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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WTO를 비롯한 다자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USMCA, CPTPP, EU-중국간 투자협정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체결되는 주요 협정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미-과테말라간 CAFTA-DR 협정에 따

른 노동분쟁에 이어 우리나라와 EU간의 FTA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노동규범이 국제통상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통상의 맥락에서 노동규범을 다루는 경우,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는 개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포함하는 주요국들의 FTA에서 노동조항상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affecting trade)”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무역영향성 요건은 여러 FTA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 대부

분과 USMCA, CPTPP 등 최근에 체결된 주요 FTA 다수는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의 적용 방식이 무역

에 영향을 미칠 것(“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FTA 당사국이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자 하는 의무

의 범위를 일반적인 노동규범 전반에서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분쟁의 맥락에서는 협정 위반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의 FTA 노동분쟁인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에서는 

무역영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제소국인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무역영향성 개념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현재까지는 그 명확한 의미에 

관하여 해석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과테말라 패널은 “경쟁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라는 개념을 통해 무역영향성을 설명하였고, 이후 체결된 USMCA에서는 교역관계 또는 경쟁관

계의 존재를 통해 무역영향성이 추정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같은 상이한 두 가지의 사례만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향후 다른 FTA의 맥락에서 이에 관한 해석 문제는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실제 분

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제소국이 무역영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노동 관련 조치로 인해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관련 증거의 수집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앞으로 FTA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될 경우, 위 요건에 대한 해석 사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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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될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에 더하여, 분쟁해결절차와 무관하게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영향성 

요건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나 고려 요소에 합의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WTO 보조금협정상 Annex V 절차와 같은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노동, 무역영향성, 노동과 통상, 노동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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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노동 문제가 국제통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규범을 이루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나, 노동을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다루려는 시도는 WTO 설립 이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EU를 중심으로 하는 WTO 회원국

들은 과거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을 

통해 국제무역 관계에서 노동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결국 노동 문제를 다자간 무역체제에 포섭하

는 데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다만 WTO 회

원국들이 합의하지 못한 다른 의제들과 마찬

가지로,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에서

의 이 같은 실패는 양자 또는 복수국간 무역

협정을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하려는 시도를 

촉진하였다. 다자체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

철시키지 못했던 미국, EU 등의 국가가 주

도하는 FTA에서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통

상규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에 이르러 미-과테말

라간 최초의 FTA상 노동분쟁과 한-EU간 노

동분쟁, 나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동규

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USMCA를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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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USMCA 협상에서 강력한 노동규범을 포함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

를 첫 USTR로 지명하고, 노동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USMCA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노동 문제가 국제통상에

서 차지할 중요성을 가늠케 하였다.1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지난 1월 한-EU 

FTA 하에서 EU가 제기한 노동분쟁의 패널 

판정이 공개됨에 따라 FTA의 맥락에서 노

동규범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

심이 환기되고 있다. 더욱이 동 분쟁은 

2018년 미-과테말라 간 CAFTA-DR(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에 근거하여 

발생한 최초의 분쟁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노동 관련 무역분쟁이라는 점

에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FTA에 포함된 노동규범들은 협정의 일부

로서 당사국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형성한

다. 특히 최근의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노동

조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적 분쟁해결절

차를 발동할 수 있고 협정에 따라 무역제재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FTA의 노동

규범은 법적 제재보다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ILO 체제와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노동규범이 FTA의 맥락에서 다루

어지는 경우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ILO를 

포함한 다자체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규범

의 강제성이나 더 나아가 집행력에 대해서까

지 합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협

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노동규범 일반이 

아닌 당사국간 교역과 관련되는 경우로만 제

한하려는 당사국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FTA에서

는 노동챕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또는 노동조항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

로서 관련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

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2 

이렇게 보면, 무역영향성 개념은 당사국이 

합의한 협정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약 

해석의 자료가 되며, 노동규범 일반과 무역

협정 내에서의 제한된 노동규범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분쟁 실

무에 있어서는 제소국이 무역협정상 분쟁해

결절차를 통해 노동규범을 강제하거나 그 불

이행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가하기 위해 충족

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기도 하

다. 

본고에서는 FTA 노동챕터에 규정되어 있

는 무역영향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핀다. 본

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국제통상 분야에

서 노동규범이 FTA를 통해 본격화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노동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에 무역영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

1 “Biden selects Katherine Tai as U.S. trade representativ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1, 2020).

2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검토하는 한-미 FTA 노동챕터상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라는 표현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무역에 대한 영향을 요구하는 
FTA 노동조항의 요건을 무역영향성 또는 무역영향성 요건이라고 통칭한다. 무역(/투자)영향성이라는 표현은 남궁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연구원(2019. 3), p.22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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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의 패널 판정과 USMCA 노동조항

을 중심으로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미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례와 장래의 논의 방향에 대하

여 검토한다.

