 4)에 대해서만 제기하였고, 두 번째 주장-대상조치가 법

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인지를 심사한 부분이 오류라는 주장-의 경우 5개 조치(조치 1, 2, 3, 4 및 8)에

대해서만 제기하였다. 필요성 요건[(ii)]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 주장은 6개 조치에 대해 제

기되었고, 두 번째 주장은 5개 조치(조치 1, 2, 3, 4 및 7)에 대해 제기되었다.

53) 패널이 아르헨티나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목적의 준수를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개의 아르헨티나 법

령-소득세법 제1조 내지 제5조 등-에 대한 패널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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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소득세법, 조세절차에 관한 법, 조세범에 관한 법 또는 아르헨티나 헌법에 위반된다

거나 이들 법률의 미준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는 오류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파나마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파

나마의 주장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위의 네 개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가진 거래-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거래-와 부정한 목적을 가진 거래-즉, 세금회피 목적으로

신고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모두 적용되는 조치이므로 이들 조치는 부정한 거래와 관련하

여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조치라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무역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에서 분석한 바에 주목하였다. 즉, 이들 조치는 사전에(ex ante) 적

용되는 조치이고 그 목적이 부정한 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거래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되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다. 부정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다면 이들 대상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나마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조치 1 및 3, 그리고 조치 1, 2, 3 및 4에 대한 필요성 심사

하의 기여 요소에 대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도 제기하였다. 패널이 조치 1, 2, 3, 4 및 7에

대해 국내 법규 준수 여부를 분석할 때 관련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지 여부

만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규정의 준수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패널

의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기여 요소의 심사에 있어 패널이 적용한 분

석틀54)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파나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

널은 아르헨티나 소득세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르헨티나 납세자가 아르헨티나 또는 해

외에서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아르헨티나 또는 외국 서비스공급

자에 의해 아르헨티나 내에서 수행된 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치 1의 경우 자본유출과 이자의 미신고를 억제하여 과세표준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 조치 2의 경우 납세자의 세금회피를 억제하여 과세표준의 침식을 방지하고

납세자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모든 납세자간 과세평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조치 3의

경우 정확한 거래가치 및 공제대상인 비용을 명확히 하여 부정한 세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

고 과세표준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며, 조치 4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비용

에 대응되는 지급이 실제 존재하였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보호에 기

여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치 7의 경우 패널은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과 해외설립기

업에 관한 결정 하의 관련 요건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였다.55)

54) 패널은 아르헨티나 세금징수제도를 보호하는 목적에 대상조치가 기여하는 바를 심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만약 패널이 관련 법규의 특정 규칙, 의무 또는 요건에 대한 대상조치의 기여를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

지로 이러한 언급을 하였다면 상소기구는 이러한 분석방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각 대상조치에 대한

패널의 심사를 검토하였다.(상소기구보고서, 제6.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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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호

패널절차에서 아르헨티나는 조치 5 및 6이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호에 의해 정당화된다

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이들 조치가 건전성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나마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호가 제1(a)호 하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의 조치에 적용된다고 한 패널의 판단이다. 특히

파나마는 제2(a)호의 제목이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제목

이 제2(a)호의 대상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조치의 유형 역시 한정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2(a)호가 국내규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GATS 제VI조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규제는 제VI조가 적용되는 조치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6)

다음은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호의 문언이다.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기탁자, 증권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

급자가 신인의무를 지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건전성을 이유로 조치를

취하거나 금융시스템의 완전성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그 회원국의 양허 또는

협정 하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57)

제1(a)호는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에

서 금융서비스 공급이라고 함은 협정 제1항 제2호에 정의된 서비스 공급을 의미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조치가 제2(a)호에 따라 정당화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세 가지로 (i) 조치가 제2(a)호의 대상조치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조치는

건전성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여야 하며, (iii) 조치가 제2(a)호 2문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확인

55) 상소기구보고서, 제6.230호-제6.231호. 파나마는 여러 개별 조치에 대한 패널의 판단이 사실이나 증거를 잘못 심사하

였다거나 중요한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일련의 주장을 검토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파나마가 상소 시 이 사안에 대하여 DSU 제11조 하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전 판정례에서도 패널의 증거 심사의 객관성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의 경우 DSU 제11조

하의 청구가 아니라면 상소기구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상소기구보고서, 제6.224호.)

56) 패널절차에서 파나마는 제2(a)호의 대상조치가 “이를테면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공급자의 서비스 능력에 관한 것

을 포함하는 공급자의 기술상 표준, 자격요건 또는 면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GATS 제VI조 중에서도 제4항과 제5

항에서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다. 패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패널보고서, 제7.826호-제7.829호) 이에 대해서

는 아래 평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57)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a Member shall not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and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service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Member’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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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8) 상소기구는 파나마의 상소가 (i)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제2(a)호

의 문언, 문맥 및 대상과 목적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59)

제2(a)호 1문과 2문 모두 “조치(measures)”라는 용어를 두고 있지만 이를 정의하지는 않는

다. 제1(a)호가 금융서비스부속서의 모든 규정의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a)호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고려된다. 제1(a)호의 문언-“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을 고려할 때 제2(a)호가 그 대상범위에 속하는 조치의 유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제2(a)호 1문의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구문 역시 제

2(a)호 대상범위의 판단에 관련이 있으며 “다른 규정(any other provisions)”이라고 한 것은

GATS 하의 회원국의 의무 전부에 대한 비합치를 정당화하는 데에 제2(a)호가 원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규정의 제목, 즉 “국내규제”가 제2호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인정되나

제목의 의미와 기능은 제2(a)호 규정 그 자체에 대한 적절한 해석에 합치하게 부여해야 한다.

