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22. 9. 20)

수신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의장 선정은 패널명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양국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미국과 협의하여 패널명부 교체 예정
:

:

,

FTA

(9.20일자 SBS 「사망한 사람이 후보?...한미 FTA 패널명단 관리 부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통상분쟁에서 패널의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리 부실
,

FTA

명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정부는 전기차 문제 관련 미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률 검토 및 주요국 동향 파악도 병행하고 있음
ㅇ 아직까지 제소 여부 및 제소시 어느 채널
을 활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IRA

,

(WTO· FTA)

※ 한미 FTA는 발효(‘12.3월)이후 10년간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활용 된 적이 없음

□ 한미
분쟁해결절차 규정 제 조 상 분쟁해결패널 의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후보명부
는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활용토록 규정
ㅇ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기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후보라도
분쟁패널 의장으로 선정이 가능함
FTA

(

*

22.9
,

)

(Contingent

list)

,

※ (한미FTA 제22.9조 제2항 골자)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양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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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아가 의장후보자는 어느 국가가 추천한 후보인지와 관계없이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선정하게 됨
,

,

※ (한미FTA 제22.9조 제4항 골자)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❶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고, ❷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며, ❸일방 당사국으로
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지시를 받지 아니함

□ 정부는 한미
패널명부 후보자의 사망 사실 및 명부 개정
필요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
ㅇ 명부 개정을 위해서는 규정상 양국간 합의 가 필요한바 정부는
적절한 계기에 미측과 조속히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FTA

*

,

※ (한미FTA 제22.9조 패널의 설치) 3. (..)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 문의 고상미 과장 통상분쟁대응과장 직무대리
통상분쟁대응과 김선애 팀장
:

(

, 044-203-4870)

(044-203-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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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슬기 사무관

(4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