Ⅱ. FTA에서 노동규범이 
등장한 배경

WTO 협정에서는 GATT 제20조상 교도

소 노동 상품(products of prison labor)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GATT 협정 위반의 일

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3 노동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4 또

한, GATT 제20조를 포함한 WTO 협정의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분쟁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5

ITO를 설립하기 위한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에서는 특히 수출품 생산

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노동조건이 국제교역

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회원국

들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에서 불공정한 노

동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6 이에 비추어 보면, WTO 설립 

이전에도 이미 국내적인 노동정책이 국제무

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

3 GATT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e)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

4 다만, GATT 제20조의 사례와 같이 “통상분쟁절차에서 사회적 고려에 의한 무역, 경제적 조치가 원리상 적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노동기준을 문제삼는 제소국측이 이에 근거하여 상대방 국가에 법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
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남궁준,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한-EU FTA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맥락”, 「국제노동브리프」, 2019. 
4, p. 64 참조.

5 국내법상 노동규범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로는 Appellate Body Report, EC - Tariff Preferences, para. 182 참조(“Articles 
10 and 25 of the Regulation, which relate specifically to the Drug Arrangements, provide no mechanism under 
which additional beneficiaries may be added to the list of beneficiaries under the Drug Arrangements as 
designated in Annex I.  Nor does any of the other Articles of the Regulation point to the existence of such a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Drug Arrangements. Moreover, the European Communities acknowledged the 
absence of such a mechanism in response to our questioning at the oral hearing.  This contrasts with the position 
under th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and th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are described in Article 8 of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includes detailed provisions setting out the procedure and substantive criteria that apply to a request 
by a beneficiary under the general arrangements described in Article 7 of the Regulation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ecome a beneficiary under either of those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다만 이 판정 역시 대상 조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노동권 보호 조건을 언급한 것일 뿐, 분쟁 당사국이 노동규범에 근거한 
공방을 벌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WTO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WTO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
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2021. 2. 23 최종확인) 참조(“This issue was also indirectly mentioned in the 
Appellate Body Report (see para. 182) on the dispute initiated by India against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ern
ing the conditions for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6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Cuba, Nov. 21, 1947-Mar. 24, 1948, Article 7(Fair Labour 
Standards). The Members recognize that measures relating to employment must take fully into account the rights 
of workers under inter-governmental declarations, conventions and agreements. They recognize that all countries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achievement and maintenance of fair labour standards related to productivity, 
and thus in the improvement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s productivity may permit. The Members 
recognize that unfair labour conditions, particularly in production for export, create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accordingly, each Member shall take whatever action may be appropriate and feasible to eliminate such 
conditions within it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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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

으로 노동기준이 낮은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

해 일종의 사회적 덤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

다.7

WTO가 설립된 이후에는 노동기준이 낮

은 국가와의 교역 문제, WTO 체제 하에서 

노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무

역제재 가능성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노

동과 통상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8 특히, ILO라는 노동 관련 국제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WTO에 노동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동

규범을 다룰 수 있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

문 역시 논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9 

이러한 논의의 결과, WTO는 1996년 싱

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결사

의 자유, 강제노역 금지, 아동의 노동 금지 

및 차별 금지 등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한다

는 일반 원칙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노동 기

준에 관한 협상 권한은 ILO에 있다고 천명

하여 노동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

로서 WTO가 가지는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

였다.10 또한, 위 각료회의에서는 핵심 노동

규범의 준수라는 개념이 저임금 등 낮은 노

동기준을 가지는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 보

호무역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11

이후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노

동 문제가 언급되었으나 선진국들과 개도국

들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합

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고,12 1996년 싱가

포르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원칙들이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재확인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13 

이러한 다자체제에서의 논의는 결국 노동

규범이 단순히 노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국

제무역 관계에서 경제적인 효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오랜 인식을 보여준다. 비록 다자 차

원에서는 노동규범을 협정의 일부로 포함하

7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는 관점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남궁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분석 – 이론, 역사, 제도 -”, 한국노동
연구원(2019. 3), pp. 24-39 참조.

8 WTO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bey5_e.htm, 2021. 2. 24 최종확인) 참조.

9 상동.

10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3 December 1996 (WT/MIN(96)/DEC), para. 4. (“We renew our 
commitment to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the competent body to set and deal with these standards, and we affirm our support for 
its work in promoting them. We believe that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fostered by increased trade 
and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se standards. We reject the use of labour 
standards for protectionist purposes, and agree tha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countries, particularly 
low-wage developing countries, must in no way be put into question. In this regard, we note that the WTO 
and ILO Secretariats will continue their existing collaboration.”)

11 상동.

