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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이래 시장접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자유무역
협정(FTA)의 주된 규율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
교역적 사안에 주목하는 FTA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이
다.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자신이 체결하는 FTA에 TSD 챕터를
두어 환경·노동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
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
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
였다. 유럽연합이 자신이 체결한 TSD 챕터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
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21년 1월 25일에 전문가패널 보고서
가 공개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
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ㆍ개정ㆍ이행 시 환경·노동 규범과 관련하
여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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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을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우리가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주목하였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와 그 발전 추이를 확인하였다. FTA 환경
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FTA 환
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FTA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
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NAAE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 협
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
(CEC)를 신설하여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가 체결하는 FTA 환경규범의 특징은 세 가
지이다. 첫째, 한·EU FTA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에 TSD 챕
터가 포함되었다. 둘째, TSD 챕터는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국가간 협의,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셋째,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는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
를 규정하며, TSD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
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
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이행부과금, 양허정지 등)를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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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조
항, 환경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께 FTA와 노동규범의 연계에 대한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
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FTA 노동규
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며, NAFTA와 연계되어 체결된 북미노동협
력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에 발효
한 EU·이스라엘 제휴협정에 노동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이래, 2008년에 체결된
EU·CARIFORUM EPA에 포괄적인 수준의 노동규범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2010년에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되어 (ⅰ) ILO 핵심협약
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의무 (ⅱ)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ⅲ) TSD 위원회 (ⅳ) 국내자문단(DAG) (ⅴ)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ⅵ) 정부
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후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FTA의 TSD 챕터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
다. 미국, 유럽연합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에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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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
태이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내에 비무역 이슈가 확대
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FTA에서 비무역 이슈 연
계 강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ⅰ)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이론적
으로 보면 기존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
로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FTA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
정을 통해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
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FTA를 통한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
의 교역 증대 효과가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규범
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였으며 노동규범
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FTA 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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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수준의 강화 가능성 (ⅱ) FTA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
가능성 (ⅲ) FTA를 통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였
으며, 그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FTA 환경·노동 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하
여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
합은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인 태도를 벗어나 협
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
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SD 챕터의 집행가능
성 제고 방안으로 (ⅰ) 1969년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라 FTA를 시행정
지 또는 종료하는 안 (ⅱ) 무역장벽규정(TBR)을 개정하여 환경·노동의무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안 (ⅲ) 유럽연합의 GSP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안 (ⅳ)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제도와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을 활용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EU FTA 노

동분쟁 전문가패널과 결부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
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
업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하였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 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 의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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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다자환
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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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 실패
이후 다자통상체제의 기능 저하 속에서 국제통상질서를 선도하고 있던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지역별 무역관계 중심의 FTA 통상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실효적이며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다자협상보
다는 양자협상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국제적 공
급망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국제무역의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국가들
은 글로벌 생산망에서 자국 기업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자
국 산업의 이익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FTA 체결을 통해 관세철폐, 무역
장벽 완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자적으로 비차별원칙을 규정한 WTO
와는 달리, FTA는 당사국 양자간의 상호 호혜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FTA 비당
사국은 그러한 무역특혜에서 배제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교역상대국들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려는 노력
이 뒤따랐고, 최근 들어서는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차원의 FTA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FTA의 양적 팽창과 함께 동 협정이 다루는 사안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
다. 특히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무역에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非)무
역적 사안을 규율하는 FTA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노동 문제를 FTA에
연계한 최초의 무역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사이에 1992년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으로, 당
사국간 협력 촉진,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법 이행, 의무불이행에 대한 집행 메
커니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럽연합도 FTA를 통해 환경·노동 보
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2011년 잠정발효, 2015년

1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전체발효가 이루어진 한·EU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은 FTA에 “무역과 지
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를 두어 환경·
노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환경·노동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나 기존 국제협정의 이행을 재확
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체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FTA 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의 경우 환경·노동 조항의 구조와 내용,
문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는 FTA 협상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기
는 하나, 대체로 유럽연합이 최근에 체결하는 FTA일수록 특히 환경의무와 관
련하여 한층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국가간 협력, 대중 참여, 분쟁해
결 및 집행 메커니즘, 환경 상품·서비스에 관한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FTA를 통한 노동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구성원으로 친노동 성향의 관료가 USTR의 핵
심요직 등에 다수 포함되었다. 미국 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또한 NAFTA
개정협상을 거쳐 2020년 7월 1일에 최종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서는 환경·노동 의

무 범위와 수준이 NAFTA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환경·노동 의무의 이행을 보
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이 새로 도입되었다. 특히 미국은 노동
규범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의 보호와 고용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를 의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제3장 참고), 환경·노동 규범 강화 배경의 이면을 살펴보
고 그러한 규범 강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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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TA의 확산과 FTA 환경규범의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 Brandi et al.(2020),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0).

그림 1-2. FTA의 확산과 FTA 노동규범의 발생 추이
(단위: 건, %)

주: 1) “FTA 내 노동조항 포함”은 무역협정 내에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노동조항을 포함한 경우임.
2) 막대그래프(좌축)는 매년 신규로 체결된 FTA 중 노동조항을 포함한 FTA와 노동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FTA의 건수를
의미하며, 선그래프(우축)는 매년 신규로 체결된 FTA 중 노동조항을 포함한 FTA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Raess and Sari(2018), p.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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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일례로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위반행위로 인

해 미 국가해양수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건을 계기로,
미국은 2019년 9월 19일에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에 근거하여 한국에 환
경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1) 미국은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에 행정벌
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IUU 어업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
다.2) 이에 우리나라는 동법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개정안은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 가결, 11월 19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26일에 최종 공포되었다.
또 다른 예로,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직장 내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과 관련된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3)를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FTA TSD 챕터상
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4) 이후 2019년 3월까지
90일간5) 양자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
1) USTR(2019), “USTR to Request First-Ever Environment Consultations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in Effort to Combat Illegal Fishing,” Press Releas(September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5).
2) 해양수산부(2019),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보도자료(9월 20일),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6. 20).
3) 한국은 지금까지 제100호(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51),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58), 제138호(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999) 등 4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한 반면,
제29호(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30),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8),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 제105호(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
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단 제29호, 제87호, 제98호 등 3건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
되어 2022년 4월 20일 발효 예정). ILO, “Ratification for Republic of Korea”; ILO, “Up-to-date
Conventions and Protocols not ratified by Republic of Korea”(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10. 20).
4) European Commission(2018. 12. 17), “EU Steps up Engagement with Republic of Korea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1).
5) 한·EU FTA 제13.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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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분쟁해
결제도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 2020년
11월 말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6) 최종적으로는 2021년
1월 25일에 동 보고서7)가 발표되었다.8)
이처럼 FTA 환경·노동 규범은 우리나라에도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
할 가능성이 높다. 타방당사국이 FTA 환경·노동 규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FTA 재협상을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정·재협상 없
이도 FTA의 현행 규범 틀 내에서 환경·노동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노동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경·노동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FTA 신규체결·개정·이행 시 환
경·노동 규범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신의 FTA 환경·노동 규범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그
간 체결한 FTA 환경·노동·TSD 챕터를 돌아보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
6) KBS(202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제사회 강한 요구…노조법 개정 더 못 미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7).
7) Murray, de Chazournes, and Lee(2021. 1. 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6).
8) 고용노동부(2021. 1. 26),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1. 26). 본 연구보고서 출판 시의 시의성과 적시성을 위해 편집시점인 2021년 1월 말
의 상황을 추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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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노동 분쟁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우리가 FTA를 통
해 기수용한 환경·기준 의무의 ‘이행’ 측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항에 주목하
고자 한다.
상기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규범적 특징이 있는 FTA를 선별하여 환
경·노동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 분쟁사례를 검토한다. 연구
전반에 걸쳐 주된 분석 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으로 하였으며, 각 장의 분석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FTA가 있는 경우 추가로 검
토한다.9) 특히 USMCA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미국의 가장 최근 입장
을 보여 주는 협정이므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요 FTA에서 환경·노동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하는지에 대해 주요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비교법
적으로 살피고, 그러한 규율 방식의 차이가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한다. 비무역적 통상 현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발현된 조항의 내용을 분석
하는 것만큼이나 해당 조항의 환경·노동 규범 강화 배경의 이면을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분석 과정에서 각 FTA의 협상
연혁 및 환경·노동 기준이 포함되게 된 배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으며
FTA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야기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 전문가패널 건, 유럽연합이 도입을 검
토 중인 탄소국경조정 논의 등 우리나라에 중요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
로 통상법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9)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2020년 11월 15일에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경우 환경·노동 챕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제17장(일반
예외)에서 다자환경협정 1건, 즉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17.10조). 본 연구는 FTA 환경·노동 규범의 발전 추이와 전망을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하므로, RCEP
은 연구범위에서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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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네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FTA
환경규범)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동향과 FTA 환경 챕터의 주

요 구성요소 및 그 변화·발전 추이를 확인하고,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을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FTA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FTA 환경규범의 특
징은 NAFTA 전후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으며, 유럽연합 FTA의 경우 2010년에
체결한 한·EU FTA 이래 거의 일관된 내용이 반영되어 왔으므로 연대기별 구
분 없이 TSD 챕터, 대화·협력 메커니즘, TSD 챕터에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
제도 등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FTA의 경우 한·칠레
FTA(2004)부터 한·영 FTA(2020)까지 총 17개 기발효 FTA를 대상으로 환경
챕터의 주요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으로
서 CPTPP 제20장,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분석하였으며, 각 협정의 규범적 특성과 함께 환경·노동 규범 강화가 논의되는
정치·경제적 배경을 협상 배경·연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USMCA
의 경우 제1차 서명이 완료된 이후에 미 하원의 요구로 서명본에 대한 추가 개
정이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대폭 추가·강화되
었다. 개정의정서를 통해 USMCA에 추가 반영된 (ⅰ) 환경의무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조항 신설 (ⅱ) 다자환경협정 목록 확대 및 이행
의무의 강화 (ⅲ) 환경 챕터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
등 세 가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FTA 노동규범)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해 국제적 논의 동향과
국가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미국, 유럽연합, 한국이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기발효 17개 FTA에 대해서는 노동 챕터 유
무, ILO와의 관련성, 이행체제, 제재 및 이행부과금 등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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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FTA 노동규범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을 살피기 위해 CPTPP 제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
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에서는 FTA 환경·노동규범 강화의 배
경을 살펴보고 FTA에서의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ⅰ) 다
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ⅱ) 공정한 경쟁의 확보 (ⅲ) 국내 정치의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환경·노동 규범이 구속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무역협정에
서 새로운 통상 영역이 등장하고 강화된 구속력이 포함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
는 Maggi(2016)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슈 연계 모형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FTA 환경·노동 규범의 향후 발전 방향을 미국·유럽연합의 FTA 정책을 중심으
로 (ⅰ) FTA 환경·노동 의무 자체에 대한 강화 가능성과 (ⅱ)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강화 가능성에 비추어 전망하였다. 집행가능성 강화
와 관련해서는, 특히 제3장의 말미에 간략히 소개한 한·EU FTA에 따른 한국·
유럽연합 간 노동 분쟁을 대표 사례로서 논의하고, 특히 전문가패널의 판정에
대해 향후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떠한 집행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를
(ⅰ) 환경·노동의무 위반을 이유로 FTA를 정지·종료시키는 방안 (ⅱ) 무역장벽
규정을 통해 FTA 환경·노동의무 위반국에 무역조치를 부과하는 방안 (ⅲ) 유
럽연합이 일반특혜관세제도하에서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방안 (ⅳ) 신설된 통상
감찰관제도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역조치 부과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FTA 환경·노동 규범의 이러한 확대가 우리나라에 미
치는 영향과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향후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FTA
환경규범과 관련하여 일정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다자환경협정에 대한 국내
적 이행 강화가 필요해질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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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은
국제무역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상충적인 특성을 지
닌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환경규범의 확립이 중요해졌고, FTA를 통한 환경의무의 범위와 수준 또
한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다만 환경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별로 입
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어려
움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들이
환경적 가치를 FTA에 반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유럽연합이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배
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
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 의무가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자국의 생산 감소
와 교역비용 상승, 상품 및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
러한 의무가 규범화되는 데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논란
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된 환경보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많은 국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개도국이 중심이 되어 무역협정에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도국들이 FTA 환경규범을 포함하는 ‘친환경 FTA’에 직간접적
으로 관여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21년에는
Post-2020 신기후변화 체제가 본격화되고,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바
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기후변화 논의에 다시 합류하는 등 이전과는 다
른 행보를 보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FTA 환경규범에 대한 논의 방향이 주목되
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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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에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는 다양한 무역제한조치
가 포함되었다.10)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환경목표를 무역규범의 틀 안에 반영
하기 시작하였는데, 세계무역체제의 근간인 WTO 설립협정 전문에는 “지속가
능발전과 합치되는 전 세계 자원의 최적 이용”과 “환경보호 및 보존” 목표가 명
시되어 있다.11) 환경보호라는 전 세계적 목표하에 논의되던 환경이슈는 최근
경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의미
가 부각되면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둘러싼 국가 및
산업간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파리협정 체제에 따라 국가들이 자발적 감축의
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무역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과 유럽
연합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거나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유럽연합은 환
경목표를 명분으로 통상분쟁에 대응하는 양상이다. 세계 각국도 환경 관련 무
역조치와 WTO 원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되지 않은 개별국의 정
책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TO 차원에서 논의되던 환경상품 협상도 국가들의
상업적 이익, 국내 산업간 조율, 국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등 WTO는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12)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다자체제하에서 무역자유화 의무와 환경조치의 조화가 가능
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FTA 양자규범을 통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이 본격화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최근 FTA에서 환경, 디지털, 반부패,
10) 외교통상용어사전, 「무역과 환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6).
11) WTO 설립협정의 영문본은 다음을 참고한다.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6. 10).
12) World Economic Forum(2020), p.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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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노동 등 신통상규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환경 챕터의 적용 범위와
규율 수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CPTPP, USMCA, RCEP처럼 다양한 정
치·경제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메가 FTA’가 등장하면서 환경 문
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상충되는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
고, FTA 환경규범은 점점 더 포괄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와의 FTA 체결 이후 FTA 환경 챕터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FTA 환경 챕터는 온실가스 감축, 연료보조금, 수산보조금, 환경상품 및 서
비스 무역 등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FTA를 통
한 환경규범 강화는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무역과 환경의 성공
적인 연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TO 다자 채널에 비
해 FTA를 통한 양자 채널이 보다 많은 규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다수 회원국 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자 채널보다는
유사한 정치·경제 환경을 공유하는 국가간의 FTA는 규정 도입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행체계가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그 때문에 FTA에서는 ‘WTO
plus’ 환경조항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호주의에 기반하는 FTA에서
는 환경의무 위반 시 협의채널, 분쟁해결채널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규범의 구속성도 확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FTA는 자발적 감축 노력에 의존
하는 파리협정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문제는 국가간 협
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FTA는 환경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제공함
으로써 기후변화 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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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FTA에서 환경조항을 도입하
는 방식은 (ⅰ) 전문에 환경 목표를 명시하는 유형 (ⅱ) 개별 조문으로 포함하는
유형 (ⅲ) 개별 조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환경 챕터를 별도로 구성하는 유형 (ⅳ)
부속서에 포함하는 유형 (ⅴ) 상기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유형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13) 특히 무역에서 환경이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조율하는
국제환경규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FTA에서는 환경 관련 조항들을 포
괄적으로 포함하는 별도의 환경 챕터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모든 FTA에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FTA
의 목표로 명시한다.14) 국제무역협정에서 환경조항 도입은 국내적으로 환경규
범과 제도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에는 신흥국, 개도국도 환경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유
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FTA에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추세이다.
Monteiro(2016)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환경조항을 포함하는 FTA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 발효 중인 270개 FTA 중 1개 이상의 환
경조항을 포함하는 FTA는 26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환
경 챕터에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FTA(2015년 기준 86개)에 비해, 환경 챕터에
예외조항이 비적용되는 FTA(2015년 기준 177개), 즉 예외 없이 환경규범이
적용되는 FTA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FTA 환경규범의 적
용 범위와 구속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1 참고).

13) 정복영, 오근엽(2015), p. 312.
14) European Commission(2020b), “Negotiations and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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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 세계 FTA의 환경조항 도입 추이

자료: Monteiro(2016), p. 6, Figure 1.

FTA 체결국의 경제 수준별 특징은 개도국 간(South-South) FTA에서는 대
부분 환경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반면, 2000년대 이후 체결되는 선진국-개도
국 간(North-South) FTA는 환경조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
해졌다는 점이다.15) 즉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FTA에서는 예
외를 두지 않는 엄격한 환경규범을 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TA 환경 챕터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연구인 오선영(2013)은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를 (ⅰ) 전문에 환경보호 또는 지속가능발전 문구 삽입 (ⅱ) 환경협력
(ⅲ) 공중참여 (ⅳ)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한 바 있다. WTO, OECD 등 국제기구
에서도 전 세계 FTA에 포함된 환경조항을 유형화하여 FTA 환경조항의 국가
별, 경제 수준별 분포를 분석하는 등 FTA 환경규범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DESTA16)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개발연구원과 라발
대학교에서 개발한 TREND는 현재까지 체결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환경규
범의 구성요소를 특성별로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FTA 환경규범의 구성요소는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Monteiro(2016), pp. 6-8.
16) DESTA(Design of Trade Agreements Database)는 194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FTA의 구성
요소를 분야별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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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FTA 환경규범의 구성요소
구분

유형

구분

1

전문에 환경보호 목표 명시

2
3

유형

8

환경영향평가

일반예외 및 그 외 예외조항

9

투명성 및 정보권

환경협력 규정

10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

4

다자환경협정(MEAs) 이행의무 규정

11

대중 참여

5

환경 관련 국내 제도적 장치

12

협의절차

6

환경상품 및 서비스

13

분쟁해결

7

특정 환경분야 명시

자료: George(2014), p. 11; Monteiro(2016), pp. 12-14; TREND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FTA 환경조항의 각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George(2014)에 따르면 GATT
에 기초한 일반예외 및 그 밖의 예외사유, 전문에 환경보호 목표 명시, 환경협
력 규정, 환경 관련 실체적 의무, 특정 환경분야를 명시하는 조항순으로 빈도가
높은 편이고, 별도의 분쟁해결제도, 대중 참여, 다자환경협정 이행의무 조항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표 2-2 참고).
표 2-2. FTA 환경규범의 유형별 포함 빈도
구분

환경조항의 유형·내용

빈도(%)

1

GATT에 기초한 일반예외 및 그 밖의 예외사유

60(78)

2

전문에 환경보호 명시

40(52)

3

환경협력

38(49)

4

환경 관련 실체적 의무

31(40)

5

특정 환경분야 명시

28(36)

6

환경법 유지(역진방지) 의무

26(34)

7

이행 메커니즘

22(29)

8

환경의무 불이행에 적용되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

19(25)

9

사전영향평가

16(21)

10

대중 참여 기회

14(18)

11

다자환경협정(MEAs) 이행의무

12(16)

