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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WTO .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항소기구 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개현의 수산물 2019. 4. 11. WTO (Appellate Body) 8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17
구한 조치가 협정WTO 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phytosanitary measures) . 
가된다. 

이번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가지로 볼 수 있다WTO 3 . 

첫째 협정 조, SPS 5.6 1)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 “

1) 6.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2 of Article 3, when establishing or maintaining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Members shall ensure that such measures are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ir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3
(remark 3.) For purposes of paragraph 6 of Article 5, a measure is not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unless there is another measure, reasonably available taking into account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that achieves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nd 
is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제 조제 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6. 3 2 , 
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 ,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Re.3)
주석 제 조제 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 3.) 5 6 , 

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 
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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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 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 . 
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 ALOP(appropriate 

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보통의 환경level of protection) . , 1) 
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 2) (ALARA, as 

연간 방사능 노출이  이하의 수준이었다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1mSv/year . 1
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
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 1 . 

항소기구는 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WTO 1
나머지 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2
다. 

둘째 협정 조, SPS 2.3 2)의 해석 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 , “
가 였다 항소기구는 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 . WTO 1
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
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 도 비슷한지 여부를 (territorial conditions)
고려해야 하는데 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1 , 
오염된 영토 토양과 바다 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 )
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한 것이다. 

셋째 협정 조, SPS 5.7 3)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 1
의 요건4)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 WTO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 의 문제라고 판단, (moot)
하였다. 

2) 3.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of other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3. 
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7. In case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a Member may provisionally adopt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including that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pplied by other Members. In such circumstances, Members shall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more objective assessment of risk and review the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ccordingl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7. ,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 , 
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

4) 충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잠정조치일 것 조치시 획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할 것 조치 후 객 , , ① ② ③
관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을 확보할 것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토될 것,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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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소기구는 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1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 에서 언급. . ‘ ’
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에 , SPS WTO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 

이번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WTO 
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 
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 
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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