12 WTO 웹사이트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99_e/english/about_e/18lab_e.htm, 2021. 
2. 24 최종확인) 참조. 

13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para. 8 (“We reaffirm our 
declaration made at the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regar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We take note of work under way 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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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양자

간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을 통한 노동규범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평가되

고 있다.14 

Ⅲ. 무역영향성 요건의 검토

1. 무역영향성 요건의 기능 및 검토의 

필요성

FTA 차원에서 노동규범이 포함되기 시작

한 것 역시 최근의 일은 아니다. WTO를 비

롯한 다자체제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주도로 NAFTA 협정에

서 지역무역협정 최초의 구속력 있는 노동조

항이 포함되었고, 특히 미국, EU 등을 포함

하는 G7 국가들의 주도로 FTA에 노동조항

을 포함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15 

최근에는 CPTPP와 같이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수국간 FTA에도 노동규

범이 포함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EU-중국

간 투자협정에서 보듯이, 주요국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시에도 노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16

FTA는 WTO 협정과 같은 다자간의 규범

에 비하여 제한된 수의 당사국들이 개별적으

로 합의한 것이므로, 모든 FTA를 포괄하는 

일반론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CPTPP, USMCA 등 노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FTA들은 공통적으로 무역영향성

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당사국들이 이러한 규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정확한 배경은 협상 당시의 

기록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나, 무역영향

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적으로 무역규범

의 일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 문제를 

무역협정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국가가 국내적으로 

노동법을 집행하는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

되는 노동기준을 준수하는지의 문제는 전통

적인 관세조치나 수출입 제한조치 등과 달리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노동조항에서 무역영

향성을 요구함으로써 노동규범과 무역협정

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FTA에서 규율할 수 있

는 의무의 범위가 무역영향성 요건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LO 차원의 국제노동규범이 법적 강제의 수

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

1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bor provisions in G7 trade agreements: a comparative perspective” (2019), 
pp. 12-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abor Enforcement Issues in U.S. FTA” (updated August 23, 2019), 
p. 1.

15 ILO에 따르면, 2019년 중반을 기준으로 85개의 지역간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 EU가 당사국인 협정의 경우 상당한 비율로 노동조항을 두고 있다. 상세 내용은 위 각주 14의 “Labor 
provisions in G7 trade agreements: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15-18 참조.

16 EU와 중국간 투자협정상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2021. 1. 24자 주벨기에 대사관 작성 정책자료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7566/view.do?seq=1335408&srchFr=&amp%3BsrchTo=&amp%3Bsrc
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
mpany_cd=&amp%3Bcompany_nm=&page=1, 2021. 2. 23 최종확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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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TA의 노동조항은 드물게 실효성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적인 수단이

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노동조항

에 무역영향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무역관

계와 무관한 일반적인 노동규범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인

바, FTA 당사국들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

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FTA 차

원에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에 합의한 다수

의 국가들이 ILO에서 핵심협약 가입을 통해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17 

이렇게 보면, FTA 당사국들은 엄격하게 무

역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과 관

련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무역영향성은 당사국간 합의의 범위를 나타

내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

해보면, 무역영향성은 제소국이 승소하기 위

해 성공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요건으로 기능한다.18 특히 무역영향성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례가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적

으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래

에서 보는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에서는, 

피소국 과테말라가 국내적으로 노동법 집행

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테말

라측 조치가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에 실패한 것이 

제소국의 주요 패소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분쟁에 

있어 무역영향성 요건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

을 가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USMCA가 체결됨에 따라 멕

시코를 상대로 하는 무역분쟁을 제기하려는 

의사를 피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드시 미-과테말라간 분

쟁처럼 패널 절차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협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

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그간 국내적으로 약 20건의 신청(peti-

tion)이 제기되어 미 노동부가 이에 대해 검

토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관련하여 상대국

과의 합의(ministerial or informal agree-

ment)를 체결하였다.19 캐나다와 멕시코 역

시 미국에 대해서 NAFTA의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다수 제기하였다.20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체

결 FTA 중 노동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관련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향후 협정의 해석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 대

비하여 무역영향성 요건의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요 FTA에서 노동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만큼, 분쟁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향후 협상 기회에 대비

17 예를 들어 FTA 노동조항의 강력한 집행을 지지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ILO 핵심협약 8개 중 2개만을 비준하였다. ILO 
웹사이트(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15565381678364::::P10011_DISPLAY_BY:2, 
2021. 2. 25. 최종확인) 참조.

18 다만 이하에서 보듯이 USMCA는 예외적으로 무역영향성이 추정된다고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피소국에게 전환하였다.

1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abor Enforcement Issues in U.S. FTA” (updated August 23, 2019), pp. 1-2. 

2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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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상 무역영향성 

요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FTA의 상

당수가 노동챕터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

를 협정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과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거나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21 

먼저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살펴보면,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22 및 역진 금지,23 노

동법의 적용 및 집행24에 관한 조항에서 협

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

vestment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영향

성을 관련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실체

적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거의 유사한 문구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체결 FTA에서도 발견된다. 한-중미,25 한

-호주,26 한-뉴질랜드,27 한-콜롬비아28 및 

21 아래에서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한글본을 정본 중 하나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래에서 분석할 CAFTA-DR 및 
USMCA 등 다른 협정과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협정 영문본의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소개한다.

22 Article 19.2.1.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in its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the following right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1998) (ILO Declaration): .... 
Footnote 2 to Article 19.2.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Article 19.2.1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adopt or maintain a statute, regulation, or practic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3 Article 19.2.2.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statute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a fundamental right set out in that 
paragraph.