주: FTA 내 유형별 포함 빈도순으로 정리함.
자료: George(2014), p. 8, Table 1과 Table 2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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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iro(2016)는 FTA 환경규범의 구성요소를 한층 세분화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까지 체결된 FTA에 포함된 환경규범 구성요소는 총 11개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 2-3 참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예외규정은 총
262개 FTA에 포함되었고, 전문에 환경목표를 명시한 FTA는 총 121개였다. 국
내 환경법과 관련하여 환경법의 유지 및 발전을 명시한 FTA가 78개, 투자 분야
에 환경 관련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FTA는 56개로 나타났다. 다자환경협정 관
련 규정에서는 지역무역협정과 다자환경협정의 관계를 적시한 FTA가 75건으
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자환경협정과 국내 환경법의 조화 규정은
51건, 다자환경협정에 관한 대화와 협력 규정이 47건이었다. 환경 분야의 지식
재산권 이슈는 주로 품종보호권에 대한 규정(66건)이며,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
역의 증진을 명시한 FTA가 26건, 환경서비스 양허표 규정을 포함한 FTA는
101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환경이슈 중 에너지 및 광물자원 관리에 대한 규정
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업 40건, 어업 35건, 기후변화를 명시적으로 언
급한 FTA는 총 34건이었다. 환경행정은 투명성 및 정보권 규정이 78건, 대중
참여가 36건 포함되었고, 환경협력은 특정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82건)과 특정
형식의 환경협력(72건)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환경사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환경 챕터에 도입한 FTA는 34개, 투자 챕터에 규정한 FTA는 24건이다.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환경 챕터에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한 FTA가 23건,
투자 챕터에 환경사안에 대한 분쟁해결을 규정한 FTA가 31건으로 분석되었다.
기체결 FTA의 환경규범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FTA 환경 챕터는 다자환
경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및 교류를 통한 국내 환
경법과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환경에 관련된 규
정이나 기술, 표준, 분쟁해결 등이 투자부문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FTA 투자 챕터에서의 환경사안에 대한 제도 및 절차를 명시하고 적용하였으나
최근 환경관련 국가간 협의와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FTA 환경
챕터에서 별도의 협의절차 및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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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FTA 환경규범 구성요소별 포함 빈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전문 내 언급

국내 환경법

빈도

상세 조항

(FTA 개수)

전문에 환경목표 명시

121

일반예외

262

자국의 국내 환경법 유지(역진방지)

78

투자에 대해 환경 관련 이행요건(PR) 부과

56

환경 법·규제·정책

54

환경 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

47

FTA와 MEAs의 관계

75

국내 환경법의 MEAs 환경의무 준수 및 합치성

51

MEAs에 관한 대화와 협력

47

MEAs 환경의무의 재확인

34

MEAs의 중요성

28

지식재산권

품종보호권(PVR: Plant Variety Rights)

66

환경상품 및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증진

26

환경서비스 관련 양허표

101

어업관리 및 수산물 교역

35

삼림관리 및 목재제품 교역

40

다자환경협정
(MEAs)

서비스

특정 환경분야

환경행정

환경협력

제도적 장치

협의절차

분쟁해결

에너지 및 광물자원 관리

68

기후변화

34

투명성 및 정보권(right to information)

78

대중 참여 기회

36

일반적인 환경협력

61

특정 환경분야에 대한 협력

82

특정 형식의 환경협력

72

환경기관 설립

36

국가 접촉선(National contact point) 및 조정자(coordinator)

49

환경사안에 대해 투자 챕터하에서 협의

24

환경사안에 대해 환경 챕터하에서 협의

34

환경사안에 대해 투자 챕터하에서 분쟁해결

31

환경사안에 대해 환경 챕터하에서 분쟁해결

23

주: 개별 조항에 포함된 하위규정은 상호 배타적임.
자료: Monteiro(2016), p. 12, Table 2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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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FTA 환경규범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를 보여 준다.17) FTA에
환경조항이 포함되는 빈도가 동반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예외 조항, 전문상의
환경목표 명시 조항의 포함 빈도는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실질적
인 의무를 수반하는 환경법 유지 의무, 분쟁해결, 대중 참여는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부 국가에서 FTA 환경 챕터에 국내법 개정 등 이행의무가 수반되는
실질적 환경조항을 도입하는 데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FTA 환경규범 구성요소별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Yamaguchi(2018), “Analysis of RTAs and the Environment by the JWP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17) Yamaguchi(2018), “Analysis of RTAs and the Environment by the JWP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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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가. 전반적 특징
FTA 환경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적용 범위, 의무의 수준 및 내용은 협정마다
상이하다. 첫째, 물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 챕터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
환경법의 집행, 환경상품 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기 질 개선 의무, 해양쓰
레기 감소 의무 등 광범한 이슈를 포함한다.18) 반면 ‘기후변화’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무역협정은 EU·캐나다 CETA 등 오로지 일부 FTA뿐이다. EU·캐나다
CETA는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의 무역 관련 측면과 에너지 효율 촉진 및 청정
에너지 개발·활용에서의 협력을 의무화하였다.19)
둘째, 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FTA 환경 챕터에서는 자국이 당사국
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환경협정(MEAs)을 협정 내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
한 유형에서는 다자환경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환경협정에서의 의무
를 재확인하거나 해당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등 국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FTA에서 다자환경협정이 언급되는 사례는 2000년대 중반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20) 예를 들면 1992년에 체결된 NAFTA를 시작으
로 105개 협정이 멸종위기종, 외래침입종, 이주 동물, 보호지역, 유전자원, 생
물안정성, 유전자변형생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FTA를 통

18) World Economic Forum(2020), p. 4.
19) EU·캐나다 CETA 제24.12조 제1항 제(e)호.
20) 예를 들어 TREND에 따르면, 1945~2018년 사이에 체결된 약 730개 무역협정 중 30개 무역협정
에서 1992년에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행에 관
한 다자적 약속을 재확인하고, 14개 무역협정에서 1975년에 발효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ouna and Flora)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DIE); Canada Research Chair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rade & Environment
Database - TREND Analytics - Environmental Provision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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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역과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 목표의 상호 지지성과 재균형을 추구하는 규
정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부터 잠정적용 중인 EU·
캐나다 CETA, 2018년에 발효한 CPTPP, 2020년에 발효한 미·일 무역협정과
USMCA 등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무 수준 및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FTA 환경 챕터는 FTA 당사국들
이 상품ㆍ서비스 교역에서 환경적 가치를 존중함을 보여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인 경우가 있고, 환경 관련 의무를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규정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갖춘 경우도 있다.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단순히 협력의무만을 규정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조항은 보통 ‘노력한다(endeavor)’,
‘장려한다(encourage)’, ‘촉진한다(promote)’와 같이 노력과 협력을 의미하는
조항에 해당되는 문구로 구성되고, 환경조항이 동 협정 내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FTA에서는 환경조항의
실질적인 ‘집행’이 쉽지 않다. FTA 당사국 일방은 타방당사국이 동 협정 내 환
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적인 제
재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협정상에 별도의 집행 메커니즘을 규
정하지 못한 대신 ‘국내법에 따른 집행’을 규정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반면 보다 최근에 체결된 일부 FTA에서는 환경의무와 관련된 수입 조건 등
시장접근 조건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환경의무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보호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shall’로 기술하고, 의미가 명확한 표
현과 용어를 사용하여 당사국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환경조항이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의
무 미준수 시 수입조건이나 그 외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가능함을 규
정한다. 따라서 해당 FTA에 따른 환경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집행 가능
하다. 이후 살펴볼 CPTPP와 USMCA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유형의 FTA
에 포함된 내용은 의도적으로 선별된 용어와 문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3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높으므로, FTA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의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행되
는지를 검토하는 데 특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FTA
현재 미국은 20개 국가와 14건의 양자무역협정을 체결·유지 중이다.21) 이
중 미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는 1985년에 협상이 이루어진 미·이스라엘 FTA
이다. 당시에는 FTA 내에 환경·노동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지금의 미국 FTA
에서처럼 당연한 상황은 아니었다. NAFTA 이전에 체결되었던 미·이스라엘,
미·캐나다 FTA에는 환경·노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22) 미국의 FTA에
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NAFTA에서부터이다. 미국, 캐나
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동 협정은 환경 관련 의무를 반영한 최초의 무역협정
이다. NAFTA 협상은 1992년에 개시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H.W. 조지 부
시 대통령이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NAFTA 이행법률23)에는 1993년 12월 8
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NAFTA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하였다. NAFTA
는 당시 가장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갖춘 FTA로서, 미국이 이전에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조항들이 다수 추가된 ‘새로운 세대’의 FTA라
는 데 의의가 있었다. NAFTA는 무역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향후 FTA 협상
에서 다루어질 미국에 중요한 무역현안으로서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

21) 미·호주 FTA, 미·바레인 FTA, CAFTA-DR, 미·칠레 FTA, 미·콜롬비아 TPA, 미·이스라엘 FTA, 미·
요르단 FTA, 한·미 FTA, 미·모로코 FTA, 미·오만 FTA, 미·파나마 TPA, 미·페루 TPA, 미·싱가포르
FTA, USMCA. See USTR, “Free Trade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0. 4. 10).
22) 다만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9 U.S.C. §§ 2461 et
seq.), 카리브연안특혜제도(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19 U.S.C. §§ 2701-2707), 2006년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19 U.S.C. §§ 3701-3739)
과 같은 비상호적 특혜제도하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NAFTA 이전에도 일부 있기는
하였다.
23)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An Act to implement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Public Law 103-182, Dec.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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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차,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협정 내에 신설하였다. 1989년에
발효하였던 미국-캐나다 FTA는 NAFTA로 인해 효력이 중지되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환경·노동단체들이 NAFTA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였
다. 동 협정에 미국의 노동 및 환경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
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NAFTA 협상 완료 후 동 협정의 의회 제출 이전 시
점인 1993년 1월에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 보호와 노동자 권리에 관해
NAFTA에 더하여 별도의 협정 체결을 검토하게 되고,24) 부속서한을 통해 북
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과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이 추가로 합의되었다.25) NAFTA 환경규범과 관련하여

NAAEC가 가지는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무역협정 내 환경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NAAEC
는 NAFTA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환경 법·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메커니즘을 규정하였다. 무역협정에 이러한 환경의무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
것은 NAFTA가 처음이다. 모든 당사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는
자국의 환경법을 이행할 의무26)와 함께 당사국이 이러한 이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집행 메커니즘을 적용받는다. 다만 NAAEC에 환경기준의 실
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자국이 스스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국내법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의무에 대
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27) 달리 말하면 NAAEC
24) 1992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NAFTA를 지지하였으나, 동 협정의 환경 및 노동 조항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Seib(2002), A14. 클린턴 행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데는 당시 미
의회와 일부 행정각료 사이에서 환경·노동 조항 없이는 NAFTA 당사국 모두에서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Gantz(2019), p. 1.
25) NAFTA 최초 협상 이후 추가로 체결된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은
NAFTA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약에 해당한다. NAFTA의 발효 및 이행과 연계된 협정이기 때문에 관
례에 따라 ‘부속협정’으로 지칭되기도 하나,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26)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its own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을 설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NAAEC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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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당사국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입법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
므로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약화하거나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하
여 반드시 상기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NAAEC는 협정
문 본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조적인 협정 형식으로 환경의무를 규정
하였으므로, 동 협정의 환경 의무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NAFTA 일반분쟁해결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NAAEC에 의해 환경협력위원회(CEC: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가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으며,

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사인이 제기한 소를 검토할 권한, 조사권한, 전
문가 자문을 구할 권한, 보고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28) 조사 결과 NAFTA 당사
국이 ‘자국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 하지 않았다는 지속적 패턴’이 확인
될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개시가 가능하
다.29) 이 절차에는 오로지 국가(즉 NAFTA 당사국)만이 참여 가능하다.30) 미국
과 멕시코가 의무 불이행 판정을 받을 경우 무역제재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경
우 양허정지 대신 이행부과금이 책정되어 연방법원에서 부과된다.31) 이 점으
로 미루어, 상기 절차는 자발적인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조항에 가까우며, 양허
정지는 환경협력위원회에서 3개국 중 2개국 국가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32)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은 NAFTA 이래로, 보다 정확히는 2003년에 호주, 칠
레,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이후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 반영
되어 왔다.33)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입안을 통해
27) NAAEC 제3조.
28) NAAEC 제14조 및 제15조.
29) NAAEC 제36조.
30) NAAEC 제24조.
31) NAAEC 부속서 36A.
32) Gantz(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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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이후 체결된 무역협정에서 환경조항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미 의회 차
원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특히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오
랜 시간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 왔다. 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무역
협정은 (ⅰ) 2003~04년에 체결된 호주, 칠레, 싱가포르, 중미 5개국(과테말
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공화국, 바레인, 모

로코, 오만과의 FTA (ⅱ) 2006~07년에 체결된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과의 FTA (ⅲ) 2016년에 12개 국가 사이에 타결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형은
2002년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협상·체결된 무역협정들이며, 2016년
TPP의 경우 2015년 무역촉진권한34)에 근거한 것이다. NAFTA 이후의 무역
협정에서는 협정 본문에 환경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FTA 당사국간의
환경 분쟁도 해당 협정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
다.35) 또한 미국이 체결한 보다 최근의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다자환경협정
을 준수할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기 시작했고, 지속가능발전 조항이 FTA 일반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USMCA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다.36) USMCA 환경 챕터에 관해서는 이후 절을 달리하여 보다 면
밀히 살피고자 한다.

33) 일반적으로 미 하원에서 무역협정 비준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표 내지 40표가 민주당으로부
터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와 환경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
유로 클린턴 행정부 이래 양자무역협정 내 노동권과 환경보호에 관한 챕터를 포함하지 않고 체결된 무
역협정은 단 한 건도 없다. Gantz(2019), pp. 1-2.
34) 2015년 무역촉진권한은 2015년 「초당적 양원 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 법」에 의해 부여되었다.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Title I of Pub. L.
114-26(June 29, 2015), 129 Stat. 319, 320-361.
35) 예를 들어 Gantz(2011), p. 297 참고.
36) 이러한 의무는 2015년 무역촉진권한의 협상목표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CRS
(2020a),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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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연합의 FTA
유럽연합의 FTA가 가지는 특징은 (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ⅱ) 대화·협력 메커니즘 (ⅲ) FTA 일반분쟁해결제도와 구별되는 특별분쟁해
결제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1)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
이미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 FTA에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이 언급되었으
며, 유럽연합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조항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공동체(EC)가 체결한 초기 협정에서는 자발적인 대화와
협력에 관한 조항만이 포함된 반면, EU·CARIFORUM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는 사회·환경적 대화에 관한 규칙이

완전한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EU·CARIFORUM EPA 제73조는 외국인직
접투자(FDI)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노동 및 그 밖의 사회적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포함되었으며, 환경·노동 기준의 이행에 관한 모
니터링 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37)
이후 환경·노동 이슈를 포함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관해 독립
된 챕터가 최초 도입된 것은 한·EU FTA에서이다. 한·EU FTA가 체결된 2009
년 이래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EU·캐나다 CETA, EU-일본 경제동반자
협정(EPA), EU-멕시코 무역협정 등이 TSD 챕터를 두고 있다. 한편 EU·캐나
다 CETA의 경우 일부 변형된 형태로서, 제22장 TSD 챕터 외에 제23장 ‘무역
과 노동(Trade and Labour)’, 제24장 ‘무역과 환경(Trade and Environment)’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총 3개 챕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까지

37) EU-CARIFORUM EPA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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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 포함 현황

구분

협정

(잠정)
발효연도

구분

협정

(잠정)
발효연도

1

한·EU FTA 제13장

2015

7

EU·캐나다 CETA 제22장

(2017)

2

EU·중미 AA 제8편

(2013)

8

EU·아르메니아 CEPA 제9장

(2018)

3

EU·안데안공동체 TA 제9편

(2013)

9

EU·일본 EPA 제16장

2019

4

EU·조지아 AA 제13장

2016

10

EU·싱가포르 FTA 제12장

2019

5

EU·몰도바 AA 제13장

2016

11

EU·베트남 FTA 제13장

2020

6

EU·우크라이나 DCFTA 제13장

2017

주: 1) “( )” 안은 아직 잠정적용 중인 무역협정의 발효연도를 의미함.
2) AA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TA는 무역협정(Trade Agreement), DCFTA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CETA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의미함.
3) 그 외에 EU·멕시코 AA(2000년 발효, 2006년 현대화 협상 이래 2018년에 협정의 무역 관련 규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달),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2019년 6월 28일 정치적 합의 도달)에 TSD 챕터가 포함될 전망임.
4) EU·안데안공동체(CAN) 무역협정 당사국에 볼리비아는 제외.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서는 2013년 잠정 발효하고
에콰도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잠정 발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b), “Negotiations and Agreements - Implementing EU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10)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EU·캐나다 CETA가 유일하다. TSD 챕터는 무역·투자 자유화로 인해 당사국
의 환경·노동 기준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자환경협정과 ILO 협약에 따
른 환경·노동 기준을 지지·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EU FTA 이
래 이러한 의무는 ‘패키지화’38)되어 TSD 챕터에 반영되어 왔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FTA의 환경조항에는 FTA 당사국이 당사국으
로 가입되어 있는 다자환경협정과 그 밖의 환경 관련 협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
되어 있다. 한·EU FTA TSD 챕터의 경우 각국의 현행 국내법과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이 FTA 당사국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호 수준
을 유지하고 국내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9)
38) Harrison et al.(2018), p. 261.
39) 이와 유사한 조항은 EU·일본 EPA 제16.2조, EU·멕시코 무역협정(Global Agreement) 제27.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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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EU·멕시코 무역협
정, EU·일본 EPA의 TSD 챕터에 관련 규정이 확인된다. EU·멕시코 무역협정
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직접 언
급하고 있으며, EU·일본 EPA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보장하는 데 무역
이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전자보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
를 사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EU·일 경제동반자협
정(EPA)에 처음으로 파리협정이 언급되었다.40) 한·EU FTA의 경우 기후변화
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1) EU·캐나다 CETA의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
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행 그리고 향후 도래할 국제기후변화체제
(current and futur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의 무역 관련 측

면, 그리고 에너지 효율 촉진 및 저탄소기술 및 그 밖의 환경친화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당사국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42)

2) 대화·협력 메커니즘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에서는 상호 합의해결에 이르기 위한 국가간 협
의,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지원기관인 국내자문단(DAG: Domestic
Advisory Group) 등 TSD 챕터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유럽의회는 국제무역협정에서의 인권, 사회·환경 기준에 관한 2010년 11월
25일 결의에서, 양자무역협정 내 지속가능발전 챕터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ⅰ) 시민사회가 이용가능한 청원