금융서비스부속서도 GATS도 국내규제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상소기구는

GATS 제VI조를 문맥으로 고려하였다. 제VI조가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국내규제”라는 제목 역시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제2(a)호의

대상조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소기구가 문맥으로 고려한 다

른 요소는 GATS 제XXVIII조이다.60) 제XXVIII조는 “조치”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회원

국의 조치(any measure by a Member)”로서 “법률, 규정, 규칙, 절치, 결정, 행정조치 또는 다

른 형태(any other form)”로 규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이 정의가 조치의 유형이나 형태에 제

한을 두고 있지 않고 광범위한 용어(“any measure”, “any other form”)를 쓰고 있다는 데에 주

목하였고, 제2(a)호 하의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문맥이 된다고 보았다. 대상

과 목적으로 검토된 것은 GATS 전문이다. 제3항과 제4항은 공통적으로 국가정책목적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고 있고 제4항은 특히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할 회원국의 권

리를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GATS는 협정에 포함된 회원국의 의무와 회원국의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추구한다. 국가정책목적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고 그 중에는

제2(a)호에 따라 취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제2(a)호의 대상조치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

은 GATS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상

소기구는 파나마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61)

58) 상소기구보고서, 제6.246호-제6.247호.

59) 상소기구보고서, 제6.252호-제6.260호.

60) GATS 제XXIX조에 따라 금융서비스부속서는 GATS의 불가분의 한 부분이므로 GATS 규정은 금융서비스부속서 제

2(a)조에 문맥을 제공한다.

61) 파나마가 상소 시 제기한 주장에는 패널이 해석할 사안을 잘못 특정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즉, 패널이 해석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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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WTO 협정은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회원국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의

무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무가 비차별의무이다. 그러나 WTO 협정은 동시에 회원국이 국

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러한 여지를

마련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의 일반적인 예외가 그것이

다. 따라서 GATT와 GATS 하의 비차별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에는 규제가 달성하고

자 하는 정당한 정책목적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차별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법

적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대상조치의 적용을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자가 동종이어야 하고, 대상조치가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조건을

변경하여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동종성 심사에 있어서, 그리고 불리하지 않은 대우 심사에 있어서 각

각 대상조치의 규제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즉, 패널은 두 심사에 있어 모두 대상조치의 규제

적 측면-즉, 아르헨티나가 상대국가의 조세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고,

이에 대해 긍정할 수 있었다면 동종성 추정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정당화하

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다. 다만, 패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따

라서 대상조치가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적용한 법적 기준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GATT와 GATS 하에서는 동

종성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조치의 규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소기구는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규제적 측면은 GATT 제XX조 및 GATS 제XIV조에서 각각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GATS의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는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항

하에서 추가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WTO 회원국이 이를 원용한 첫 번째 사례

이다.62) 파나마는 이 규정이 GATS 제VI조가 적용되는 국내규제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한다

는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 규정의 문언과 문맥-즉, GATS 전문에서 국가정책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다양한

수단의 형태를 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항의 대상조치의 범위를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조가 GATS 제VI조 하의 국내규제에 해당하는 조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상소기

구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보고서, 제6.263호)

62) 상소기구보고서, 제6.246호-제6.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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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소기구는 GATS의 각 규정 및 여러 규정 간

관계를 고려하여 GATS 전문에서 추구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요컨대, GATS 하의 균형은 TBT 협정 하의 균형과는 차이가 있고, GATT 하의 균형과 유

사한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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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Hee Jin Yoo*

63)

The dispute analysed in this article concern eight measures taken by Argentina regarding finance,

taxation, foreign exchange, and registration. The dispute centered on whether these measures were in

violation of the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namely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and whether they are justified by

Article XIV and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Important arguments raised in the dispute

include whether the services and the service providers of cooperative and non-cooperative countries and/or

Argentina subjected to the measures are lik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whether the regulatory aspects of th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consistency with

Article II and Article XVII of the GATS, and whether the measures are justified in that they we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implementing 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nd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 essence of this dispute lies in the balance of each Member’s right to regulate commercial and/or

financial activities and its obligations under the GATS. The Appellate Body tried to strike such a balance

in its assessment of: (i) likeness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ii) no less 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II and XVII, and (iii) the scope of measures under Article 2(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Appellate Body’s findings, giving light to the relevant

jurisprudence and scholars’ writings.

Key Words : WTO, GATS, services, like service and service provider, non-cooperati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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