24 Article 19.3.1.(a).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including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2.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5 Article 16.2.3. The Parties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their labor laws, including those they adopt or 
maintai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ent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6.2.4.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and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26 Article 17.3. Neither Party shall fail to enforce its labou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b) those adopted to implement ILO instruments that it has 
ratified,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7.4.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it does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bour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adherence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s an encouragement 
for trade with the other Party, or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27 Article 15.2.3. The Parties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their labour laws, including those they adopt or 
maintai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ent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
Article 15.2.4. Neither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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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29 FTA 등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서

는 노동법의 집행 및 역진 금지에 관한 조항 

등과 관련하여 한-미 FTA와 동일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페루 FTA에서도 거의 동

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substantially)”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

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

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30 

반면, 한-EU FTA는 한-미 FTA 유형과 

달리 협정상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한 실

체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조치가 노동챕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선결적인 요

건으로서 무역영향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동 협정 제13.2.1조에서는 달리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

가 노동 또는 환경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

을 주는 조치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31 

한편,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앞서 살

핀 한-미 또는 한-EU FTA와는 다소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노동권 보

장 및 역진 금지, 노동법의 집행 조항과 관

련하여,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협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

을 제소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32 

즉, 한-캐나다 FTA에서는 협정 위반의 성립 

from, its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paragraph 1,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1.

28 Article 16.7.2. Despite each Party’s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its own labor legislation and national priorities, 
and to establish, manage, and enforce its own labor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29 Article 13.7.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environmental and labou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3.7.2. A Party shall not weaken or reduce the environmental or labour protections afforded in its laws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aiving or otherwise derogating from, or offering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30 Article 18.2.1.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ose it adopts 
or maintai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substantially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8.2.2. The Parties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eir laws or regulations implementing Article 18.1, in a manner substantially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31 Article 13.2.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ies 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13.1.1 and 13.1.2. 

32 Article 18.2 (“Affirming full respect for each Party’s Constitution and labour law and recognis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abour standards in its territory,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labour law, and 
set its priorities in the execution of its labour policies,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ollowing internationally recognised labour rights ....”) 
및 footnote 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nsure its labour law embodies and provides protection for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ly-recognised labour right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rticle 18.3. A Party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that Party’s labour law implementing Article 18.2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set out in that Article.
Article 18.4 (“1. Each Party shall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ppropriate government action ....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give due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Par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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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입증책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

다. 또한, 동 협정 제18.14조의 각주4에서는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에 관련된 실질을 가

진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상 검토패널(re-

view panel)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하고 있다.33

이상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

라가 체결한 FTA 중 다수는 한-미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역영향성 개념을 포섭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역영향성이 명

시된 협정상의 특정한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수

의 FTA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체결한 CAFTA-DR, USMCA 등의 

FTA와,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였던 CPTPP

(구 TPP) 등의 메가 FTA에도 동일한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34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노

동조항에 기초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요

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체결 FTA에 대

한 추가 협상이나 신규 FTA 협상에 대비하

더라도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구가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숙고할 필요

가 있다. 

위와 동일한 문구가 CAFTA-DR 하 미-

과테말라 간에 발생한 최초의 FTA 노동분쟁

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해석된 바 있으므

로, 이하에서는 우선 해당 패널 판정의 내용

을 살핀다. 또한, 최근 체결된 USMCA에서 

무역영향성에 관하여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서 협정 본문에 그 판단 기준을 명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3. 무역영향성 요건의 해석

가. CAFTA-DR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

미-과테말라 노동분쟁은, 미국이 2011. 

8. 과테말라에 대하여 CAFTA-DR상의 노동

법 집행 의무 위반을 근거로 동 협정상 패널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본격화되어 2017. 6. 

최종 패널 판정이 공개되었다.35

위 분쟁에서 문제되었던 CAFTA-DR 제

16.2.1(a)조에서는, 앞서 본 한-미 FTA에서

domestic law, to a request by an employer, employee or their representatives, or another interested person, 
for an investigation of an alleged violation of the Party’s labour law.”) 및 footnote 2 (“To establish a violation 
under this Article, a Party must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ur 
law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tter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and that the matter of dispute is covered by mutually-recognised labour law.”)  

33 Footnote 4 to Article 18.14. A Party should resort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is Article only in cases with 
merit that are related to trade or investment.  

34 CAFTA-DR Article 16.2.1(a), USMCA footnote 4 to Article 23.3, Articles 23.4, 23.5.1, 23.7, CPTPP footnote 4 
to Article 19.3, Articles 19.4, 19.5.1 등 참조.

35 USTR 웹사이트
(https://ustr.gov/issue-areas/labor/bilateral-and-regional-trade-agreements/guatemala-submission-under-caf
ta-dr, 2021. 2. 22 최종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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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게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

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36 미국은 과테말라가 자국 내에서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위 조항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

을 제기하였는데, 양 당사국은 과테말라의 

관련 조치가 위 제16.2.1(a)조에서 말하는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방

을 벌였다. 