도 포함되어 있다.
40) EU·일본 EPA 제16.4조 제4항. UNFCCC와 파리협정을 실효적으로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1) 한·EU FTA 제13.5조 제3항.
42) EU·캐나다 CETA 제24.12조 제1항 제(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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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TSD 챕터 내에 도입하고 (ⅱ) 사회·환경 문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독
립기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소 제기가 가능해야 하며 (ⅲ)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가능성이 무역협정 내 다른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와 동등해야 하고,
환경·노동 의무위반 발생 시 이행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조항 또는 해당 무역협
정에 따른 무역특혜 일부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유럽
연합의 FTA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의회의 권고사항은 한·EU FTA에
일부 반영되었는데, 상기 (ⅰ)번과 관련하여 한·EU FTA에 시민사회포럼 및 시
민사회 자문단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43)
한·EU FTA 이래로 시민사회 대화·협력 메커니즘은 유럽연합 FTA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44) 국내자문단은 유럽연합 내에 그리고 FTA 타방
당사국 내에 각각 설치되며,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정 지속가능발전 챕터
의 이행에 관한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자문단 제도는 대부분의 FTA
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협정에 따라서는 양 당사국 시민사회 집단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
럽연합이 체결한 대다수 FTA에는 시민사회가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FTA 당사
자에게 입장을 표명하거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EU FTA에서는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45)로 구성된 국내자문단을 설치하여 TSD 챕
터의 이행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46)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연례
43) European Parliament(2010), “Human Rights,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5 November 2010
on Human Rights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p. 2-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7).
44) 시민사회 메커니즘은 유럽연합이 한국, 중미, 조지아, 일본, 몰도바,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우크라
이나와 체결한 FTA, CETA, CARIFORUM 등 총 9건의 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Ashraf and van
Seters(2020), “Making it count: civil society engagement in eu trade agreements,”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45) 한·EU FTA 제13.12조 제5항.
46) 한·EU FTA 제1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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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민사회포럼(CSF: Civil Society Forum)에서 회합하며47) “시민사회
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
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48) 심지어 EU·멕시코 무역협정의 경우 TSD 챕터에
따른 협의 시 시민사회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것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49)

3) 별도의 분쟁해결제도
유럽연합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FTA 내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
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50) FTA 일반분쟁
해결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유럽
연합은 발전시켜 왔다. 한·EU FTA에서 협의51) 및 전문가패널52) 절차 등 2단
계로 구성된 TSD 챕터 분쟁해결절차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에 따라 일
방 FTA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TSD 챕터상 의무 위반을 의심할 경우 일방당
사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를 우선 개시할 수 있다. 협의
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을
소집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각각 1명의 패널위원을 임명하고, 양 당사국이 공
동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을 임명한다. 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전문가패널의 구성과
47) 한·EU FTA 제13.13조 제1항.
48) 한·EU FTA 제13.13조 제3항.
49) 단 EU·멕시코 무역협정은 아직 “원칙적 합의”에만 이른 것이며 협정문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EU·
멕시코 무역협정 제[XX]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제16조 제4항: “The TSD Sub-Committee shall
seek as appropriate the advice of the … [civil society domestic advisory group] referred to
in Article … of Chapter …[general institutional provisions] or other expert advice”[밑줄 추
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7).
50) 예를 들어, 한·EU FTA 제13.14조 내지 제13.16조, EU·일 EPA 제16.17조 제1항. 유럽연합이 체결
한 FTA 중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EU·칠레 연합협정 이래로 사회·환경적 사안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일관되게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점
에서 일각에서는 TSD 챕터 ‘집행가능성’의 한계가 지적된다.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2,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51) 한·EU FTA 제13.14조.
52) 한·EU FTA 제1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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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 중 전문가의 독립성을 요구하지 않은 협정
은 EU·일본 EPA가 유일하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는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
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TSD 챕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53)은 유럽연합이 체결한 다수 무
역협정의 투자보호 조항하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정부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TSD 챕터에서는 환경·노동 위반의 경
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FTA 환경·노동 의무 집행과 관련하여
취하는 접근법과 확연히 구별된다. 전술하였듯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환경·
노동 챕터는 동 협정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피제소국의
환경·노동 의무 위반이 발생하고 그 결과 FTA 당사국간의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중재패널이 판정을 내리는 경우 승소국에 의한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캐나다가 체결하는 FTA에서는 비록 환경 챕터를 제외하고 노동 챕터에 국한된
내용이기는 하나,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무에 대해 이행부과금 요구를 허
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캐나다의 FTA에서는 환경 챕터와 노동 챕터에 특별분
쟁해결제도로서 각각 전문가패널,54) 검토패널55)을 두고 있으나, 노동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하에서만 패널이 제소국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위반에
비례하는 수준의 이행부과금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56) 다만 유럽연합을
당사자로 하는 EU·캐나다 CETA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유럽연합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3) See, e.g., Greenpeace,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SOMO),
Transnational Institute (TNI), Milieudefensie(2017), “Position Paper on the Enforceability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54) 예로 한·캐나다 FTA 제17.12조(정부간 협의), 제17.13조(전문가 패널), 제17.15조(분쟁해결) 참고.
55) 예로 한·캐나다 FTA 제18.13조(노동 협의), 제18.14조(검토패널), 제18.15조(패널위원), 제18.16조
(검토패널을 위한 정보), 제18.17조(최초 보고서), 제18.18조(최종 보고서), 제18.24조(분쟁해결) 참고.
56) 예로 한·캐나다 FTA의 부속서 18-E(금전적 평가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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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나라의 FTA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6개
국과 17건의 FTA를 체결하였다.57) 우리나라가 초기에 체결한 FTA에서는 전
문에 환경 또는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거나58) 환경협력,59) 환경 관련 예외조
항60) 등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였으며, 실체적 내용을 가지는 환경의
무나 환경 챕터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FTA
에서 환경 챕터를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구성한 것은 한·EU FTA가 처음이
다.61)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환경을 FTA의 중요 구성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EU FTA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체결된 FTA에서는 분쟁
해결절차, 정보공개, 대중 참여 등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강화한 조항들이 포
함되면서 환경 챕터의 범위와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2020년 12월 기준 한국
의 기발효 FTA 17건 중 환경 챕터 또는 TSD 챕터를 포함하는 FTA는 11개,62)
환경 또는 TSD 챕터가 없는 FTA는 6개63)이다.
한·EU FTA 환경 챕터는 총 16개 조와 부속서로 구성된다. 한·EU FTA는 형
식과 실효성 측면에서 이전의 환경 챕터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는
데, 다자환경협정(MEAs)의 준수와 이행의무, 대중 참여, 환경서비스의 개방,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다.64) 부속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과 환경에 대한 국제협력 의무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한·미 FTA에서도
5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7).
58) 예로 한·칠레 FTA 전문, 한·EFTA FTA 전문, 한·인도 CEPA 전문 참고.
59) 예로 한·싱가포르 FTA 제18.9조,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11조 제2항 참고.
60) 예로 한·칠레 FTA 제20.1조, 한·싱가포르 FTA 제21.2조, 한·EFTA FTA 제2.13조 참고.
61) 더 정확히는, 환경규범과 노동규범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이다.
62) 한·EU FTA 제13장(TSD), 한·페루 FTA 제19장(환경), 한·미 FTA 제20장(환경), 한·터키 FTA 기본
협정 제5장(TSD), 한·호주 FTA 제18장(환경), 한·캐나다 FTA 제17장(환경), 한·중 FTA 제16장(환경
과 무역), 한·뉴질랜드 FTA 제16장(환경), 한·콜롬비아 FTA 제16장(TSD), 한·중미 FTA 제17장(환
경), 한·영 FTA 제13장(TSD).
63) 한·EU FTA 이전에 체결·발효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가 있고, 한·EU FTA 이후 체결·발효한 FTA 중에는 한·베트남 FTA가 유일하다.
64) 한국법학회(2013),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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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챕터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에의 대중 참여 및 대중 참여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된
다.65) 또한 한·미 FTA 환경 챕터는 한·EU FTA TSD 챕터와는 달리 환경의무
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FTA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도 별도의 환경 챕터를 두고 환경 분야에 대
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한·호주 FTA는 이전에 체결된 한·EU FTA에
비해 환경의무의 구속성과 실질적 측면에서 다소 완화된 특징을 보인다. 반면
한·캐나다 FTA는 [표 2-5]의 FTA 환경규범 구성요소 대부분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가 최근 체결한 FTA 중 가장 많은 환경규범을 반영하였다.66) 한·중
FTA 환경 챕터는 핵심 의무조항인 환경법 집행,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정 준수
등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체성이 낮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67) 한국·
뉴질랜드 FTA 환경 챕터의 경우 다자환경협정,68) 환경친화적 무역,69) 투명
성,70) 제도적 장치,71) 협력,72) 협의73)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중
제도적 장치와 협력에 관한 규정이 특히 흥미롭다. 첫째, 제도적 장치와 관련하
여 제16.7조에 환경위원회 설립 및 이해당사자 협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협력활동 작업계획 수립, 협력활동 감독·평가, 상호
이해가 있는 환경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 제16장 환경 챕터의 운영
및 결과 검토,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역할을 수행한다.74)
한·중미 FTA 역시 별도의 환경 챕터를 두고 있으나, 환경 챕터에서 발생한 분
쟁에 제22장 분쟁해결제도를 적용하지는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및
65) 김은주(2016), p. 349.
66) 박정준, 심수진, 박수령(2020), p. 45.
67) 박덕영, 김명자(2016), p. 42.
68)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
69) 한·뉴질랜드 FTA 제16.4조.
70) 한·뉴질랜드 FTA 제16.5조.
71) 한·뉴질랜드 FTA 제16.7조.
72) 한·뉴질랜드 FTA 제16.8조 및 부속서 16A.
73) 한·뉴질랜드 FTA 제16.9조.
74) 한·뉴질랜드 FTA 제1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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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우리나라 기발효 FTA 내 환경규범의 주요 구성요소

FTA 상대국
(발효)

별도
챕터
유무

전문상
언급

환경
1)
예외

대중
참여·
자문2)

환경
협력

정보
교환

MEA
이행
의무

환경법
이행
의무

분쟁
해결
제도3)

1

칠레(2004)

2

싱가포르(2006)

☓

○

○

☓

○

☓

☓

☓

☓

☓

☓

○

☓

○

☓

☓

☓

☓

3

EFTA(2006)

4

ASEAN(2009)

☓

○

○

☓

☓

☓

☓

☓

☓

☓

☓

○

☓

○

○

☓

☓

☓

5

인도(2010)

☓

○

○

☓

○

○

☓

☓

☓

6

EU(2011)

○

○

○

○

○

○

○

○

○

7

페루(2011)

○

○

○

☓

○

○

○

○

△

8

미국(2012)

○

○

○

○

○

○

○

○

◎

9

터키(2013)

○

○

○

☓

○

○

○

○

○

10

호주(2014)

○

○

○

☓

○

○

○

○

△

11

캐나다(2015)

○

○

○

○

○

☓

○

○

○

12

중국(2015)

○

○

○

☓

○

○

○

○

☓

13

뉴질랜드(2015)

○

○

○

○

○

○

○

○

☓

14

베트남(2015)

☓

☓

○

☓

☓

☓

☓

☓

☓

15

콜롬비아(2016)

○

○

○

○

○

○

○

○

☓

16

중미(2019)

○

○

○

○

○

○

○

○

△

17

영국(2020)

○

○

○

○

○

○

○

○

○

주: 1) ‘환경예외’를 광의로 해석하여, 적극적 항변사유로서의 GATT 제XX조 제(b)항 환경예외 유형 뿐 아니라 환경조치가
해당 협정하에서 허용됨을 원론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예: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및 적용배제 조항(예: “환경 등 정당한 공공목적을 위해 고안·적용되는 조치는 ...를 구성하지 않는다”)까지를
환경예외 범주로 분류함.
2) ‘대중참여’는 국내환경법상의 대중참여가 아닌 FTA 환경 챕터에의 참여를 의미함.
3) ‘분쟁해결제도’는 FTA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환경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
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는 그러한 분쟁해결제도 회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협정에 없는 경우, △는
그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없이 당사자간 협의만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법학회(2013), p. 22; 박정준, 심수진, 박수령(2020), p. 42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함. 각 구성요소 유무 판단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본 연구의 부록 1을 참고.

집행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말에 발효한 한·영 FTA
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한·EU FTA에 따른 교역조건
을 유지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한·EU FTA 제13장 TSD 챕터의 내용이
한·영 FTA 제13장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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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가. CPTPP 제20장
1) 개요75)
CPTPP는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체결
한 무역협정인 “P4”, 즉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비롯되었다.76) 2008년에

는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참여를 선언하면서 외형과 내용이 크게

확대되고 협정명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확정되었다.

초기의 TPSEP이 4개 당사국간의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초
점을 두었다면, 미국 참여 이후의 TPP는 관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범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 FTA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적 확장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2013년 4월에는 일본이 가입을 선언하면서 TPP는 전 세
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
았고, 국내에서 한국의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12개 TPP 회원국은 2015년 10월 협상을 타결하고 2016년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TPP 협정문에 서명을 마친 이후 TPP의 발효를 위해 각

75) 제1)절의 CPTPP 협상연혁은 Government of Canada, “Timeline of the CPTPP”; Heine and
Albertoni(2018), “The Way Forward for International Trade: Lessons from the TPP
reborn,”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8); 이요셉(2018),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
점」, p. 1을 참고하여 작성함.
76) KOTRA(2016. 11. 17), 「중국 언론이 보는 최근 미국 TPP 동향에 대한 견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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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국내 일정에 따라 비준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에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3일에 TPP 탈퇴를 결정함으로
써 TPP는 좌초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나머지 11개국은 2017년 3월 칠레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TPP 유지를 결정했으며, 이후 기존 TPP에서 CPTPP로
협정명을 변경하고, 1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8년 1월 23일에 협상 타결을 결
정하였다. 2018년 3월에 공식서명이 이루어졌고, 2018년 12월에는 호주, 캐
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에 대해, 2019년 1월에는
베트남에 대해 CPTPP가 발효하였다.

표 2-6. CPTPP 관련 주요 일지
일시

경과

2005. 6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

2009. 11

미국, TPP 참여의사 표명

2013. 4

일본, TPP 참여 선언

2010. 3 ~ 2014. 7

20차례 공식협상 진행(12개국)

2015. 10. 7

TPP 협정 타결

2016. 2. 4

12개국(미국 포함), TPP 협정 서명

2017. 1. 23

미국, TPP 탈퇴 선언

2017. 3. 15

11개국 통상장관 회담, TPP 유지 합의

2017. 11. 12

11개국 통상장관 회담, 협정명을 CPTPP로 변경, 추진 합의

2018. 1. 23

CPTPP 수석대표회의 협상 타결

2018. 3. 8

CPTPP 공식서명

2018. 12. 30

호주·캐나다·일본·멕시코·뉴질랜드·싱가포르 등 6개국 발효

2019. 1. 14

베트남 발효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imeline of the CPTP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8); SICE(2020), “Comprehen
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CPTPP)-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and Vietn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0)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CPTPP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PTPP의 원안인 TPP는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된 포괄적 무역협정이다. TPP 추진의 목적은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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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서비스무역, 무역규범,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시장,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따라서 무역 확대 목적 외에도 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글로벌 의제로 추진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반영된 무역협정이다. 둘째, CPTPP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북-남 통합(North-South integration) 형식의 협정이다. 무역협
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자국에 대한 투자 유
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반해, 선진국은 자국의 규제체제 및 규범을 상대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에 시장접
근성의 확보와 해외규제의 수용 사이에서 절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셋째,
CPTPP는 미국에 의해 주도된 TPP 서명 이후 미국이 탈퇴하는 전례를 찾아보
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성되었다. CPTPP는 기존 TPP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
였으나, 미국이 주장한 일부 사항이 빠지거나 유보되었다.77)

2) CPTPP 환경 챕터의 특징
첫째, 환경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의무와 구속력 없는 약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속력 있는 의무로서 (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추구78) (ⅱ) 환경법의 실
효적 집행79) (ⅲ) 무역․투자 촉진 목적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 하향조정 금지80)
77) CPTPP 협정문은 기존 협정문에서 총 22개 사항을 유보하고 협정문의 발효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가
입절차 또한 단순화하였다. 유보된 사항들은 지식재산권,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 투명성 등의
분야로 주로 미국의 주장에 의해 포함되었던 사항이다. 이 사항들을 유보의 형태로 남긴 이유는 향후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See CPTPP(2017), “Trans-Pacific Partnership
Ministerial Statement,” Annex II - List of Suspended Provisions, 11 November, 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78) CPTPP 제20.3조 제3항.
79) CPTPP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을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안 되고,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
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하거나 감소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해
서는 안 된다. CPTPP 제20.3조 제4항.
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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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국 환경법에 관련된 절차적 투명성81) (ⅴ) 대중 참여 촉진82) 등을 규정
하였다.
둘째, 물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CPTPP 환경 챕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
련된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ⅰ)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83) (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
서의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84) (ⅲ)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장려할 의무85) (ⅳ) CPTPP SPS 위원회와 함
께 침입외래종의 이동·예방·감지·통제·박멸을 위해 공동된 노력을 보일 의
무86) (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87) (ⅵ) 어업관리 시
행 노력 의무88) 및 일정 유형의 수산보조금 공여·유지 금지 의무89) (ⅶ) 야생
동식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에 관한 협약(CITES)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
무90)를 규정한다. 특히 상기 수산보조금 관련 의무와 관련해서, WTO 수산보
조금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FTA 차원에서 CPTPP가 (ⅰ) 과잉어획
(overfished)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업에 공여되는 보조

금91) (ⅱ)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에게 공여되는 보조금92)을 선제적으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다자·양자 수산보조

81) CPTPP 제20.7조.
82) CPTPP 제20.8조 및 제20.9조.
83) CPTPP 제20.5조 제1항.
84) CPTPP 제20.6조 제1항.
85) CPTPP 제20.13조 제2항.
86) CPTPP 제20.14조 제2항.
87) CPTPP 제20.15조 제1항.
88) CPTPP 제20.16조 제3항.
89) CPTPP 제20.16조 제5항.
90) CPTPP 제20.17조 제2항.
91) CPTPP 제20.16조 제5항 제(a)호.
92) CPTPP 제20.16조 제5항 제(b)호. 한편 동 규정에 따라, IUU 어업 목록 등재의 주체는 기국, 지역수산
기구(RFMO), 또는 지역수산협정(RFM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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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규범 형성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으로서 CPTPP가 참고될 것
으로 기대되며, 후술하는 USMCA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셋째, CPTPP 환경 챕터는 동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당사국간의 환경협의93)→고위대표급 협의94)→각료급 협의95)를 통해서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CPTPP 제28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해당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96) 상기 규정을 통해 환경
챕터에 집행가능성을 부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나. USMCA 제24장
1) 개요
USMCA는 제24장에 환경에 관한 챕터를 두고 있다. NAFTA가 환경에 관련
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면, USMCA는 거기에 기초
해서 환경 조항을 추가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무역촉진권한(TPA)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17년 5월 트럼프 행정
부는 NAFTA를 현대화 및 재협상 논의를 캐나다, 멕시코와 개시하겠다는 의향
을 미 의회에 통보하였다. 협상은 2017년 8월 16일에 공식 개시되었으며,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 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는 2018년 11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USMCA에 서명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환경, 노동, 의약품 접근, 집행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
to USMCA)97)가 3국간에 합의되었다.
93) CPTPP 제20.20조.
94) CPTPP 제20.21조.
95) CPTPP 제20.22조.
96) CPTPP 제20.23조.
97) USTR,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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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2019년 6월에 가장 먼저 동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동년 12월 12일
에 개정 USMCA에도 가장 먼저 비준하였다. 미국의 경우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H.R. 5430)의, 2020년 1월 16일에 상원(S. 3052)의 승인을 받았다. 트럼
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29일에 USMCA 이행법안에 서명하여 비준이 완료되
었다.98) 캐나다는 2020년 3월에 비준 절차를 3국 중 마지막으로 완료하였다.
이로써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 당사국 모두가 협정 비준과 국내 법률 및
규정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99) 2020년 7월 1일에 USMCA가 발효하였다.100)

표 2-7. USMCA 관련 주요 일지
일시
2017. 5. 18

경과
미 무역대표부(USTR), 의회에 NAFTA 재협상 의사 통보

2017. 8. 16

NAFTA 재협상 개시

2017. 8 ~ 2018. 1

제1차~제7차 재협상 진행

2018. 8. 27

USTR,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 원칙적 예비 합의 발표

2018. 8. 31

미국·캐나다 간 NAFTA 재협상 결렬

2018. 8. 31

미 대통령, 의회에 ‘미국·멕시코 무역협정’ 체결 의향서 제출

2018. 9. 5

미국·캐나다, NAFTA 재협상 재개

2018. 9. 30

미국·캐나다, NAFTA 재협상 합의 도출, USMCA 협정문 공개

2018. 11. 30

미국·캐나다·멕시코, USMCA 서명

2019. 1. 29

미국, 국내법령 개정 필요 목록 의회 전달

2019. 4. 18

USITC, 「USMCA가 미국 경제와 특정 산업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보고서 발표

2019. 5. 30

미국, 행정조치계획(SAA) 초안 및 협정문 의회 제출

2019. 6. 19

멕시코 상원, USMCA 비준. 멕시코 측 비준 완료

98)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16-113(2020. 1.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7).
99) USMCA 발효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 대통령은 USMCA의 동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
요한 법·규제 조치를 다른 당사국들이 취하였다고 결정하였음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
산지규칙, 관세, 분쟁해결에 관련된 패널리스트 후보 명단, 위원회의 설치, 멕시코에서의 노동법 이행
등이 이러한 법·규제 조치에 해당된다. USMCA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갖춘 이후에야 동 협정은 “마지막 통보 이후 3개월 차에(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last notification)” 발효하게 된다.
100) 한편 NAFTA는 USMCA가 발효함과 동시에 효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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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일시
2019. 11. 13, 16

경과
미국, 이행법안 하원 발의(H.R. 5430) 및 동반 법안 상원 발의(S. 3052)

2019. 12. 10

미국·캐나다·멕시코, 미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노동·환경 기준 수정 합의

2019. 12. 19

이행법안 미국 하원 통과(찬성 385표, 반대 41표)

2020. 1. 16

이행법안 미국 상원 통과(찬성 89표, 반대 10표)

2020. 1. 29

트럼프 대통령, USMCA 서명(P.L. 116-113)

2020. 3. 13

캐나다 의회 통과

2020. 7. 1

USMCA 발효

주: * USITC(2019a),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8).
자료: CRS(2020a), p. 12; Reuters(2020), "TIMELINE-The long bumpy road from NAFTA to USM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8)를 기초로 저자 재정리 및 보완.

USMCA는 34개 장과 12개의 부속서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NAFTA에 따
른 시장개방조치와 그 밖의 조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원산지 규정, 농산품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에서 유
의미한 변경이 있었다. 또한 USMCA는 서비스, 노동, 환경 관련 조항을 현대화
하였고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반부패, 통화불균형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USMCA의 규율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2019년 12월의 개정의정서에서
는 2018년 11월에 서명된 기존 USMCA 협정문의 분쟁해결, 노동 및 환경 조
항, 지식재산권 보호, 자동차 원산지 규정상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요건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일부 변경·강화되었다.
한편 본고의 목적에서는 NAFTA와 달리 환경조항이 USMCA 협정문 내에
포함되었으며 동 협정의 분쟁해결제도가 환경 챕터에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
다. NAFTA 환경조항의 경우 미ㆍ캐나다ㆍ멕시코 3국 전반에 걸쳐 환경기준
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특히 멕시코가 동 협정에 따른 환경기준
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
기 위해 USMCA는 동 협정 환경 챕터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USMCA의 일반

5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제도(제31장)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USMCA 환경 챕
터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31장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101)
또한 실체적 의무로서 USMCA 환경 챕터에는 환경법 집행,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촉진 등 환경보호 및 환경 거버넌스를 유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어류, 외래침입종, 지속가능한 산림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하에서는 USMCA 환경조항 중 미국이 체결한 그 밖의 FTA와 구별되는 특징적
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적용 범위
USMCA 환경 챕터는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어떠한 무역협정보다도 광범한
환경 현안들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24장은 오존
층 보호,10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103) 대기질,104) 해양쓰레기,105) 무역과 생
물다양성,106) 외래침입종,107) 해면어업,108)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109) 해양생
물 보호,110) 수산보조금,111) IUU 어업,11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113) 지속가
능한 삼림 관리114) 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다루어져야 할 최근의 새
로운 환경 현안을 다수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반면 USMCA 환경
챕터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인프
101) USMCA 제24.23조.
102) USMCA 제24.9조.
103) USMCA 제24.10조.
104) USMCA 제24.11조.
105) USMCA 제24.12조.
106) USMCA 제24.15조.
107) USMCA 제24.16조.
108) USMCA 제24.17조.
109) USMCA 제24.18조.
110) USMCA 제24.19조.
111) USMCA 제24.20조.
112) USMCA 제24.21조.
113) USMCA 제24.22조.
114) USMCA 제2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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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와 같은 분야에 대한 무역·투자를 유인하고 건설적인 기후정책을 촉진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3) 주요 내용

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에 따라, 각 당사국은 (ⅰ) 자국의 국내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을 이에 따라
결정·채택·변경할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고,115) (ⅱ)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이 높은 환경보호 수준을 규정·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116) (ⅲ)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불이행해서는 안 되고,117)
(ⅳ) 무역 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한 보호를 약화하
거나 감소하는 방식으로 동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해서는 안 되
며,118) (ⅴ) 자국 환경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119) (ⅵ)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MEAs)에 합치하는 법
률과 규정을 채택·유지해야 하고,120) (ⅶ) 우선순위로 결정된 환경법과 관련하
여 환경적 집행 자원의 할당에 관한 결정에 재량을 행사할 권리가 당사국에 있
음을 인정하고 있다.121)
115) USMCA 제24.3조 제1항. USMCA 환경 챕터의 목적이 미·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환경기준을 통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Malkawi and Kazmi(2020. 6. 29), “Environmental
Provisions in USMCA: Regression or Progre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7).
116) USMCA 제24.3조 제2항.
117) USMCA 제24.4조 제1항.
118) USMCA 제24.4조 제3항.
119) USMCA 제24.3조 제2항.
120) USMCA 제2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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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자환경협정 준수 의무와 관련해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당사국
인 주요 다자환경협정에 따른 의무를 ‘직접적으로’ 또는 ‘준용 방식을 통해 간접
적으로’ 환경 챕터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USMCA 제24.8
조 제4항에 규정된 방식이 무역협정을 통해 다자환경협정상 의무 전반을 준수
할 것을 간접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며, 제24.9조~제24.12조, 제24.22조~
제24.24조는 (ⅰ) 오존층에 대한 보호 및 보호 장려 의무122) (ⅱ) 선박에서의 해
양오염에 대한 해양환경 보호 의무 및 보호 장려 의무123) (ⅲ) 대기질 개선을 위
한 당사국간 협력 의무124) (ⅳ) 인간·해양·연안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해양쓰
레기 방지·감소 의무125) (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 장려 의
무126) (ⅵ) 상업적 목적 포경의 원칙적 금지의무127) (ⅶ) 일정 유형의 수산보조
금 공여 금지 의무128) (ⅷ) 야생동물 밀매를 규제하고 관련해서 법 집행을 강화
할 의무129) (ⅸ)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역량 및 제도 유지·
관리 의무 및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의 교역을 촉진할 의무130) 등 다자환
경협정에 관련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환경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USMCA가 수산보조금에 관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인상
적이다. 제24.20조는 (ⅰ)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 또는 그 운항자에게
공여되는 보조금131) (ⅱ) 과잉어획(overfished)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
121) USMCA 제24.4조 제2항.
122)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소비·거래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등. USMCA 제24.9조 제1항.
12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상호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 등. USMCA 제24.10조
제3항 제(a)항 내지 제(h)항.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선박의 정기운항으로부터 발생한 오염, 선박으로
부터의 고의적인 오염, 선박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폐기
물 수용시설의 적정성, 특별지역 내에서의 보호 제고, 적절한 경우 항만국의 기국에의 통보 등 집행조
치가 당사국들의 협력대상 분야이다.
124) USMCA 제24.11조.
125) USMCA 제24.12조.
126) USMCA 제24.15조.
127) 단 USMCA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다자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의
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USMCA 제24.19조 제2항.
128)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장려 및 과잉어획(overfishing)이나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통제, 감
축, 궁극적인 철폐 의무 등. USMCA 제24.20조.
129) USMCA 제24.22조 제6항 제(a)호 및 제(b)호.
130) USMCA 제24.23조 제4항 제(a)호 및 제(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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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어업에 공여되는 보조금132) 등 두 가지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였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CPTPP에도 유사한 내용의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이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다만 CPTPP는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어선에 공
여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였던 것에서 USMCA는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범위
에 ‘선박운항자(operator)’에게 공여되는 보조금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수산보
조금 관련 의무가 강화되었다.133) 나아가 USMCA는 수산부문 보조금 공여에
관한 국제규칙을 강화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WTO에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134) 2001년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타결이 근 20년간 지체되는 가운데, USMCA
에 이러한 협력조항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USMCA의 수산보조금 규칙은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
에도 일정한 참고 내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NAAEC 환경협력위원회(CEC)의 유지
2018년에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은 환경협력협정(EC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135)을 체결하고 USMCA 발효와 동시에 발효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와 함께 ECA도 발효
한 상태이다. 동 협정은 NAAEC에 따라 NAFTA의 일부로 설립되었던 환경
협력위원회(CEC)가 USMCA하에서도 유지됨을 규정하였다.136) 환경협력위
원회는 이사회, 사무국, 공동 공공자문위원회(JPAC: Joint Public Advisory

131) USMCA 제24.20조 제1항 제(a)호. 한편 동 규정에 따라 IUU 어업 목록 등재의 주체는 기국, 보조금
공여 당사국,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지역수산협정(RFMA)이다.
132) USMCA 제24.20조 제1항 제(b)호.
133) 다만 당사국들은 USMCA 발효로부터 3년 이내에만 상기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USMCA 제24.20조
제2항.
134) USMCA 제24.20조 제10항.
135)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7).
136) ECA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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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로 구성되고,137) 이 중 이사회는 ECA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된

환경문제를 논의하며 USMCA 제24장의 이행에 관해서도 일정한 역할138)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NAAEC의 주요 구조적, 행정적 특징이 USMCA 체제
의 환경협력위원회에도 그대로 유지·반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USMCA 이전에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USMCA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사인은 일방당사국이 환경법을 효
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장 환경
챕터의 이행에 대중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정한 것이다. 당사국 국적
사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환경협력위원회가 접수하며, NAAEC에서와 동일한
절차(각료급 협의 포함)가 적용된다.139)

다) 개정의정서를 통한 USMCA 환경규범 개선사항
USMCA 개정의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환경 챕터 내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는 등 원 USMCA 협정문에 대해 미 의회에
서 지적하였던140) 사항들이 개선되었다.

(1) 환경의무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or investment between the Parties)”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

에 대한 추정 조항이 신설되었다.141)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된 원 USMCA
137) ECA 제2조 제2항.
138) ECA 제4조 제1항 제(l)호 및 제(m)호.
139) USMCA 제24.27조 내지 제27.31조.
140) 2018년 11월 말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USMCA 서명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이미 민주당이 장악
한 하원의 비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환경·노동 챕터의
집행가능성, 약가 합의가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우려사항
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임명한 작업반 내 9명의 민주당 의원이 USTR과
의 USMCA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협정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Hillman(2019.
10. 7), “Democrats Are Right to Insist on Better Enforcement Provisions in the USM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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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에서는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환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소할
경우, 제소국은 피제소국의 조치(작위나 부작위)가 환경 챕터 의무 위반임을 증
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양 당사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점, 즉 제소국에게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피제소국에게 무역·투
자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증명해야 했다. 문제는 환경·노동 관행과
무역흐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무적으로는 적
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미·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하에서 미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발생한 노동분쟁142)에서도 상기 요건이 문제된 바 있다. 2008년 4월에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와 6개 과테말라 노동조합은 과테말
라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수용가능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자
국 노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CAFTA-DR하에서 진
정을 제기하였다. 미 노동부 무역노동청(OTLA)은 2009년 1월 보고서에서 일
정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0년에 USTR과
노동부는 과테말라가 노동법 집행에 있어 “제도적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실효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였고, 2011년 말에 중
재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13년 4월에 양 분쟁당사국이 18개 노동집행 계
획을 협상하는 동안 패널절차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과테말라가 동 계획
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패널절차가 2014년에 재개되었고
2017년 6월에 패널 판정이 발급되었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및 금전보상을 명한 법
원명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과테말라 정부가 노동법의 실효적 집행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미국측 주장143)과 관련해서 문제된 CAFTA-DR 제16.2조 제
141) USMCA 제24.4조 제1항 각주 5, 제24.8조 각주 7, 제24.9조 제1항 각주 12, 제24.10조 제1항 각주 16.
142) Panel Report,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adopted 14 June 2017.
143) Ibid., para.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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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a)호144)의 구성요건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당사국이 (ⅰ) 동 협정의 발
효일 이후의 시기에 (ⅱ) “지속적이거나 반복적(sustained or recurring)”인 작
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ⅲ)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ⅳ) 자국의 노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제소국

이 증명하여 네 개 구성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상기 노동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ⅰ)번 요건에 관해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었으며145) 패널
은 (ⅳ)번 요건과 관련해서 두 건의 법원명령에서 과테말라 정부가 자국 노동법
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46) 패널은 (ⅱ)번 요건은 미국
측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경제를 이유
로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147)
결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ⅲ)번 요건이었는데, 패널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첫째, 문제된 기업이 경쟁시장 내에서
CAFTA-DR 당사국에 수출을 하거나 또는 CAFTA-DR 당사국으로부터의 수
입에 있어 경쟁을 하였는지, 둘째, 노동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
해 해당 기업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셋째, 이러한 효과로 인해 해당
기업에 경쟁우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148)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미국은 운송회사에 대한 법원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해당 회사의 서비스 공급 비용을 낮추고 아울러 해당 운송회사의 운송서비스
를 이용하는 과테말라 수출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었다고 주장하였으
나,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기록만으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수출업자가 상기

144)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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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CAFTA-DR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였다는 점에는 분쟁당사자간 이견이 없었다. Panel
Report,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adopted 14 June 2017, para, 59, fn. 12.
146) Ibid., paras. 323-324, 382-383.
147) Ibid., paras. 430, 440.
148) Ibid., para.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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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집행으로 인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149) 또한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노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
지 못하는 모든 경우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
하기도 하였다.150) 결과적으로, 미국은 과테말라 정부의 노동법 미집행이 미
국과 과테말라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다. 이처럼 (ⅲ)번 요건은 미
국이 FTA상 환경·노동 조항을 집행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 USMCA에서는 환경·노동 조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무역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추정되도록 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에 대한 일차적 입증책임을 피제소국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2) 다자환경협정 목록 확대 및 이행의무의 강화
자국이 당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다자환경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 규정, 그
밖의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된
원 USMCA는 CITES, MARPOL, 몬트리올의정서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개
정의정서를 통해 4개 다자환경협정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총 7개 다자환경협
정이 USMCA 환경 챕터에 열거되게 되었다. 다만, UNFCCC와 파리협정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련된 규정은 USMCA 환경 챕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151)
각 당사국은 개정 USMCA에 명시된 7개 다자환경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
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 모든 그 밖의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해야 한다.152)
149) Ibid., paras. 454-455.
150) Ibid., paras. 478-479.
151) “탄소 저장(carbon storage)”에 관한 내용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과 관련해서 한 군데 포함
되어 있고( USMCA 제24.23조 제2항 제(b)호.),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로서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이 한 차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USMCA 제24.24조 제1항), 어떠한 실체적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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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다자환경협정 및 이들 협정에 대해 현재 그리고 미래에 USMCA 당사국 상
호간에 합의된 의정서, 개정, 부속서, 조정도 여기에 포함된다.153) 당사국은 다
자환경협정 목록에 그 밖의 환경 또는 보존에 관한 협정을 포함할 것을 서면으
로 합의할 수 있다.154) USMCA에 열거된 다자환경협정과 USMCA 사이에 불
일치(충돌)가 발생할 경우, 당사국 일방이 다자환경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해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USMCA상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의
주된 목적이 무역에의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155)

표 2-8. USMCA 제24장에 규정된 다자환경협정 목록
협정명

구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1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March 3, 1973, as amended)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September
16, 1987, as adjusted and amended)

3

(MARPOL: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February 17, 1978, as amended)

4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February 2, 1971, as amended)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2018.11.30
서명 시
USMCA에
명시된
다자환경협정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5

6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May
20, 1980)

국제포경규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December 2, 1946)

2019.12.10
개정의정서에
따라 추가된
다자환경협정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
7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May 31, 1949)

자료: USMCA 제24장 참고.