미국은 위 문구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협정 당사국간 경쟁의 조

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포함하여 국경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

다.37 또한 미국은, 협정상 의무 위반이 무역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학적인 

분석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입

증책임을 완화하려 하였다.38 반면 과테말라

는 위 문구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사

국의 조치와 무역 효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며, 제16.2.1(a)조는 해당 조치가 당

사국간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박하였

다.39

이에 대하여 패널은 무역영향성에 대한 판

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과테말라측 조치가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

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패널은 제16.2.1(a)조에서 무역에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

에서의 경쟁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com-

petitive advantag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40 이를 가격이나 물량 등의 무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만 좁게 해석해서

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41 

36 Article 16.2.1(a).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7 Panel Report,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June 14, 2017) (이하 사건명 생략), para. 155 (“In light of all this, the United States submits that ‘in 
a manner affecting trade’ means ‘that has a bearing on, influences or changes cross-border economic activity, 
including by influencing conditions of competition within and among CAFTA-DR Parties.’”)

38 Panel Report, para. 156 (“The United States also contends that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effects on trade 
of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is not required by the text, context or object and purpose of the 
CAFTA-DR.”).

39 Panel Report, para. 157 (“... Guatemala submits that therefore there must be a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between a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and a trade effect, and that Article 16.2.1(a) requires an ‘unambiguous 
showing that the challenged conduct has an effect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40 Panel Report, para. 175 (“Treating a failure to enforce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that confers some competitive advantage in trade as ‘affecting trad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6.2.1(a) is 
thus consistent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 ‘affecting’ in the context of the Article, a coherent account 
of how Article 16.2.1(a) serves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and the focus of the Agreement’s objectives 
and obligations on trade.”)

41 Panel Report, para. 176 (“By contrast, for reasons elaborated below, limiting the ambit of Article 16.2.1(a) to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that produced effects on prices or quantities sold in international trade 
would exclude certain failures to enforce in a way that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objectives. 
Further, it would often make proof of trade effects practically impossible. Such outcomes would be in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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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널은 관련 조치가 경쟁관계에서 사

용자를 유리하게 한다는 점을 제소국이 입증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42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

다.43 먼저 패널은, 모든 노동법 집행의 실패 

사례가 경쟁상 우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

며, 예컨대 무역 효과가 지나치게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국지적인 경우, 또는 그 효과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경쟁에서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44 또한 패널은, 협정상 의무 위반의 가

능한 결과(“likely consequences”) 등을 바

탕으로 경쟁상 우위를 추론할 수 있다는 취

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며,45 동 분쟁에서 

경쟁상 우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비용 기타 

무역 효과를 정확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는 않았다고도 하였다.46 

이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패널은 과테말라

측 조치가 사용자에게 경쟁상 우위를 발생시

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47

나. USMCA의 규정 사례

위 패널 판정 이후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

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라는 

문구에 대하여 다른 국제분쟁에서 판정이 이

루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48 

다만, 이후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USMCA 

에서는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협정 중 가장 

with the specific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6.1, the resolution in the Preamble to protect basic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and the Agreement objective in Article 1.2.1(c) to “promote fair conditions 
of competition.”)

42 Panel Report, para. 191 (“We turn now to the question of what must be shown by a complaining Party to establish 
that such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confers a competitive advantage on a participant or participants in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thus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43 Panel Report, para. 192 (“Whether any given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affects conditions of 
competition by creating a competitive advantage is a question of fact. We return to the question of how a 
complaining Party may prove such advantage in the context of considering the particular facts of this case in 
Part IV below. For now we confine ourselves to the following observations that bear on our analysis of the 
evidence in the record of this proceeding.”)

44 Panel Report, para. 193 (“First, a competitive advantage does not necessarily result from every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While we ordinarily would expect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to 
have some effect on employer costs, such effects may in some cases be too brief, too localized or too small 
to confer a competitive advantage. A failure to enforce labor laws, even when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may, for example, affect only a small number of worker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us may not be sufficient to confer a competitive advantage to an employer or employers engaged 
in trade.”)

45 Panel Report, para. 194 (“Second, in considering the evidence in the record of this proceeding, we determined 
that proof of competitive advantage did not require evidence drawn from employer records. We considered that 
for a given set of facts, competitive advantage may be inferred on the basis of likely consequences of a failure 
or of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or other aspects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46 Panel Report, para. 195 (“Third, on the record before us, proving competitive advantage did not require proof 
of cost or other effects with any particular degree of precision. We considered that we need only determine 
that a competitive advantage has accrued to a relevant employer to find that there is an effect on conditions 
of competition. We did not need to determine the precise extent of that advantage.”)

47 Panel Report, p. 71 이하 참조.

48 지난 2021. 1. 한-EU FTA 노동챕터와 관련하여 EU측이 제기한 분쟁에 대한 패널 판정이 제출되었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EU FTA는 무역영향성에 대한 규정 방식이 한-미 FTA와 다르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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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노동규범을 규정하면서,49 특히 무역

영향성의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최초로 협

정 본문에 명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미국은 

앞서 본 미-과테말라간 노동분쟁에서 무역영

향성과 관련하여 패소하였으므로, 무역영향

성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USMCA

에서는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50 역진 금

지,51 노동법 집행52 및 노동권 행사에 대한 

폭력행위의 처리53 등 여러 의무에 대한 위

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조치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당

사국의 조치가 (i) 당사국간에 교역이 이루어

지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공

급하는 자 또는 산업, 또는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당사국 영역 내에 투자를 가지고 있

는 자 또는 산업에 관한 것이거나(“a per-

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raded between 

the Parties or has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또는 (ii)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

비스를 공급하는 자 또는 산업에 관한 것인 

경우(“a person or industry that pro-

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hat compet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a good or a service of an-

other Party”)에 무역영향성이 인정된다.54

49 USTR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가운데 USMCA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포괄적인 노동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USTR, USMCA Factsheet: Labor 참조(“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have agreed to a labor 
chapter in the USMCA that includes the strongest, most advanced, and most comprehensive set of labor 
obligations of any U.S. trade agreement.”) 