152) USMCA 제24.8조 제4항.
153) USMCA 제24.8조 제4항 각주8.
154) USMCA 제24.8조 제5항.
155) USMCA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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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SMCA 환경 챕터에 반영된 7개 다자환경협정(표 2-8 참고) 중 몬트리
올 의정서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질의 생
산ㆍ소비ㆍ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56)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USMCA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현행 개정 또는 향후 개정”에도 동일 의무
가 적용된다.157) 몬트리올의정서는 지금까지 총 5회의 개정을 거쳐 오존층 파
괴물질의 범위를 확대해 왔는데, 2019년 1월 1일에 발효한 가장 최근의 개정
인 키갈리 개정의정서(Kigali Amendment)를 캐나다(2017. 11. 3)와 멕시코
(2018. 9. 25)는 비준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USMCA 제24.8조 제4항 제(b)호가 키갈리 개정의정서 이전의 마지막 개정이
었던 “1987년 9월 16일에 조정 및 개정된(adjusted and amended)”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의무를 USMCA 당사국들이 준수할 것만을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
유에서이다. 즉 제24.8조 제4항 제(b)호와 제24.9조의 의미에서 몬트리올 의
정서에는 1985년에 채택되어 1988년에 발효한 원 몬트리올의정서와 그에 대
한 4건의 개정의정서158)까지만 해당된다.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뿐 아니라 “오존
층을 달리 변화시킬 수 있는(can... otherwise modify)” 물질에도 상기 의무가
적용되는데,159) 이 문구도 키갈리 개정의정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의정서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율 범위를 수소불화탄소(HFCs)에까
지 확대하고, 선진국 기준 2036년까지 HFCs 생산 및 소비의 85% 단계적 감축
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HFCs는 오존층파괴물질이 아닌 기후변화 유발물질
에 가깝다는 점이 키갈리 개정의정서 채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
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본래 오존층파괴물질의 감축 및 규제에 관한 다자환경
156) USMCA 제24.9조 제1항.
157) USMCA 제24.9조 제1항 각주 9. 즉 다자환경협정의 개정의정서 등 추가적인 약속까지 USMCA 당
사국들이 비준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158) (ⅰ) 런던 개정(1988. 9. 22) (ⅱ) 코펜하겐 개정(1994. 6. 14) (ⅲ) 몬트리올 개정(1999. 11. 10) (ⅳ) 북
경 개정(2000. 7. 28). 가장 최근의 개정인 키갈리 개정(2019. 1. 1)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159) USMCA 제2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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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나,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른 개정은 오존층 고갈 문제와는 크게 관련
이 없으며 사실상 기후변화에 관련된 조치에 해당한다.160) 이러한 점에서, 키
갈리 개정의정서가 몬트리올 의정서의 적용 범위와 주된 초점을 부적절하게 확
장했다는 비판161)이 있다. 아울러 미국이 2017년 6월에 파리협정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 USMCA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도 상
기 조항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환경 챕터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의 개선
집행 및 집행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무역협정도 큰 의미를 가
지기 어렵다. NAFTA에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한바, NAFTA 개정 협상에서는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NAFTA의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수정하여 일방당사국(보통 피
제소국)의 패널절차 저지를 방지하고,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자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NAFTA는 제20장에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동 제도에 따라 NAFTA상 거의 모든 조항이 집행 가능했어야 하나, 제도적 흠
결로 인해 해당 분쟁해결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NAFTA 발효 후
25년간 NA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채택된 패널 판정은 3건에 불과하며, 모
두 2001년 이전에 채택된 것이다. 문제는 NAFTA 제2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1월에 채택된 원 USMCA 제31장에서도 패널 형성 이전에 자유무역
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피제
소국이 패널의 형성을 일방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피제소국은 자
유무역위원회 소집을 저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패널 형성도 저지할 수 있었

160) Loris and Schaefer(2018), “The Kigali Amendment Offers Little Benefit to the Climate,
Great Cost to the U.S. Econom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
161) Ibid.,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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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원 USMCA에서는 위 제도적 흠결에 대한 수
정 없이 NAFTA 제20장에 대한 일부 수정만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USMCA
가 환경 챕터하에서의 분쟁도 USMCA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162) NAFTA에서와 동일한 고의적 패널절차 저지 또는
절차 지연이 예상되며, 향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163)가 있었
다.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USMCA 개정의정서는 패널설치 이
전에 자유무역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164) 또한 피제
소국이 패널위원 추첨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동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경
우 제소국이 모든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165)
둘째, 개정 USMCA는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규칙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166)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일부로
서 증거규칙의 마련을 의무화한 것은 USMCA가 처음이다. 이는 무역협정의
‘완전한 집행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167) 신설되는 증거규칙에
따라 분쟁당사국들은 익명 증언, 일부 내용이 삭제된(redacted) 증거, 법정 증
언 또는 선언ㆍ진술서ㆍ보고서ㆍ화상회의를 통한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168)
그리고 패널은 심리에 앞서 분쟁당사국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락해
야 하며,169) 분쟁에 관련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분쟁당사
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70)

162) USMCA 제24.32조.
163) Gantz(2019), p. 8.
164) USMCA 제24.32조(분쟁해결)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5항 제G호 (ⅰ)목.
165) USMCA 제31.9조(패널 구성) 제1항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7항 제D호.
166) USMCA 제31.11조 제2항.
167) 특히 제3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동 조항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규칙의 필요성이 미·
CAFTA FTA하에서 이루어진 과테말라 노동분쟁을 통해 분명해졌다는 의견으로는 다음을 참고.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Improvements to the USMCA - Secured by
Democrats in the ‘December 10th Agreement’,”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168) USMCA 제31.11조 제2항 제(a)호 및 제(b)호.
169) USMCA 제31.11조 제2항 제(d)호.
170) USMCA 제31.11조 제2항 제(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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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USMCA 환경 챕터는 환경조항을 강화하고 현대
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칙 수정과 추가가 이루어졌다. 미·캐나다·멕시코 3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던 NAFTA와 NAAEC에 규정된 내용보다 적용 범위, 실체
적 의무의 내용, 집행가능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USMCA 환경 챕터를 CPTPP 환경 챕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야생동물 밀매, 불법벌채, 불법어획, 수산보조금, 해양오염 등 양 협정
의 적용 범위는 유사하나 실체적 의무 수준에서는 USMCA에 ‘CPTPP plus’ 수
준의 실체적 의무가 다수 반영되었다. 또한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도 USMCA 환
경 챕터에 규정된 환경협력위원회(CEC)·사무국·공동 공공자문위원회(JPAC)
제도, 당사국 국적의 사인에 의한 환경의무 위반 진정 절차 등은 CPTPP에는
없는 ‘CPTPP plus’ 요소이다.
다만 한계도 있다. 환경의무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환경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
화나 재생에너지와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탄소배출, 기후변화 완화 의무,
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조항이 향후 새로운 무역 협상·협정 모델로서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USMCA 환경 챕터의 규율 범위에 기후변화가 포
함되지 않고 동 챕터의 다자환경협정 목록에 UNFCCC와 파리협정은 빠져 있
다는 점,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기후변화를 FTA TSD 챕터의 구성요소로 포함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향후 USMCA가 FTA 환경 챕터 협
상에 ‘이상적인’ 모델 내지는 선례로 기능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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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
1) 개요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시장접근과 무역·투자 원활화, 상호인정, 규제협력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양자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다. 반면 FTA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유럽연합이 역외국과 포괄적 FTA 협상을 추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171)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2007년 6월 정상회의를
통해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데 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5월부터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협상에 착수하였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양측은 모두 선진국이므로 당초 협상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순조롭게 진행되
는 듯했으나, 농업, 지식재산권, 정부조달시장 등 주요 쟁점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캐나다는 유럽
연합의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유럽연합은 캐나
다에 낙농업보호시스템 개방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장기간 표류하였다. 가령 벨
기에의 왈롱(Wallon) 지역 의회는 CETA를 통한 쇠고기, 돼지고기 시장개방에
반대하며, 벨기에 정부가 협상안 합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2)

171)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역외국과의 포괄적 FTA 추진을 골자로 한 Global Europe Initiative를
발표한 후, 한국, ASEAN, 인도 등의 역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172) 벨기에가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임을 감안할 때 특정 지방정부의 완강한 반대는 벨기에
연방정부의 입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EU의 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
어야 하므로 협상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 완강하게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타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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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CETA 관련 주요 일지
일시
2007. 6

경과
EU와 캐나다,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2008. 10

EU·캐나다 FTA에 대한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 발표

2009. 5

EU·캐나다 정상회의(체코 프라하)에서 양측간 CETA 추진 발표

2009. 10 ~ 2013. 10

EU·캐나다 CETA 공식협상 진행

2014. 8

CETA 타결

2014. 9

CETA 협정문 공개

2016. 2

CETA에 대한 법적 검토 완료

2016. 7

유럽위원회, CETA에 대한 최종 승인을 EU 이사회에 요청

2016. 10

EU와 캐나다, CETA에 서명

2017. 2

유럽의회가 CETA에 대한 동의안 결의

2017. 5

CETA 이행을 위한 캐나다 국내법 통과(royal assent)

2017. 9. 21

CETA 잠정발효

주: * Government of Canada & European Commission(2008),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a Closer
EU-Canada Economic Partnership - A Joint Study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hronology of events and key milestones”; Government of Canada, “View
the timelin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8.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양자 무역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
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은 식품안
전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등의 이슈로 인해 유럽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는데, EU·캐나다 CETA 또한 TTIP과 유사한 협정으로 간
주되어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러한 이유로 CETA는 유럽연합의 무역협정
중 유례없이 낮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하였다.173)
이후 EU·캐나다 CETA는 2017년 9월 21일 잠정발효가 이루어졌다.
CETA 이전에도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무역 관련 환경·노동 조항을 FTA에
포함해 왔다. 단 캐나다는 NAFTA에서처럼 FTA와 병행해서 별도의 협정을

173) 2017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럽의회 투표에서 EU·캐나다 CETA는 찬성 408표(59%), 반대 254표
(37%), 기권 33표(5%)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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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방식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다루어 왔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환경·
노동 이슈를 좀 더 광범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의 틀 안에서 FTA에 반영해
왔다.174) CE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환경·노동 분야를 지속가능발전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캐나다에 제안하면서175) 유럽연합의 접근법이 CETA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CETA에는 환경·노동 조항이 3개 챕터, 즉 제22장(무
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 제23장(무역과 노동 챕터) 및 제23장(무역과 환경 챕
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 입장에서는 FTA에 지속가능발전 챕터

가 포함된 것은 CETA가 처음이다.176) 위 3개 챕터 중 제23장은 본 연구의 제
3장(FTA 노동규범)에서 다루고, 아래에서는 제22장과 제24장을 중심으로 검
토한다.

2) 제22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
CETA 제22장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며, 후속하는 제23장(무역
과 노동)과 제24장(무역과 환경)에 적용될 제도적 규칙, 즉 골격을 마련하는
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2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협력 및 무역의 촉진에 관해 규정한다. 양 당사자
는 (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 무역 관련 지속가능발전 사안에 관해 대화
하고 협의하며 (ⅱ)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촉진하
고, CETA의 이행이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감독·평가할 것을 약속하였다.177) 둘째, CETA 제22장은 무역과 지
속가능발전에 관한 위원회(CTSD: Committee on Trade and Sustainable
174) European Commission(2014), “CETA – Summary of the Final Negotiating Results”, p. 17,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8. 2).
175) Ibid.
176) Nadarajah, “CETA’s Implic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anada,”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
177) CETA 제2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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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 정부간 기관이다. 동 위원회는 비정례적으로 회합하며, CETA
제22장 내지 제24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CETA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며,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78) 셋째, CETA 제22장
은 양 당사자가 공동의 시민사회포럼(joint CSF) 회의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
다. 동 회의에서는 CETA의 맥락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시민사회포럼은 독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고용인, 노동조합, 협
회, 환경단체,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179)

3)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국제
적 의무 재확인, 당사자의 규제권한 보호, 당사자간 협력, 분쟁해결 등에 관
한 조항을 두고 있다.180)

표 2-10. CETA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규제권 및
보호 수준

· 무역과 환경 챕터는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자신의 환경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에 상응하는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을 인정
· 자신의 국내법과 정책하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노력하고, 자신의 환경 법·정책
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할 것을 약속

다자환경협정상
의무 재확인
실효적 집행 및
이탈금지조항
(non-derogation)

·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데 다자환경협정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양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양한 다자환경협정상의 의무를 재확인
· 자국의 국내 환경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무역이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
경법을 면제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됨을 약속

178) CETA 제22.4조.
179) CETA 제22.5조.
180)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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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계속
분류

주요 내용

구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

· 무역과 환경 챕터는 당사자의 환경법 위반에 대해 국내 구제절차 이용이 가능하
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
· 환경법·정책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 부담

산림제품 및
수산제품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지
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업 및 수산양식업을 촉진할 것을 약속

협력

· 환경 상품·서비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무역 관련 환경이슈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

분쟁해결

· 무역과 환경 챕터하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관해 양 당사자는 협의할 수 있으
며, 협의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을 설치할 수 있음.
· 전문가패널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동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공개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Summaries: 24. Trade and Enviro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와 후술하는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모두 당사
국의 규제권(right to regulate)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181) 규제권에는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노동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국의 법과 정책
을 채택·수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규제권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된다.
첫째,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과 정책을 CETA를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에 불합
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없다.182) 둘째, 보호 수준의 유지(upholding
levels of protection) 의무를 규정하였다.183) 즉 당사국들은 무역을 촉진하

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투자의 설립·인수·확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의 환경법과 환경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
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 될184) 의무를 진다.185) 나아가 CETA는
181) CETA 제23.2조 및 제24.3조.
182) Ibid.
183) CETA 제24.5조. 한편 CETA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도 제23.4조에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다.
184) 해당 의무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Party shall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its environmental law, to encourage trade 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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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자신의 [환경 및 노

동] 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186) 유럽연합
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무역이 환경·노동 기준을 저해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187) 한편
한·EU FTA의 경우 CETA 제23.4조 및 제24.5조와 같은 의무188)에 더하여 환
경·노동 기준이 보호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
무189)가 규정되어 있는데, CETA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유럽연합
과의 관계에서 환경·노동 기준에 있어 캐나다와 한국이 우려하는 바가 상이하
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190)
그 외에,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신이 당사자로 있는 다자환경협약의 실효
적 이행을 약속하고,191)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투자를 원활하게 하
고 촉진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192) 그리고 제24.10조에서 산림제
품의 교역, 제24.11조에서 수산물과 수산양식제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줄 추가]
185) 이러한 의무는 CETA상의 의무를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된 2016년 10월의 공동해석문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6), “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October 27), https://data.consilium.europa.e
u/doc/document/ST-13541-2016-INIT/en/pdf(검색일: 2020. 10. 6).
186) CETA 제24.5조. 한편 CETA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도 제23.4조에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다.
187)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또한 다음을 참고한다. Nadarajah, “CETA’s Implic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anada,” 온라인자료(검색일: 2020. 8. 2).
188) 한·EU FTA 제13.7조 제2항.
189) 한·EU FTA 제13.2조 제2항.
190)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191) CETA 제24.4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밑줄 추가). “Each Party reaffirms its commitment to effectively implement in its law and practices, in its whole territory,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it is party.” 즉 유럽연합과 캐나다 모두 당사국으로 있는 다자
환경협정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캐나다 중 일방당사자만 가입되어 있는 다자환경협정의 경우에도 해
당 일방당사자에게 실효적 이행 의무가 CETA상 발생한다.
192) CETA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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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사이의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
하는 데 있어, 각 당사자는 관련 과학·기술 정보 및 국제기준·지침·권고를 참작할
의무를 진다.193) 단, CETA는 사전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과학적 확실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향후 도래할 수 있
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ETA는 사전예
방원칙을 반영한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다.194)
표 2-11. CETA 제23장 및 제24장에 규정된 사전예방 원칙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제23.3조 제3항 제3문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
제24.8조 제2항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in case of
existing or potential hazards or conditions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ause
injury or illness to a natural person, a Party
shall not use th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as a reason to postpone cost-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where there
are threats of serious or irreversible damage,
the lack of full scientific certainty shall not
be used as a reason for postponing
cost-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양 당사자는 자연인에게 피해 또는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조건
이 현존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학적
으로 완전한 확신이 없다는 점을 비용효과적인 보
호 조치를 연기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피해의 우
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으로 완전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 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
를 지연하기 위한 사유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료: CETA 제23.3조 제3항 제3문 및 제24.8조 제2항. European Commission, “CETA Chapter by Chap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에서 원문 발췌 및 저자 번역.

또한 CETA에는 시민사회의 관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일부 포함되었다. 유럽
연합·유럽연합 회원국·캐나다가 2016년 10월에 발표한 공동해석문서(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에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22장), 무역과 노동

193) 건강보호 및 근로자의 안전을 이행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CETA 제23.3조 제3항, 환경 입법에 관해
서는 제24.8조를 참고.
194)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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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무역과 환경(제24장) 관련 의무가 “구속력 있는 평가 및 검토 메커니

즘”의 적용을 받고,195) 유럽연합·유럽연합 회원국·캐나다는 CETA의 이행을
평가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
하였다.196) 특히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TSD)가 CETA의 이행 현황을
시민사회포럼197)에 제공하도록 하였다.198) 시민사회포럼은 달리 합의되지 않
는 한 연례적으로 회합한다. 시민사회포럼은 CETA 제23장 및 제24장에 규정
된 국내자문단(DAGs) 참여자 등 당사자 영역 내에 설립된 시민사회 기관들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사회포럼의 목적은 CETA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에 관한 대화를 수행하는 데 있
다.199)
CETA 제23장 및 제24장은 또한 국내자문단(DAG)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
한다.200) 국내자문단은 지속가능발전 챕터 관련 사안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자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으며, 독자적으로 의견과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 국
내자문단은 독립적인 국내 시민사회 집단을 균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
다.201) 한편 유럽연합 측 국내자문단은 보통 15인으로 구성된다. 국내자문단
회의 빈도 및 자문단 위원 임명절차는 CE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 당사
자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국내자문단 임명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202) 국내
195) European Union(2017a), “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January 14), para. 10(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196) Ibid., para. 10(b).
197)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TSD)는 CETA 제22.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198) CETA 제22.4조 제4항.
199) CETA 제22.5조 제1항 및 제2항.
200) CETA 제23.8조 제4항 제1문 및 제24.13조 제5항 제1문. 단 제23.8조상의 명칭은 제24.13조와 달
리, “국내자문단(DAG)”이 아니라 “국내 노동 또는 지속가능발전 자문단(domestic labour or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group”이다.
201) CETA 제23.8조 제4항 제2문 및 제24.13조 제5항 제2문.
202) 참고로 유럽연합에는 전문가그룹을 임명하는 데 FTA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규
칙이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European Commission, “Expert Groups Explained”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7,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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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은 CETA 무역과 환경 및 무역과 노동 챕터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행동계획에 관한
의견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TSD)에 제출할 수 있다.203)
환경·노동 사안에 관한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관여 이외에도, CETA는 제22장
에 투명성 규칙을 두어 대중에의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대중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204) 제23장과 제24장에 규정된 공공정보 및 인지(awareness)에 관한 조
항205)과도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206) 양 당사자는 공공당국에 의한 노
동법·환경법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고안 및 구체화에 관해 비국가 행
위자와의 공공토론을 장려할 의무를 진다.
마지막으로 CETA는 (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CTSD)를 통한 정부
협의 절차와 (ⅱ)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및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에 적용
되는 전문가패널 절차를 규정하였다.207) 다자환경협정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
서는 전문가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관기구의 입장과 정보
를 구해야 한다.208) 전문가패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전문
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209) 전문가패널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
하고, 동 보고서는 가능한 경우 대중에 공개될 것이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
원회(CTSD)가 전문가패널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이행을 감독한다. 시민사
회 단체210)와 시민사회포럼은 이에 관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203) CETA 제23.10조 제12항 및 제24.15조 제11항.
204) CETA 제22.2조.
205) CETA 제23.6조 및 제24.7조.
206)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207) CETA 제23.9조 및 제23.10조, 제24.14조 및 제24.15조.
208) CETA 제24.15조 제9항. 제3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CETA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ILO 노동기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패널은 ILO의 해석지침, 판정, 또는 결
정 등 동 기구로부터 정보를 구해야 한다. CETA 제23.10조 제9항.
209) CETA 제23.10조 제10항 및 제24.15조 제9항의 각주(중재에 관한 부속서 29-A의 규칙 42 관련).
210)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 CETA 제23.10조 제12항 및 제24.13조 제5항에 규정된 협의 메커니즘을 통
해 의견을 제출한다.