50 Article 23.3.1.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in its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the following rights, as stated in the ILO Declaration on Rights at Work .... 
2. Each Party shall adopt and maintain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practices thereunder, governing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with respect to minimum wages, hours of work,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51 Article 23.4.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protections afforded in each Party’s labor laws. Accordingly, no Party shall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statutes or regulations: 
(a) implementing Article 23.3.1 (Labor Rights),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a right 
set out in that paragraph; or (b) implementing Article 23.3.1 or Article 23.3.2 (Labor Rights), if the waiver or 
derogation would weaken or reduce adherence to a right set out in Article 23.3.1 (Labor Rights), or to a condition 
of work referred to in Article 23.3.2 (Labor Rights), in a special trade or customs area, such as an export 
processing zone or foreign trade zone, in the Party’s territory;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52 Article 23.5.1. No Party shall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53 Article 23.7. The Parties recognize that workers and labor organizations must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23.3 (Labor Rights) in a climate that is free from violence, threats, and intimidation, and the 
imperative of governments to effectively address incidents of violence, threats, and intimidation against workers. 
Accordingly, no Party shall fail to address cases of violence or threats of violence against workers, directly related 
to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the rights set out in Article 23.3 (Labor Right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54 Footnote 4 to Article 23.3.1 (“To establish a violation of an obligation under paragraphs 1 or 2, a Party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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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과테말라 분쟁에서 패널이 제시

한 판단 기준과 달리, 사실상 당사국 간에 

교역관계나 경쟁관계만 존재하면 관련 조치

가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해

된다. 

나아가, 동 협정은 분쟁해결의 목적상 패

널은 피소국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협

정상 의무 위반이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을 추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입증책임

을 피소국에게로 전환시키고 있다.55 일반적

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제분쟁에서도 확

립된 원칙이며,56 국제협정상 협정 본문에서 

직접 특정 요건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USMCA의 규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위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분쟁에서 무역

영향성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

점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

과테말라 패널 판정이 협정 문언상 불가피한 

해석이었다 하더라도 (무역영향성 요건으로 

인해 결국 노동법 집행의 실패를 규율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의(social justice)를 실현함에 있어 FTA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

다.57 

무역영향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점은 

아직 축적된 해석례에 따른 판단 기준이 없

다는 점과, 실제 분쟁에서 제소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판단의 기준

우선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보면, 미-과테

말라 패널이 “경쟁상 우위(competitive ad-

vantage)”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

나, 구체적인 평가시의 고려 요소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패널은 미국의 주장과 마찬가

지로 반드시 가격이나 물량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무역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과테말라측 조

demonstrate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adopt or maintain a statute, regulation, or practic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For greater certainty, a fail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if it involves: (i) a per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raded between the Parties or has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at has failed to comply 
with this obligation; or (ii) a person or industry that produces a good or supplies a service that compet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ith a good or a service of another Party.”) Footnote 8 to Article 23.4, Footnote 11 to 
Article 23.5 및 footnote 13 to Article 23.7도 같은 취지.

55 Footnote 5 to Article 23.3.1 (“For purposes of dispute settlement, a panel shall presume that a fail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unless the responding Party demonstrates 
otherwise.”) Footnote 9 to Article 23.4, Footnote 12 to Article 23.5 및 Footnote 14 to Article 23.7도 동일.

56 Appellate Body Report, US – Wool Shirts and Blouses, p. 14 (“... it is a generally-accepted canon of evidence 
in civil law, common law and, in fact, most jurisdictions, that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party, whether 
complaining or defending, who asserts the affirmative of a particular claim or defence. If that party adduces 
evidence sufficient to raise a presumption that what is claimed is true, the burden then shifts to the other party, 
who will fail unless it adduces sufficient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57 Philip Paiement, “Leveraging Trade Agreements for Labor Law Enforcement: Drawing Lessons from the US- 
Guatemala CAFTA Dispute”,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9, p.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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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측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이처럼 무역영향성을 입증하

기 위해 경제적·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역 효과를 입

증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패널은 

노동법 집행의 실패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 또는 다른 전반적 사실관계를 통

해 경쟁상 우위를 추론할 수 있다(“com-

petitive advantage may be inferred on 

the basis of likely consequences of a 

failure or of failures to effectively en-

force labor laws, or other aspects of 

the totality of circumstance”)고 하였는

데, 여기에서 말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likely consequences)”가 무엇인지,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곧 실증

적인 입증 없이 정황증거 또는 경험칙만으로

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의 의문은 여

전히 남는다.