78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편 CETA 제24장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제재’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전문가패널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패널의 역할
은 일방당사자의 조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사안을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211) CETA에 제재조항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면 캐나다는 제재조
항을 포함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212)
CETA 제24장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
는 환경·노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주선·조정·중개를 이용할 수 있다.213) 주선·
조정·중개 또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해당하므로, 의무 및 판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4) 평가
유럽연합 FTA TSD 챕터의 주요 한계 중 하나는 환경·노동 조항의 집행가능
성이 낮다는 점이다. TSD 챕터에 규정된 2단계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집행가능
성을 보장하려고 하나,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에서는 제재
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동권과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FTA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CETA는 이전 무역협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TSD 챕터를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는 배제하고, 한·EU FTA에서 규정된 2단계 분쟁해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
다. 제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상호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만을 규정

211)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212)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그리고 유럽연합이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제도
를 TSD 챕터에 적용하기를 꺼리는 것은, 그러한 제재가 유럽연합 자체의 법령이나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도 확인 가능하다. Ibid.
213) CETA 제23.11조 및 제2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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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TSD 챕터의 ‘협력적’ 성격이 CETA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214) 유럽연합 FTA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문제는 최근 종료
된 한·EU FTA 노동분쟁과도 관련되며, 본 연구의 제5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14) 또한 다음을 참고한다. European Parliament(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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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무역협상에 노동이슈를 포함하는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여 온 민감한 주제이다. 선진국은 무역개방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
소와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노동권 보호 수준을 지적하며 무역협상의 범위를
노동권 문제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를 ‘감춰진 보
호무역주의’로 파악,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무역협상에 노동기준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주요국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다자무역규범으로 정
립되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WTO 다자협상의 정체 속에 급증한 양자간 FTA는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새로운 기제를 제공하였다. 양자간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
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FTA 협정문 내에 노동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통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WTO 출범 당시 노동조
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2개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7개로 증가하였다.215) 미국은 NAFTA 체결 시 별도의 협정을
통해 노동규범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는 거의 모든 FTA에 노동 챕터를 마련함
으로써 노동기준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유럽연합도 2008년 카리
브공동체와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모든 FTA에서 노동과 환경규
범을 결합한 별도의 챕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거대
시장을 갖춘 선진국의 무역-노동기준 연계정책은 이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
결한 상대국의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의 무역협정 중 노동 챕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에 나타난 노동조항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고,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215) Kraatz(2015),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nd Labour,”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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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CPTPP, USMCA, EU·캐나다 CETA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FTA에 포
함된 노동 챕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한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가. 국가간 입장 차이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무역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분야 중 하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GATT 체제에서 무
역-노동기준의 연계 방법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실무그
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미국은 일부 유럽 국가
들과 함께 기본 노동권의 준수를 WTO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고,
무역과 노동기준의 관계를 검토할 상설실무그룹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에 개발
도상국들은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를 선진국의 감춰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하
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216)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
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각료회의 직전 미국은 무역과 핵심 노동기준 간
의 관계를 검토할 상설기구를 WTO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
안은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에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보
호무역 성향과 함께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217) 대부
분의 개발도상국은 WTO 협상이슈에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노동 관련 문제는 ILO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싱가
216) WTO, “Trade and Labour Standar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0).
217) Santos, “The Lessons of TPP and the Future of Labor Chapters in Trade Agreements,”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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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각료회의의 선언문은 무역과 노동조건의 연계에 관한 언급 없이 원칙적인
사항과 이에 관한 ILO의 역할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동 선언문의
제4항에서는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각국의 비교우위, 특히 저임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가 결코 문제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218) 또한 이 문제에 대해 WTO
와 ILO 사무국 간의 협력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
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실무그
룹을 WTO 내에 설치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
를 다루기 위해 ILO-WTO 공동포럼의 설치를 제안하였다.219) 반면에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시애틀 각료회의는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였고,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선언문 내용을 재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동일한 현상은 DDA 협상 중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해서는 다자협상 무대인 WTO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

나. 기본 논의
무역과 노동기준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무역개방을 통해 노동법을 포함한
한 국가의 노동기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동기준의 변화에 따라 산업
생산의 비용 및 생산성, 산업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논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간 노
동기준의 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생산비용에는 기본임
금 외에도 노무관리 및 안전보장,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 사회보험, 연금 등
218) WTO(1996. 12. 18),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219) Lam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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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포함된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노동기준이 엄격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용에 포함되는 사회적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낮은 임금에 따른 가격우위 외에도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
다.220)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제도의 발
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공정무역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동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노동조건의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규범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221)
반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다양한 실증연구는 낮은 노동기준이 가격경
쟁력에 기여하고 그 결과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다.222) 개발도상국이 비숙련 노동집약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이유는 자
본·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며, 부존생산요소를 바탕으로 한 국
제분업의 결과 노동집약 산업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노동기준
을 반드시 비교우위의 원천으로 볼 수는 없으며,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려
는 움직임은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에 가깝다.223) 같은 맥락에서 무역협정에 포
함된 노동조건이 실제로 관련국의 노동권 증진에 기여하는지 그 여부가 확실
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224) 반면에 선진국의 해외 노동상황 제고를 위한 노
력이 해당 개발도상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였다는 실증적 연구225) 또한 존재
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된 또 다른 주장은 노동기준이 낮은 국가와의 무역 확
대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기준 하락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지칭되는 이 주장에 따르면, 개발
220) Rodrick(1996); Mah(1997); Busse(2000); Busse(2002); Wolffgang and Feuerhake(2002).
221) Turnell(2002); Barry and Reddy(2006).
222) OECD(2000); Maskus(2002); Dehejia and Samy(2008); Flanagan(2003); Flanagan(2006).
223) Bhagwati(2001); Burgoon(2004); Bakhshi and Kerr(2010).
224) Flanagan(2003).
225) Elliott and Freeman(2003); Ok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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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과의 생산비용 경쟁에 직면한 선진국은 복지정책의 일부인 노동기준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226)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데, 무역이 매개가 됨을 감안할 때, 무역
협상은 국제적 노동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될 수 있다.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가. 미국의 FTA
미국은 1985년에 이스라엘과 최초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1988년에는 캐
나다와 FTA를 체결하였다. 당시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는 별도의 노동규범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1992년에 체결되어 1994년에 발효한 NAFTA는 노동
자 권리 조항이 FTA와 결부된 최초의 사례이다. NAFTA에서도 전문에서 새로
운 일자리 기회의 창출, 근로조건의 개선, 노동기본권의 개선 및 강화 등을 언
급한 것 이외에는 협정문 내에 별도의 노동기준을 두지 못하였으나, 미국 부시
행정부(공화당)에서 협상이 진행된 NAFTA는 이후 클린턴 행정부(민주당)에
서 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져 노동과 환경보호에
관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은 전문과 7개 챕터에 걸쳐 미국·캐나다·

멕시코 3국이 NAFTA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높은 수준의 노동기
준(high labor standards)”을 규정하고,227) 구체화된 절차를 통해 노동권에 대
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228) 그러나 완전한 분쟁해결절차는 오로지 무
226) Mosley and Uno(2007).
227) NAALC 제2조.
228) NAALC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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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관련된 사안에서, 국가가 아동노동, 최저임금,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자국 법 집행 의무를 두고 “[의무]불이행의 지속적인 패턴(persistent pattern
of failure)”을 보이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결사의 자

유나 단결권은 각료간 협의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이후 미국은 2001년 12월에 발효한 미국·요르단 FTA부터는 협정 본문에
ILO 선언 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체결된 미국의 모
든 FTA는 별도의 노동 챕터를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 5월 부시 행정부
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With America) 발표를 통해 당시 협상이 진
행 중이던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노동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FTA는 본문에 “작업장에서의 기
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ILO 기본노동권 선언)”과 같은 명시적인 노동기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기준 위반 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이행
부과금 부과, 호혜관세의 적용 중단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규정을 포함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이 2000년대에 체결한 FTA의 노동기준은 NAALC의 연장선
상에서 발전한 것이다. NAALC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패
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229) 판정 결과를 피제소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패널은 이행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230) 피제소국이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피제소국을 상대로 NAFTA상의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231) 이와 같은 규정은 2001년에 체결된 미국·요르단 FTA에서 분쟁해결
패널에 관한 조항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이후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바레

229) NAALC 제29조.
230) NAALC 제39조 제4항. 한편 집행부과금은 최초 1년 2,00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당사국 무
역규모의 0.007% 이하 수준에서 가능하다. NAALC 부속서 39(Monetary Enforcement Assessments),
para. 1.
231) NAALC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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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만과의 FTA에서는 분쟁해결절차가 (ⅰ) 정부간 협의 (ⅱ)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ⅲ) 분쟁해결패널의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232)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제19장 노동 챕터에서 노동기준을
규정하였다.233) 노동 챕터는 국제노동기준의 법제화, 무역, 투자 촉진을 목적
으로 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간
협의절차 및 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한다.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처음 타결
되었을 당시 노동 및 환경 챕터상의 의무불이행은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
록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6월의 추가협의에서 미국은 이를 상품과 서비스 분
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전환하였다. 같은 기간에 미국이
타결한 페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와의 FTA도 노동 분야의 분쟁해결에 일
반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나. 유럽연합의 FTA
유럽연합의 FTA에 노동조항이 포함된 것은 2000년에 발효된 EU·이스라엘
제휴협정부터이다. 1995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Barcelona Process)에 의거하
여 유럽연합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유럽·지중해 파트너십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유럽연합이 모로코(2000년 발효), 요르단(2002년),
이집트(2004년), 알제리(2005년), 레바논(2006년)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상품양
허에 국한되었고, 협정문 본문에 ILO 등 국제기구의 협약에 대해 언급하거나,
노동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스라엘(2000년 발효)과 체결된 제휴협
232) 강유덕, 고보민(2016), p. 11.
233) 한·미 FTA는 2007년 4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동년 6월에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미국의 무역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만료 직전인 2007년 6월 30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미
FTA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발효가 지연되었고, 이후 추가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
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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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34)에서는 제VIII편(사회문제) 제63조 제1항에 “실업, 장애인 재활, 남녀 균
등대우, 노사관계, 직업훈련, 산업안전보건 등 탈공업사회의 사회문제에 관련
된 문제”를 포함하여,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둔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무역협정 중 최초로 고용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FTA에 포함되는 노동조항을 조금씩 발전시켰다. 2000년
에 발효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FTA에서는 전문에 처음으로 4대 기본노동
권에 대한 ILO의 기본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2003년에 발효한 칠
레와의 FTA에서는 처음으로 협정문 본문에 ILO 핵심협약을 언급함으로써 무
역협정에 국제적 노동기준을 포함하였다. 이 협정의 제5부 제43조~제45조는
사회적 협력을 규정하는데, 기본적인 사회권을 존중하기 위해 ILO의 적절한
협약을 활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노동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
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제43조는 EU의 무역협정 중 처음으
로 양측이 공동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예: 노동조합,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EU·칠레 FTA에 포함된 사회적 협력에 관한 조항은 주요한 사회정
책 분야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진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실효적이라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볼 수 있
다.235)
유럽연합의 FTA 중 포괄적 노동조항을 포함한 첫 번째 협정은 2008년에 카
리브해 연안국들과 체결한 EU·CARIFORUM 경제동반자협정(EPA)236)이다.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ACP)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

234)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Other P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235) 강유덕, 고보민(2016), p. 15.
236)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CARIFORUM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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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권역별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카리브공동체와의 EPA가 가장 먼저 타결되
었다. 동 EPA는 제5장 ‘사회적 분야(Social Aspects)’에 ILO의 핵심협력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제191조에서는 ‘ILO 기본권 선언’과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192조에서는 양측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
범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 및 노동기준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다만 카리브 국가들이 자국의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사회 규범과 노동기준을 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노동조항의 준수에 있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력을 얻도록 하였고, 양측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2011년에 잠정 발효한 한국과의 FTA부터는 노동과 환경 기준
을 조합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형화된 노동기준
을 도입하였다. 한·EU FTA는 국제기구 협약에 대한 준수의무를 명시하고,237)
양측의 고위 관료로 구성된 TSD 위원회를 설립하며,238) 양측간의 시민사회
대화를 개설하도록 하였다.239) 또한 분쟁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의절차240)와
전문가패널의 설치241)를 규정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이 체결한 모든 FTA에는
한·EU FTA의 TSD 챕터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TSD 챕터가 포함되었다. 주
요 구성요소로는 (ⅰ) ILO 핵심협약을 통한 4대 노동기본권 명시 (ⅱ) TSD 위
원회 구성 (ⅲ) 국내자문단(DAG) 구성 (ⅳ) 시민사회 대화 운영 (ⅴ) 정부간 협
의절차 (ⅵ)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이 있으며, FTA 협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242)

237) 한·EU FTA 제13.4조.
238) 한·EU FTA 제13.12조.
239) 한·EU FTA 제13.13조.
240) 한·EU FTA 제13.14조.
241) 한·EU FTA 제13.15조.
242) 강유덕(202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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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FTA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 말 현재 총 56개국과 17개
의 FTA를 발효하였다.243) 또한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4건의
FTA가 서명·타결되었고, 6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244) 한국의 FTA 중
별도의 노동 챕터를 통해 노동조항을 포함한 사례는 2007년 6월에 서명이 이
루어진 한·미 FTA가 처음이다. 2000년대 초중반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
역연합(EFTA), 인도와 체결한 FTA는 별도의 노동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반
면에 한·미 FTA 이후 추진된 FTA는 상당수가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논의를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
하였음을 볼 때, 한·미 FTA는 무역과 연계된 국제적 노동기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한·미 FTA
의 추진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한국과 상대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한국의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이
미국과 EU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립되었음이 더욱 자명해 보인다. 예를 들
어 2003년 2월에 서명이 이루어진 한·칠레 FTA는 노동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동년 6월에 서명된 미국·칠레 FTA는 제17장 노동 챕터를 통해 ‘ILO
의 기본권 선언’과 그 후속조치,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다. 유사한 예로 2005년 8월에 서명이 이루어진 한국·싱가포
르 FTA는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보다 앞서 2003년 5월에 체결
된 미국·싱가포르 FTA의 제17장 노동 챕터에는 미국·칠레 FTA와 거의 같은
243) 이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앙아메리카 5개국(코
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 체결한 FTA는 상대국이 경제공동체인 관계로
한국·복수국 간의 협정이다. 한·ASEAN FTA 체결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와 별도의 FTA를 체결한 바 있
으며, 이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도 각각 FTA를 체결하였다(다만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인
니 CEPA는 아직 발효 이전임).
244)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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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은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TSD)’ 챕터에 노동과 환경기준
이 포함되었다. 이 챕터는 한·EU FTA의 제13장 TSD 챕터와 내용상 매우 흡
사한데, 이는 터키의 통상정책이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이다.245) 터키와 더불어 유럽연합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는 EFTA도 EU와
마찬가지로 TSD 챕터를 FTA에 포함하였다. 다만 한·EFTA FTA(2005년 12월
서명)의 경우 유럽연합이 FTA에 노동기준을 포함하기 이전에 체결되었기 때문

에 별도의 노동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미 FTA, 한·EU FTA 이후에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
드, 중미와 체결한 FTA는 별도의 노동 챕터를 포함하는 반면,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는 별도의 노동 챕터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중 페루, 캐나다와 체결
한 FTA의 노동 챕터는 한·미 FTA와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 이유는 한국
과 페루 양측이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미국과 NAFTA를 통해 무역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
페루 FTA상의 노동분쟁은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캐나
다 FTA에서는 패널 판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부과금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246) 한·호주 FTA와 한·뉴질랜드 FTA의 노동 챕터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특히 노동 관련 이견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는 한·EU FTA와 유사하게 제16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를 통해 노

245) 한·터키 FTA 기본협정의 제5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챕터는 한·EU FTA의 제13장과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차이점은 노동 및 환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 방식에 있어
한·EU FTA만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장은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터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터키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TSD 챕터가 가지는 외형적 틀 정도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246) 한·캐나다 FTA, 부속서 18-E(금전적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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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환경기준을 규정하며, 내용면에서도 한·EU FTA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다.247) [표 3-1]은 한국의 기발효 FTA에 포함된 노동 챕터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표 3-1. 우리나라 기발효 FTA에 포함된 노동 챕터의 주요 특징
FTA
상대국

노동
챕터

ILO와의 관련성

이행체제

제재 및 이행부과금

1

칠레

×

-

-

-

2

싱가포르

×

-

-

-

3

EFTA

×

-

-

-

4

ASEAN

×

-

-

-

5

인도

×

-

-

-

TSD 위원회 설치
국내자문단 운영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 제도

없음

6

EU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존중·증진·실현 약속

․
․
․
․

7

페루

O

․ ILO 기본권선언(1998)

․ 노동협의회 설치
․ 정부간 협의
․ 노무협의회 설치
․ 정부간 협의 후
공동위원회에 회부,
패널 설치 가능

없음

8

미국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고용, 직업상 차별
금지)

9

터키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 노력

․ 공동위원회 운영
․ 필요시 위원회·작업반
개설

없음

10

호주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 노력

․ 정부간 협의절차
․ 임시 위원회 개설 가능

없음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외
추가적 보호조치 보장
(최소 고용기준, 직업상
안전, 이주노동자 보호)

․
․
․
․

11

캐나다

장관급 노동 협의회
공중의견제출 제도
정부간 일반협의제도
검토패널 설치

․ 이행부과금 요구 및
양허정지 가능

․ 이행부과금 요구
가능

247) 다만 노동과 환경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운영체계는 한·EU FTA에 비해 단순화되어 있는데,
정부간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패널 설치 규정은 갖추고 있지 않다.

제3장 FTA 노동규범• 93

표 3-1. 계속
FTA
상대국

노동
챕터

ILO와의 관련성

이행체제

제재 및 이행부과금

중국

×

-

-

-

13 뉴질랜드

O

․ ILO 기본권선언(1998)
․ ILO 사회정의 선언
(200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 노력

14

×

-

15 콜롬비아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 노력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없음

중앙
아메리카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채택·
유지 노력

․ 노동위원회

없음

12

16

17

베트남

영국

O

․ ILO 기본권선언(1998)
․ 4대 기본노동권
존중·증진·실현 약속

․ 노동위원회
․ 정부간 협의절차 규정

-

․
․
․
․

TSD 위원회 설치
국내자문단 운영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정부간 협의 및
전문가패널 제도

없음

-

없음

주: 한·EU FTA,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노동 챕터가 아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임.
자료: 한·EU FTA 제13장, 한·페루 FTA 제18장, 한·미 FTA 제19장,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장, 한·호주 FTA 제17장,
한·캐나다 FTA 제18장, 한·뉴질랜드 FTA 제15장, 한·콜롬비아 FTA 제16장, 한·중미 FTA 제16장, 한·영 FTA
제13장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기발효 FTA에 포함된 노동규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챕터 및 노동기준의 유무는 FTA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체결한
FTA에는 별도의 노동 챕터가 포함되었고, 특히 미국 및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에서는 상대국의 무역-노동기준 연계 방식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둘
째,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는 노동기준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래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것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입장이었
고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정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FTA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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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의 사정에 따라 한국의 FTA에 노동기준의 포함 여부가 결정된 것이다. 셋
째, 상대국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이더라도 미국 또는 유럽연합과 노동기준
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경우에는 한국 또한 그 국가와 노동기준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였다. 다만 미국 및 유럽연합의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과 비교
할 때,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의무 및 절차가 축소된 노동 챕터를 구성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 방식은 상대
국에 따라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가. CPTPP 제19장
1) 주요 내용
CPTPP는 제19장 노동 챕터에서 노동관련 조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제19.1
조는 정의규정으로서, ‘1998년 ILO 기본권선언’ 및 ‘노동법’을 정의하고 각
CPTPP 회원국 중 호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의 노동 관련 ‘법률 및 규정’
을 열거하고 있다. 노동법이란 (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실효적 승인 (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폐지 (ⅲ) 아동노동의 실효적 철폐와 악용 금지, 그리고
이들의 보호 (ⅳ)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 (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및 보건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리에 직접적으로 관
련된,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 또는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을 의미한다.248)
제19.2조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특히 ILO 기본선언에 규정된 노동권
리 관련 의무를 국내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재확인하고249) 그러한 노동기준을
248) CPTPP 제19.1조.
249) CPTPP 제1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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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의 수단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였다.250)
제19.3조에서는 ILO 기본선언에 포함된 (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ⅱ)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금지 (ⅲ) 아동노동의 효과적 금지
(ⅳ)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ILO의 4대 핵심 노동권을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에서 채택하고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다.251) 다만 이를 규정하는 ILO의 8
개 핵심협약에 대한 직접적인 비준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CPTPP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이들 협약을 모두 비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국은 무
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 노동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252)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253) 또한 제19.6조는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억제(discourage)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만, ‘금지(prohibit)’와 같은 강력한 표현이 아니라 ‘각국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을 통해(through initiatives it considers appropriate) 억제’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제19.7조는 각 회원국이 자국 기업들이 노동 이슈에 관해 자발적으로 사회
적 책임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도록 장려할 노력의무를 규정하였다. 노동
이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함으로써 당사국이 기업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관행과 법제정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언
적 조항이다. 제19.8조는 노동법 관련 행정·준사법·사법 절차에 있어 공정성
과 투명성, 적법절차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CPTPP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같이 노동 분쟁이 발
생할 경우 준수되어야 할 협의의 절차와 기한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19.15
조에 따라,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대응당사자)에게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254) 대응당사자는 원칙적으로 7일 내에 협의요청에
250) CPTPP 제19.2조 제2항.
251) CPTPP 제19.3조 제1항.
252) CPTPP 제19.4조.
253) CPTPP 제19.5조 제1항.
254) CPTPP 제19.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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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할 의무를 갖는다.255) 요청당사자와 대응당사자 외에, 해당 사안에 실질적
이해를 가지는 제3의 당사자는 상기 협의요청 회람일로부터 7일 내에 협의 참
여의사를 CPTPP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노동협의에 참여할 수 있
다.256) 노동협의는 협의요청 응답일로부터 30일 내에 개시되어야 한다.257) 노
동협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의당사자들의 CPTPP 노동위원
회 대표를 소집하여 사안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258)
노동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요청당사
자는 CPTPP 제28조 제7항에 따라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제28장
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가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259) 다만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인 패널 구성에 이르기 위해서 요청국과 대응당사국은 제19장 노동 챕터에
상술된 노동협의 과정을 모두 거칠 필요가 있다. 단 제19장 노동 챕터하에서 발
생한 사안을 제28장 분쟁해결 챕터에 사안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동 챕터 제
19.15조에 따른 절차를 우선적으로 모두 완료해야 한다.260)