한편 USMCA의 규정은 위와 같은 패널 

판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동 분쟁에서 

미국이 제출한 주장에 기초하면서도 한층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동 분쟁에

서 “affecting trade”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관련 조치가 경쟁관계에 영향

을 준다면 반드시 식별할 수 있는 무역 효과

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

고,58 제소국이 사용자측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무역 효

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59 USMCA 노동챕터에서 교역관계

나 경쟁관계의 존재만으로 무역영향성을 곧

바로 인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존재가 추

정되도록 한 것은 미-과테말라 패널 절차에

서 미국이 제출한 이같은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위 규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입증책임

을 피소국에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affecting trade”라는 문구에서 

핵심적인 “affecting”의 의미가 간단하게 추

정되어 제소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례로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제1.1조에서는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

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

ice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USMCA의 무역영향성 요건과 규정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affecting trade”라는 GATS 제1.1조의 문

구를 해석하면서 (i) GATS 제1.2조 소정의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이 존재하

는지, 그리고 (ii) 해당 조치가 그러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지(affects)” 두 가지 

58 Panel Report, para. 161 (“The United States further pointed out that where in such cases a measure affects 
conditions of competition it does not matter that the measure has not resulted in observable trade effects.”)

59 Panel Report, para. 161 (“Finally, the United States contended that demonstrating actual trade effects is not 
reasonable or feasible in the context of labor disputes under the CAFTA-DR. It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have access to the internal books and records of Guatemalan companies, and that therefore, in its view, even 
if it were possible to identify a reduction in the price of a good it would be impossible to show that it was 
due to a failure to enforce Guatemala’s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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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60 또한, 동

조에서 무역영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61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역관계나 경쟁관계의 존재만으

로 무역영향성을 추정하는 USMCA의 규정

은 “affecting”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의미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보인다.

(2) 입증의 책임

이 같은 판단 기준의 문제 외에도, 입증에 

관한 문제 역시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과테말라 

패널은 무역영향성과 관련하여 실증적인 무

역 효과의 입증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었고,62 따라서 입증의 정도 역시 아주 엄격

하게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63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영향성을 입증하는 데

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노동규범의 성격에

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대다수 FTA 노동

조항을 살펴보면 무역영향성을 요구하는 의

무 중에는 그 위반으로 인한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노동법의 국내적 집행에 실패한 경우, 해

당 노동법이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곧 사용자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서 그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무역 효

과가 비교적 용이하게 추적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

과를 뚜렷하게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6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utos, para. 155(“[W]e believe that at least two key legal issu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a measure is one ‘affecting trade in services’: first, whether there is 'trade 
in services' in the sense of Article I:2; and, second, whether the measure in issue ‘affects’ such trade in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I:1.”)

61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Autos, paras. 164-166 (“... [T]he Panel … never examined whether or how 
the import duty exemption affects wholesale trade service suppliers in their capacity as service suppliers. Rather, 
the Panel simply stated: ‘Like the measures at issue in the EC – Bananas III case, the import duty exemption 
granted only to manufacturer beneficiaries bears upon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supply of distribution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it directly governs or indirectly affects the supply of such services. (emphasis 
added)’ We do not consider this statement of the Panel to be a sufficient basis for a legal finding that the 
import duty exemption ‘affects’ 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s as services, or wholesale trade 
service suppliers in their capacity as service suppliers. ... It also failed to articulate what it understood Article 
I:1 to require by the use of the term ‘affecting’. Having interpreted Article I:1, the Panel should then have 
examined all the relevant facts, including who supplies wholesale trade services of motor vehicles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Canada, and how such services are supplied. It is not enough to make assumptions. 
Finally, the Panel should have applied its interpretation of ‘affecting trade in services’ to the facts it should have 
found.”)

62 Panel Report, paras. 177-179 (“A failure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will not necessarily result in lower 
prices or altered trade flows. ... Excluding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from the scope of Article 16.2.1(a) simply 
because such failures do not directly and obviously result in changes in the volume or price of traded goods 
would be to ignore important ways in which failures to effectively enforce labor laws may b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 A  requirement of proof of trade flow distortions would have similar consequences. ...”)

63 위 각주 48의 Panel Report, para.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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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무역영향성을 

판단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정성적인 차원

에서의 입증 역시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

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려 요소를 통해서 어

느 정도의 영향성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기준

이 더욱 모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무역영향성이라는 요건의 성

격상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

다. 미-과테말라 분쟁에서 미국이 주장한 바

와 같이, 무역영향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한 자료의 상당수를 사용자측이 보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

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한 사용자측의 비

용 절감이나 유무형의 이익과 같이 경쟁상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은 상당수가 

그 성격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할 것이다. 미

-과테말라 분쟁의 패널은 사용자로부터만 얻

을 수 있는 정보는 불필요하고, 다른 증거들

을 통해 무역영향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취

지로 판단하였으나, 다른 분쟁에서도 제한된 

공개정보만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지, 

그리고 제소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판

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

후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무역영향성에 대한 

판단 사례가 축적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

나, 이는 단기간 내에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령 분쟁을 통한 판단 

사례가 축적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선례구

속의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서로 

다른 당사국간에 체결한 FTA에서 다른 FTA

의 해석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분쟁 중 다수가 

USMCA에 기반한 분쟁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앞서 살핀 USMCA 노동규정의 특수성으