2) 평가
CPTPP는 미국이 협상을 주도한 TPP를 계승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체결한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CPTPP
는 미국의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을 계승함으로써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무
역-노동기준 연계전략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켰다. CPTPP의 노동
챕터는 ‘Peru Plus’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페루 FTA의 노동 챕터를 기반으로
세부 조항을 추가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261) 신설된 조항은 최저임금과 노동시
255) CPTPP 제19.15조 제3항.
256) CPTPP 제19.15조 제4항.
257) CPTPP 제19.15조 제5항.
258) CPTPP 제19.15조 제10항.
259) CPTPP 제19.15조 제12항. CPTPP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 협의 → 패널 설치 → 패널의 심리
→ 패널 판정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의 이행 순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
차와 유사하다.
260) CPTPP 제19.15조 제13항.
261) Santos, “The Lessons of TPP and the Future of Labor Chapters in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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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작업장에서의 안전 유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에서의 노
동조건 추가,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제품의 수입억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
한 내용 등이다.
둘째,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CPTPP는 원안에 비해 노동조항의 실효성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다. 미국은 TPP 추진 과정에서 브루나
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국과 노동개혁에 관한 부속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를 TPP 노동 챕터의 부속서에 포함하였다. 부속협정의 주요 내용은 TPP의 발효
와 함께 이 3개국이 노동법 개혁을 통해 국제노동기준을 국내 법제화하고, 노동
기준 준수에 관한 국내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로 부속협정은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3국에 대한 외교적 압
력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미국이 2016년 2월 4일에 베트
남과 체결한 ‘미·베트남 무역과 노동관계 개선 계획(US-Viet Nam Plan for the
Enhancement of Trade and Labour Relations)’262)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결

사의 자유, 단체교섭, 노조의 독립성, 파업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
동노동 방지 등에 대한 노동 관련 국내법을 도입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베트남 입장에서는 국내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장 인센티브나 외교적 압력이 감소한 것이다.263)
이처럼 CPTPP는 광범위한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무역 관련 노동기준
을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양자 FTA를 벗어나, 다자 FTA 차원
에서의 규범이라는 데에서 확장성을 갖는다. 또한 ‘권고적’ 노동기준으로 분
류되는 유럽연합 방식의 무역-노동기준 연계가 아닌, 미국 방식의 ‘강행적’
노동기준을 승계했다는 점에서 노동기준의 이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였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262) USTR(2016), “US-Viet Nam Plan for the Enhancement of Trade and Labour Re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3).
263) 베트남은 기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는 EU·베트남 FTA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CPTPP 발효에 맞춰
국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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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구체적인 ILO의 협약을 명시하는 대신 기본권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을 준용함으로써 노동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가 불확실
한 점, 노동법 신설을 각국의 자발적 조치영역으로 규정한 점은 노동권 보호
의 관점에서는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강제노동에 관해 금지(prohibit) 대신에
억제(discourage)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점, 일반 시설과 수출가공지
역에서의 노동기준 준수의무를 차별한 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절
충을 이룬 것이다.

나. USMCA 제23장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국은 1992년에 NAFTA를 체결하였고, 1993년에
는 노동 및 환경에 관한 협력협정을 부속협정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미국은 이
후 요르단과 체결한 FTA부터는 협정문 본문에 별도의 노동 챕터를 포함하였
다. 캐나다의 경우 주로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노동 챕터를 협정문 안에 포함
시키고, 개발도상국과의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264) 1993년에 체결된 북미노동협정(NAALC)은 전문과 7개의 장
에 걸쳐 55개의 조문과 상세한 부속규정을 갖추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
제에 대한 정의와 3국간의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와 같은 노동협력, 그리고 분
쟁해결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NAFTA의 등장은 당시 추진되던 유럽공동
체(EC)의 단일시장 건설 움직임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블록화 현상의 서막을
예고했으며, 많은 국가가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NAFTA 발효 이후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간의 상호무역은 크게 증가하였
고, NAFTA는 20년간 북미지역의 무역·투자에 근간을 제공하였다.

264) 캐나다는 한국,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CPTPP에서는 협정문 안에 독립적인 노동 챕터를
포함하였으며, NAFTA를 비롯하여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와
의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협력협정(Labour Cooperation Agreements)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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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NAFTA를 ‘역사상 최악의 협정’이
라고 묘사하며 전면적인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재협상 이후에
도 미국에 불리할 경우 탈퇴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2017년 5월 18
일 USTR은 무역촉진권한(TPA)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미 의회에 공식적으로
NAFTA 재협상을 통보하고, 의회 회람기간인 90일이 지난 2017년 8월 16일
부터 재협상을 시작하였다. 당초 미국·캐나다·멕시코의 3자 협상으로 진행하
고자 하였으나, 캐나다와 합의에 실패하자 미국은 멕시코와의 양자협상으로 전
환하여 2018년 8월 27일 원칙적 합의 도출에 성공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8년 9월 30일에
는 캐나다와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사실상 3국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과정
에서 협정문의 이름은 NAFTA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영문명을 병렬적으
로 연결한 USMCA로 변경되었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USMCA의 이행장치 강화와 노동·환경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며 USMCA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정부도
미국 의회의 상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비준을 지연하였다. 이후 2019년 12
월 10일에는 노동, 환경 및 의약품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수용된 USMCA
개정의정서가 서명되었다. 이후 이틀 후에는 USMCA 수정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하여 멕시코의 비준이 완료되었다. 미국은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
령이 USMCA 이행법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캐
나다가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13일에 비준을 완료, 4월 3일에 미국과 멕시
코에 국내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USMCA는 모든 당사국의 국내적
비준완료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265)인 2020
년 7월 1일에 발효하였다.

265) USMCA 제34.5조 및 Protocol Replac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Agreement Between Canad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30 Nov 2018,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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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가)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USMCA는 제23장 노동 챕터를 통해 노동의무를 규정하며, 그 외에 멕시코
내 노동자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노동자 대표에 관한 부속서266)를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USMCA의 노동 챕터는 CPTPP의 노동 챕터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
을 강화한 양상이다.
먼저 제23.1조부터 제23.6조까지는 CPTPP의 제19.1조~제19.6조에 명시
된 내용과 문장까지 거의 일치한다. 제23.1조에서는 ILO의 1998년 노동권선
언의 내용을 노동법의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제23.2조에서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특히 ILO 기본선언과 ILO의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에 따른 노동권리 관련 의무를 재확인하였다.267) 다만 제23.2조 제2항은
노동권 보호에 있어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CPTPP
에는 없는 조항으로 노조 등 사회단체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23.5조에서는 노동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노동담
당관에 대한 임명과 훈련, 노동법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과 조사, 자발적 이행
에 대한 보장조치와 기록 및 보고,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와 노동법 위반 시의
제재 및 보상조치 등의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이는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았
던 내용으로 USMCA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23.6조는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는데, CPTPP에서
억제(discourage)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데 반해 USMAC의 제23.6조 제1항은
금지(prohibit)라는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식별하고 이동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266) USMCA 부속서 23-A: 멕시코 내 집단교섭에서의 근로자 대표(Worker Represent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in Mexico).
267) USMCA 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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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제23.9조는 CPTPP에는 없는 조항이다. 당사국은 노동자와 노조
가 폭력이나 위협,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하며,268) 국적에 상관없이 당사국의 노동법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269) 성별(성희롱 관련 포함), 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양육 책임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이행할 의무270)을 규정하였다.
제23.10조는 노동법에 대한 공동의 인식확대와 절차적 보장에 대해 규정하
였다. 노동법 관련 행정·준사법·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
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과대비용 부과 및 부당한 시간지연 방지 등 기본적으
로 CPTPP 제19.8조와 내용이 동일하다.
제23.11조~제23.17조는 CPTPP 제19.9조~제19.15조의 내용과 매우 유
사하며, 조항별로 약간의 추가 내용을 포함한다. 당사국간에는 노동이슈와 관
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활동이 진행될 수 있으며,271) 당사국은 노동
관련 이슈에 관해 다른 당사국에 노동협력대화를 요청할 수 있다.272) 제23.17
조에 따르면 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 시작을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요청국과 대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제3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상응
할 경우 협의 요청 통지 7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의국의 일방은 장관급 노동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31.6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268) USMCA 제23.7조.
269) USMCA 제23.8조.
270) USMCA 제23.9조. 한편 제23.9조의 각주15는 연방정부 근로자 고용에 관한 미국 연방기관의 현행
정책은 제23.9조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며, 따라서 미국의 경우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7편(Title VII)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271) USMCA 제23.12조.
272) USMCA 제2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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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CPTPP에서는 패소국이 패널판정을 불이행할 경우
패소국에 의한 이행부과금 지불 또는 승소국에 의한 협정상 혜택의 정지(양허
정지)가 가능한 반면,273) USMCA에서는 혜택의 정지만이 허용된다(표 3-3 참
고).274) 다만, USMCA 제23.17조 제12항은 동 조에 따른 노동협의절차 전치

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국이 제23장 노동 챕터하에서 발생한 사
안을 USMCA 제31장 분쟁해결 챕터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제23.17조에 따른
노동협의 절차를 우선적으로 완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SMCA의 노동 챕터는 멕시코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고
있다. 2018년 7월 멕시코의 대선 및 총선에서 좌파연합정당이 대통령선거와
상하원 모두를 승리하면서 같은 해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
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처음에는 NAFTA 재협
상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멕시코에서의 노동 개혁 문제를 두고 USMCA에서 미국과 멕시코
가 상호 수락할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로페
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
다는 평가275)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USMCA 제23장의 부속서 23-A에서
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장,276) 분쟁해결 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 보장,277) 노동
조합 내의 투표에 있어 자유와 비밀 보장278) 등을 위해 멕시코 정부가 관련 노
동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관련 입법이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USMCA의 발효가 지연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279)
273) CPTPP 제28.20조 제2항 내지 제12항.
274) USMCA 제31.19조.
275) 즉 USMCA 노동 조항은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멕시코에서의 상품생산 비용
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멕시코 내 소득불평
등을 줄이겠다는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해석으
로는 다음을 참고. Gantz(2019), p. 3.
276)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a)호.
277)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b)호.
278) USMCA 부속서 23-A 제2항 제(c)호.
279) USMCA 부속서 23-A 제3항.

제3장 FTA 노동규범• 103

나) 개정의정서를 통한 USMCA 노동규범 개선사항
2018년 11월 30일 원 USMCA에 대한 서명 이후,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USMCA 노동의무의 집행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보다 강력한 집행 메
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280) 이를 두고 (ⅰ) USMCA 재협
상이 필요하다는 입장281) (ⅱ) USMCA 협상 재개시 없이 USMCA 이행법률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식282) (ⅲ) 부속서한(side letter) 교환 방식283)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개정의정서’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
어졌다. 개정 USMCA에서 변경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동의무 위반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앞서 검토한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3장 노동 챕
터에서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and investment)’ 요건에 대한 일차적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 즉 노동

의무 위반이 있음을 제소국이 입증하는 경우, 피제소국이 달리 반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분쟁당사국 사이에 무역 또는 투자가 영향을 받
았다고 추정된다. DR-CAFTA에서의 미국·과테말라 노동분쟁에서 미국이 패
소하였던 것에 영향을 받은 개정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280) 반면 멕시코에서는 노동의무 집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었다.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외교부장관은 멕시코 의회에서 승인한 멕시코 국내법을 다
른 국가가 승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멕시코가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
으로 전해진다. World Trade Online(2019b. 5. 8), “Foreign Affairs Minister: Mexico Unwilling
to Give More on Labor Reform.”
281)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집행 문제는 이행법률만을 통해 실효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USMCA 재협
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World Trade Online(2019a. 4. 2), “Pelosi: USMCA Enforcement
Issues Cannot be Fixed in Implementing Bill.”
282) Bloomberg(2018), “Key Democrat Demands Changes to New North American Trade Deal.”
283) 협정 당사국인 미·멕시코·캐나다 3국의 입법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한 부속서한은 USMCA
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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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챕터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개선
앞서 검토한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정의정서는
제23장에 따른 노동분쟁에 대한 패널설치 이전에 자유무역위원회가 소집되어
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284) 피제소국이 일방적으로 패널절차를 저지
하지 못하도록 분쟁해결 절차 규칙을 개선하였다. 또한 피제소국이 패널리스트
선정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제소국은 모든 패널위원
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을 심리할 패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285)

(3) 모니터링 제도의 강화
개정의정서에 의해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이 부속서 31-A286) 및 31-B287)에 신설

되었다. 동 메커니즘 하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부인된 건과 관련하
여 대상 시설에 대해, 정부 조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패널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한 부속서
31-A 하에서, 미국과 멕시코 중 일방은 두 당사국 내에 위치한 특정사업장에
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련 “권리의 부인(Denial of Rights)”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288) 3인289)으로 구성된 독립 패널의 신속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의 미국 FTA에서는 보다 광범하게 국가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노동 관행
에 주목하였다면, USMCA의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은 미국과 멕시코의 개별
공장 및 직장 단위에서 노동권리가 부인된 사건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위반 여부 검토과정에서 패널은 검토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290)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제소국은 권리의 부인을 시정하는 데 가장 적
284) USMCA 제23.32조(분쟁해결) 제1항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5항 제G호 (ⅰ)목.
285) USMCA 제31.9조(패널 구성) 제1항에 관련하여, USMCA 개정의정서 제7항 제D호.
286) USMCA 부속서 31-A: 미국-멕시코 간 특정작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
287) USMCA 부속서 31-B: 캐나다-멕시코 간 특정작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
288) USMCA 부속서 31-A, 제31-A.2조.
289) 미국 국적 1인, 멕시코 국적 1인, 3국 국적의 전문가 1인. 부속서 31-A, 제31-A.3조 제2항.

제3장 FTA 노동규범• 105

절한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구제조치로서, 해당 대상사업장에서 생산·제
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ⅰ) 양허관세를 정지하거나 (ⅱ) 이행부과금을 부
과하는 것이 가능하다.291) 적어도 두 번 이상 권리부인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즉 노동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시설 또는 동일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며 동일한 또는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대상사업장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ⅰ) 양허관세를
정지하거나 (ⅱ) 이행부과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ⅲ) 문제된 상품의 반입을 거
부할 수 있다.292) 구제조치가 부과된 이후에는, 양 당사국은 권리부인을 조속
히 시정하고 구제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293) 협의
결과 권리부인이 시정하기로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른 경우, 제소국은 모든 구
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권리부인이 시정되었는지 여부에 양 당사자의
입장이 상이할 경우, 피제소국은 패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94) 권리부
인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패널이 판단할 경우 피제소국은 180일 동안 패널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으며, 당사국 사이에 시정완료에 관해 합의에 이르거나
또는 권리부인이 시정되었다는 패널의 판정이 없는 한 구제조치도 그대로 유지
된다.295)

2) 평가
NAFTA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북미(North America)’라는 단어는 3국의 병
렬적 조합을 의미하는 USMCA로 개칭되었다. 이는 1992년 NAFTA 추진 시
언급되었던 지역적 연대와 경제통합의 개념이 사라지고, 동 무역협정이 상업적
동기에 의해 추동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USMCA에는 미국이 발전시켜온 포괄
290) USMCA 부속서 31-A, 제31-A.7조.
291) USMCA 부속서 31-A, 제31-A.10조 제2항 및 제3항.
292) USMCA 부속서 31-A, 제31-A.10조 제4항.
293) USMCA 부속서 31-A, 제31-A.10조 제5항.
294) USMCA 부속서 31-A, 제31-A.10조 제6항.
295) USMCA 부속서 31-A, 제31-A.1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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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무역정책의 기조와 2016년 이후 부각된 보호무역의 기조가 복합적으로 얽
혀 있다. 노동 관련 조항을 통해 살펴본 USMCA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USMCA의 노동 챕터는 TPP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USMCA 제
23장 노동 챕터는 CPTPP 제19장 노동 챕터와 그 체제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
며, CPTPP의 노동 챕터에 일부 항목을 변경, 추가함으로써 노동권 보호를 강
화하는 형식을 갖는다. 또한 2018년 11월에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USMCA의
원안은 이후 미국 민주당의 요구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이 부분 개정됨으로
써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다.296) CPTPP의 노동 챕터에 비해 노동보호의 수준
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는 협상 상대국의 수가 적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더 수월한 반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멕시코의 노동조건이 미국 경제에 미
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멕시코의 노동법 개혁에 대한 멕시코 신정부의
확약을 얻어 냈으며, 이를 USMCA 노동 챕터의 부속서 23-A297)로 포함시켰
다. 멕시코 하원과 상원은 2019년 4월에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로페
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동 법안에 2019년 5월에 서명함으로써 발효하
였다. 이는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부속협
정을 통해 국내 노동법 개혁을 요구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러한 미국의 무
역-노동 연계전략은 무역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내 노동개혁을 유도하는
선진국 통상정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USMCA는 노동 관련 조항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규범적 목표 외에도
뚜렷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갖는다. USMCA는 NA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었는데,298) USMCA 제4장 원산지규정 챕터의 부속서 4-B에서 자동차
296) Neal(2019), “Improvements to the USMCA - Democrats Secure Wins For The People in
the New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 이규엽,
강민지(2019), pp. 5~6.
297) USMCA 부속서 23-A: 멕시코 내 집단교섭에서의 근로자 대표(Worker Represent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in Mexico).
298) 보다 구체적으로, USMCA 제4장(원산지 규정)은 승용차·소형트럭, 승용차나 소형트럭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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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 규정을 규정함에 있어 ‘노동부가가치(LVC:
Labor Value Content)’ 요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특혜관세 적

용의 조건으로 자동차 생산 시 특정 부품의 45%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
을 지급받는 노동자에 의해 생산될 것을 규정하는 최저임금 조건을 부과하였
다.299) 북미 지역에서의 자동차 교역이 최저임금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USMCA에서가 처음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평균임금은 2017년 시
간당 7.34달러에 불과하며 부품생산 기업의 경우 3.41달러에 불과하다.300) 이
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LVC 요건의 부과는 사실 멕시코 생산공장의 임금 수준
을 올림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멕시코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
유럽연합은 2008년 카리브공동체와 체결한 EU·CARIFORUM EPA에서
최초로 FTA에 포괄적 노동조항을 포함한 별도의 챕터를 두었고, 이후 2011년
에 잠정 발효한 한·EU FTA에서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를
통해 노동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하였다. 유럽연합은 무역-노동의 연계에 있
어 노동과 환경 이슈를 결합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는
독립적인 챕터의 형식으로 유럽연합이 체결한 모든 FTA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부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RVC) 요건을 62.5%에서 75%로(Appendix to Annex 4-B, 제3조), 대
형트럭 및 그 부품에 대한 역내 부가가치(RVC) 요건을 60%에서 70%로(Appendix to Annex 4-B,
제4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생산에 들어간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가 북
미지역을 원산지로 할 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요건을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부과하였으며(Appendix
to Annex 4-B, 제6조), USMCA는 처음으로 자동차 교역에 있어 ‘최저임금’ 요건을 규정하였다. 즉
생산 과정의 최소 40% 이상에 대해 시간당 16달러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노동부가가치
(LVC)’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Appendix to Annex 4-B, 제7조).
299) 노동부가가치(LVC: Labor value content) 적용의 상세한 내용은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
p. 9; 설송이, 제현정(2018), pp. 3~4를 참고할 수 있다.
300) Dziczek et al.(2018), “NAFTA Briefing: Review of current NAFTA proposals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North American automotive industry,”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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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캐나다 CETA의 노동 챕터는 유럽연합이 한국, 페루·콜롬비아, 중앙아메
리카, 싱가포르, 일본과 체결한 FTA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협정문
의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EU·캐나다 CETA는 제22장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챕터 외에도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제24장 ‘무역과 환경’ 챕터를 통
해 각각 노동과 환경 관련 기준을 규정한다.