로 인해 관련 분쟁에서의 해석 사례를 다른 

FTA의 해석을 위해 참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분쟁 발생 전 당사국간에 미리 

협정에 무역영향성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 기

준이나 고려 요소를 명시해두는 방안도 고려

해봄직하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투자챕터

를 포함한 투자협정에는 내국민대우 등 비차

별의무와 관련하여 “동종상황(like circum-

stances)”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그 해석이 분쟁의 쟁점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 한-미 FTA에서는 문제

된 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한 

대우인지를 동종상황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

로 명시하였다.64 앞서 살핀 USMCA의 노동

챕터 역시 대표적으로 협정문에 법적 요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해둔 사례이다.

또한, 구체적인 관련 행위 유형을 예시해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를 규율하는 WTO 

TRIMS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 의무 등 비

차별의무를 협정 본문에 규정하면서 부속서

64 한-미 FTA 개정의정서, 문단 4.가. 제11.3조에서, 그 조의 제목 “내국민 대우” 뒤에 다음의 각주를 삽입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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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비차별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65 또한 한-미 FTA 

투자챕터의 부속서에서는 수용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 내지 핵심적인 판

단 기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예시적인 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66 이와 

같이 당사국이 사전에 무역영향성이 있는 조

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해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당사국간 견해의 차이를 사전에 조율함으

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협정을 운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입증 문제와 관련하

여 분쟁해결절차 내에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

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상대

방 국가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협정상 

의무 위반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부정

적 영향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67 이는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다수가 제소국이 공개적인 출처를 

통해 구하기 어려운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절

차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동분쟁에서 

무역영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자료 

역시 성격상 제소국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의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개시(discov-

ery) 절차나 패널의 증거수집 권한을 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WTO 보조금협정의 

Annex V 절차와 같은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거나 FTA 모범중재규칙 등과 같은 형태로 

향후 증거수집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

의 절차모델을 합의해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분쟁이 개시된 이후 당사국간

에 절차규칙에 합의하면서 증거수집 절차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절차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현

실적인 한계가 있어보인다.

Ⅳ.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주요 FTA상 노동조항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보았다. 특히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FTA에 포함된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 및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 간에 FTA 

노동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

생한 사례가 많지 않은 탓에, 무역영향성 요

건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실무적 중요성에 

비해 많은 해석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규범은 오래 전부터 

통상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국제통상 분야의 일부로 포섭되지

65 TRIMS 협정의 Annex (Illustrative List) 참조.

66 한-미 FTA 부속서 11-나 참조.

67 WTO 보조금협정의 Annex 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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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였으므로, 국제통상 규범에 있어 가

장 풍부하고 권위 있는 해석례를 제시하고 

있는 WTO 규범을 참고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노동조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FTA에 포

함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아직 관

련 법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노동

규범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등

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노동조

항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국내적인 제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국이나 EU

가 체결한 FTA를 포함하여 추후 다른 FTA

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논의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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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requirement 
of “affecting trade” in labour 
provisions of FTA Hye Soo Kim

Lee & Ko
(hyesoo.kim@leeko.com)

The decades-long effort to incorporate labour issues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has failed to 

result in a tangible outcome in multilateral level including the WTO. Despite this failure, the 

labour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a number of major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USMCA, CPTPP and the recent EU - China investment agreement. 

A growing trend of labour dispute following the U.S. – Guatemala case also reflects this 

importance.

Addressing labour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requires a linkage between the 

two areas. In this respect, most FTAs containing labour chapter include a requirement that 

trad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affected by the labour measure at issue in 

some way.

Even though the specific expression of this requirement may differ among agreements, it is 

often found that labour measures c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nly if they are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Similar expressions can be found in most 

of Korea’s FTAs, USMCA and CPTPP.

As stated above, this requirement serves as a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Also, it 

limits the boundary of the parties’ obligation within trade agreement, and therefore, 

constitutes a legal requirement to find inconsistency with the agreement.

Despite its important role, the meaning of “affecting trad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to 

date. Even though it was first examined in the U.S. - Guatemala dispute and later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USMCA, there are still unresolved issues. For example, there is 

no common criterion to find whether a measure is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While the panel in the U.S. - Guatemala dispute set out a test that the alleged 

violation should cause “competitive advantage”, USMCA only requires the existence of trade 

or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excludes the core of the panel’s test. Other practical issu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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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remain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difficulty of 

gathering relevant information and proving that a measure is actually imposed in a manner 

affecting trade. 

Given the growing reliance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labour issues, jurisprudence 

in this area would be expected to accumulate in the future. To improve and clarify the labour 

provisions, parties to the FTAs may seek an agreed interpretation or a legal test of the 

“affecting trade” requirement. A procedure for document collection such as Annex V in the 

WTO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Agreement may also be considered.

Keywords : FTA, labour, affecting trade, labour and trade, labour disp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