1) 주요 내용
CETA 제22장은 양측 고위대표로 구성된 TSD 위원회의 설립301)와 시민사
회 대화 운영302)을 규정하고, 제23장은 노동권에 관련된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그간 체결한 다수의 무역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CETA도 당사자들이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는 조항을 두
었다. ILO의 핵심협약을 통한 4대 노동기본권을 존중·증진·실현하고, ILO의
‘양질의 일자리 의제(Decent Work Agenda)’에 포함된 목적을 촉진하며, 자신
의 국내노동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것을 규정하였다.303) 양 당사자는 ILO 핵
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304)을 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어떠한 특정 ILO 협약이 명시되거나 비

준이 의무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결과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노력의무
조항에 가깝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금까지 8개305) ILO 핵심협약 중 7개를 국
내적으로 비준하였다.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ILO
제98호 협약306)을 비준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는 아직 국내적으로 비준이 완
료되지 않은 핵심 ILO협약의 비준을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 ‘비준 의

301) EU·캐나다 CETA 제22.4조.
302) EU·캐나다 CETA 제22.5조.
303) EU·캐나다 CETA 제23.3조 제1항 내지 제4항.
304) EU·캐나다 CETA 제23.3조 제4항.
305) C087, C098, C029, C105, C100, C111, C138, C182.
306) ILO, “C098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No. 9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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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CETA상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캐나다, 유럽연합,
유럽연합 회원국이 2016년 10월에 공동 발표한 CETA에 관한 공동해석문
서307)에서 캐나다는 ILO 제98호 협약의 비준절차를 개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제23장은 또한 당사자 사이의 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노동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일방이 정부간 협의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308) 전문가패널을 통한 분쟁해결309) 방식을 채택하였
다. 양 당사자는 무역과 노동 챕터상 의무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 가능하
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양 당사자는 동 챕터 이행의 실효성에 관
해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내 노동 관련 정책의 전개 방향, 국제노동협정의
발전 방향,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도 논의 대상이다.310)

표 3-2. CETA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의 주요 내용
분류
규제권한
(제23.2조)

다자노동기준 및
협약
(제23.3조)

보호 수준의
유지
(제23.4조)

주요 내용
· CETA 제23장은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자국의 노동 우선순위와 보호수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국 환경법의 지속적인 개선 약속
· CETA하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1988년 ILO 기본노동권 선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원칙*을 존중·촉진할 것을 약속
·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수락 가능한 최저 고용기준, 근로조건에서의 비차별(특히
이주노동자 관련) 등 촉진 약속
· 무역·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노동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
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해서는 안 될 의무(제2항)
· 무역·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 법·기준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의무(제3항)

30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6), “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October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
308) EU·캐나다 CETA 제23.9조.
309) EU·캐나다 CETA 제23.10조.
310) EU·캐나다 CETA 제23.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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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분류
집행절차 및
행정조치
(제23.5조)

협력활동
(제23.7조)

제도적
메커니즘
(제23.8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23.9조 및
제23.10조)

주요 내용
·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 제도를 유지하는 등 국내 노동법
의 실효적 집행 약속(제1항)
· 자국의 국내 노동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정·사법 절차를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제2항)
· 무역과 노동 챕터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제1항)
- 모범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무역 관련 노동 이슈에 관해 WTO, ILO 등 국제적 논의
의 장에서 협력, 각 당사자가 체결한 무역협정내 노동조항에 관한 정보 교환 등
· 시민사회 단체가 무역과 노동 챕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당사자가 국내 노동 및 지속가능발전 자문단과 협의할 것을 규
정(제4항)
·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 제출 의견서(이행에 대한 의견서
포함)를 충분히 고려할 의무(제5항)
· 일방당사자는 무역과 노동 챕터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협의 요청 가능
(제23.9조 제1항)
· 상기 협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전문가패널(3인 구성)이 해당 사안을 검토
(제23.10조 제1항·제3항)
· 패널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급. 보고서에는 무역과 노동 챕터 의무와의
합치성에 관한 패널의 조사 결과, 결정 및 권고사항이 포함(제11항).
· 위반이 없다고 최종보고서에서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는 패널보고서에 따라 사안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거나 또는 상호 만족스러운 행동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제12항)
· 분쟁해결 조항 재검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재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발전 위원회(CTSD)는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음

주 : * 제23.3조 제1항 제(a)호 내지 제(d)호에 따라,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폐지,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를 의미함.
자료: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Summaries: 23. Trade and Labou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6)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상기한 내용은 유럽연합이 그간 체결한 FTA의 노동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
용이다. 반면 EU·캐나다 CETA는 선진국간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다른 FTA
의 노동 챕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협정문은 국제적
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다. 한·EU FTA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이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ILO의 ‘양질
의 일자리 아젠다(Decent Work Agenda)’를 인용하는 데 그쳤으나, EU·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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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ETA에서 양측은 ILO의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을 채택하였고,311) 자발적으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독려하였다.312) 또한
ILO의 4대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작업장 재해 방지, 최저고용기준 수립, 이
민노동자에 대한 비차별대우 등에서도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313) 이는
한·캐나다 FTA에서 정의한 노동권과 유사한 것으로 EU·캐나다 CETA가 EU
와 캐나다 방식의 노동조항을 조합했음을 보여 준다. 노동기준의 준수 의지에
관해서는 “장려할 것(encourage)”과 같은 권고성 의미가 아니라 “보장할 것
(ensure)”과 같은 강행성 의미를 내표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정부간 협의절차와 전문가패널의 운영 방식은 유럽연합의 다른 FTA
와 매우 유사한데, 다만 전문가패널 위원의 수와 심사기간, 그리고 패널 보고서
의 이행에 있어 조금 더 강제력을 부여하였다. 유럽연합이 한국, 중앙아메리카
와 체결한 FTA하에서 전문가패널 목록은 각각 최소 15명과 17명의 위원을 포
함하지만, EU·캐나다 CETA는 최소 9인의 패널위원을 구성할 것을 규정한다.
일방이 서면으로 상대방의 노동기준 이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90일의 경과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방은 전문가패널의 소집
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착수 후 120일 이내
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양측 정부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패널은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양측에 제출하는데, 양측
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30일 내에 일반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최
종보고서의 결론이 일방이 노동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내려질 경우, 양
측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행동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311) EU·캐나다 CETA 제22.1조 제1항.
312) EU·캐나다 CETA 제22.3조 제2항.
313) EU·캐나다 CETA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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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EU·캐나다 CETA는 협정의 양 당사자가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북-북 협력
(North-North cooperation)’의 예로서, 앞서 검토한 CPTPP와 USMCA 사
례와는 구분된다. 선진국간의 FTA는 규제협력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의 경우 일찍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FTA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첫째, 먼저 형식적인 차이점으로서, 유럽연합이 TSD 챕터를 통해 노동과 환
경 문제를 하나의 챕터에서 다루었던 데 반해 EU·캐나다 CETA는 제22장
TSD 챕터 외에 제23장 무역과 노동, 제24장 무역과 환경 등 별도의 챕터를 두
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는데, 이는 캐나다가 체결해온 FTA 협정문 유형을 반
영한 것으로 평가된다.314) 제22장 TSD 챕터는 제23장 무역과 노동 챕터와 제
24장 무역과 환경 챕터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일
반 방향과 TSD 위원회의 구성, 시민사회 대화에 대해 규정하며, 그 외의 구성
요소는 제23장과 제24장을 통해 규정한다.315)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EU·캐나다 CETA는 ILO의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
의 선언”과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규범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특히 무역협정에 CSR을 포
함하는 것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이 주도해 온 만큼, EU·캐나다 CETA
는 그 연장선에 있다. 셋째, 캐나다가 주로 미국형 FTA의 영향을 받아 강행규
정이 있는 노동기준을 무역협정에 포함한 데 반해 EU·캐나다 CETA의 노동기
준은 일방의 위반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전문가패널이 노동분쟁
에 대해 일방의 노동기준 위반으로 결론을 짓더라도 다른 일방은 이행부과금을
요구하거나 양허관세를 정지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반면에 제23.10조
제12항은 패널보고서를 통한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양측이 ‘상호간에 만족할
314) 강유덕(2020), pp. 210~211.
3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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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다른 FTA에
는 없는 조항으로 권고적 성격을 가지는 유럽연합식 노동기준의 틀 안에서 최
대한의 동료압박(peer review)을 의도하기 위한 규정이며 EU와 캐나다의 입
장이 절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소결
최근의 FTA는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한 노동조항을 포함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방식을 정
립한 후, FTA에 독립적인 챕터로 포함하였다. 점차 개발도상국간의 FTA에서
도 노동협력을 규정하는 노동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표 3-3]은 CPTPP, USMCA, 그리고 EU·캐나다 CETA의 노동 챕터를 주
요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3개 무역협정의 노동 챕터는 ILO 협약을 준용하여 기
본노동권을 규정하고, 이행기구와 이견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절차, 최종 결
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가장 큰 차이점은
CPTPP와 USMCA의 패널보고서가 구속력을 갖는 데 반해, EU·캐나다 CETA
의 패널보고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EU·캐나다 CETA의 경우 일방
이 노동 관련 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부과금을 요구하거나 양허
관세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차이
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다른 방식의 노동
챕터를 발전시켜 온 데 따른 것이다.316)

316) ILO(2015), p. 31; 강유덕, 고보민(201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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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PTPP, USMCA, EU·캐나다 CETA의 비교
구성요소

CPTPP

USMCA

EU·캐나다 CETA

․ 1998년 노동기본권선언

․ 1998년 노동기본권선언

․ ILO 기본권선언(1998)
․ 양질의 일자리 의제
(Decent Work Agenda)
․ 2008년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

․ 4대 기본노동권
․ 최저임금, 노동시간,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요건

․ 4대 기본노동권
․ 최저임금, 노동시간,
작업장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요건

․ 4대 기본노동권
․ 작업장 건강 및 안전,
최저고용기준, 노동조건의
비차별

· 자발적 차원에서 장려

․ 노동 챕터가 아닌 환경 및
투자 챕터에서 언급

․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준용

․ 고위관료로 구성된
노동이사회(Labour
Council) 운영

․ 고위관료로 구성된
노동이사회(Labour
Council) 운영

․ 고위대표로 구성된 TSD
위원회 운영

협력

․ 고용 관련 다양한 이슈
열거

․ 고용 관련 다양한 이슈
열거

․ 기본노동권의 국제적 증진
․ 양자간 포괄적 협력

시민사회의
참여

․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 도모

․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 도모

․ 비정부참여자의 토론 장려
․ 당사국간 시민사회포럼
운영

대중 의견
제출제도

․ 있음

․ 있음

․ 없음

협의 절차

․ 서면으로 노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 가능
․ 협의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협의 종료
․ 합의도출 실패 시 패널
설치 요청

․ 서면으로 노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 가능
․ 협의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협의
시작 후 30일 이내에 종료
․ 합의도출 실패 시 패널
설치 요청

․ 서면으로 노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 가능
․ 협의요청 접수 후 90일
이후에는 패널 설치 가능

패널 구성

․ 제28장 분쟁해결 챕터에
규정(2019년 10월에
15명의 패널위원 명부
발표)

․ 제31장 분쟁해결 챕터에
규정

․ 제23장 노동 챕터에 패널
구성(3인) 및 절차 정의

ILO 협약

기본노동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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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구성요소

CPTPP

USMCA

EU·캐나다 CETA

패널보고서
이행

․ 적절한 이행기간
결정(가이드라인: 15개월
이내)

․ 패널보고서 발표 후 45일
이내에 해결조치 마련

․ 패널보고서 발표 후 3개월
내에 적절한 조치와
행동계획 수립

강제성
(집행가능성)

․ 패널판정 불이행 시
패소국의 이행부과금
지불 또는 승소국의
양허정지 가능

․ 패널판정 불이행 시
승소국의 양허정지 가능

․ 패널판정 불이행 시
양허정지 등 무역제재
불가

자료: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은 그 형식과
내용이 협정 상대국별로 상이하다. 이는 FTA 추진 초기부터 거대경제권에 대
한 시장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노동, 환경과 같은 규제이슈
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 말 현재 한국은
56개국과 17개의 FTA를 발효하였고, 향후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FTA에 포함된 상이한 노동기준 간의 조율이라
는 과제를 끌어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EU FTA의 운영 과
정에서 부각된 ILO 핵심협약의 비준에 관한 문제이다.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EU FTA 제13.14조에 따른 정부간 협의 절차를
요청하였다. 이는 국내 노동법을 문제로 외국정부가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이의
를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간 협의는 2019년 1월 21일에 개시되었으
며,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4일에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하였고317) 동년 12월 30일에 패널이 설치·구성되었다.318)
유럽연합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 및 형법
의 여러 규정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1998년 ILO 기본노동
317) 고용노동부(2019a. 7. 5), 「유럽연합, 우리 정부에 전문가패널 소집 공식 요청」, 보도자료(7월 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318) 고용노동부(2019b. 12. 20), 「(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 이행에 관한 전문가패널
개시」, 보도자료(12월 20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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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언에 불합치하므로, 한국이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특히 “결사
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319)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둘째,
한국이 ILO 8대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ILO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ILO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
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한 약속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이다. 유럽연합은 한국정부가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에게 허용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20) 이 기간 중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
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며,321) 2020년 2월 16일에 전문가패널에 제출
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패널의 최종 보고서322)는 2021년 1월 25일에
발표되었는데, 판정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제1절 제(나)항의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강화>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323)
한국이 추진해 온 포괄적 FTA는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접근성의 확보 외에
도 많은 규제이슈를 포함한다. 따라서 FTA 이행 초기의 목표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출확대에 있었다면, 이후에는 노동, 환경 등 비무역 이슈가 점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된 국내 제도와 규제까지를 포함하는 새로
운 외연의 통상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319)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a)호.
320) European Union(2019a), “Republic of Korea –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Chapter
13 of the EU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by the European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U 측의 주장에 대한
상세 설명은 남궁준(2019)을 또한 참고.
321) 연합뉴스(2019. 7. 30),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8. 2).
322) Murray, de Chazournes, and Lee(2021. 1. 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6).
323) 본 연구보고서 출판시의 시의성과 적시성을 위해 편집시점인 2021년 1월 말의 상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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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1. 배경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분야의 관세철폐와 인하, 무역장벽 제거,
무역 원활화 등 당사국간의 무역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반면, 최근 FTA
는 환경과 노동 규범을 중심으로 비무역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
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질적으로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단순한 선
언적 의미의 규범이나 기존 국제협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환경·노동법의 적극적 이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와 집행 메커니즘을 구체화하는 등 환경·노동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
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WTO 출범 당시만 하여도 노동, 환경 관
련 규범을 조항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던 개발도상국들도 최근 지역협정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환경·노동 규범과 무역의 관계가 여전히 논쟁적인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
은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신통상규범의 확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통상규범 강화의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통상법
적 쟁점과 함께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
다. 하지만 FTA에 강화된 비무역 이슈 조항이 늘어나는 최근 추세에도 불구하
고 방대한 범위에 걸친 개별 무역협정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한 경제적 분
석은 부족한 형편이다.
무역과 환경·노동의 연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국가간 교역의 증가와 해당 국
가의 환경지표, 또는 노동기준의 변화를 실증분석하였다. 자유무역이 환경을
개선한다는 연구,324) 자유무역이 당사국의 노동 여건을 개선한다는 연구,325)

324) Antweiler, Copeland, and Taylor(2001); Copeland and Taylor(2004)의 분석에서는 평균적으
로 무역자유화가 개별 국가의 오염도를 저감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325) Salem and Rozental(2012); Dehejia and Samy(2008); Edmonds and Pavcnik(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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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개발도상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환경과 노동 여건 악화를 경험한다고
분석한 연구326)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무역량의 증감과 환경,
노동지표의 관계를 살펴서 무역협정에 강화된 형태의 환경이나 노동 규범이 포
함된 경우를 고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간 무역규범은 당사국간의 무역과 교류를 규정하는 원칙이며, 각국은
무역규범과 국내법 규범을 합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당사국간의 교역 변화, 나아가 당사국의 환경·노동 지
표의 변화를 분석할 때 핵심이 된다. 선행연구 가운데 FTA의 체결과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범이 교역과 당사국의 환경·노동 분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증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각국이 체결한 FTA의 문항을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베이스가 최근까지 부재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327)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TREND와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328)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UN Comtrade의 국가 조
합별 수입액 자료를 무역의 성과지표로, World Bank의 국가별 1인당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환경지표로, 하버드 노동센터의 국가별 노동권리 보호지표를 노
동지표로 삼아 계량 분석을 통해 강화된 신통상 규범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또한 제2장과 제3장에서 통상법적 맥락에서 살펴본 FTA 내의 환
경과 노동 규범 강화 현상을 경제적 맥락에서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국제규범과 교역, 국제규범과 국내 노동환경 수준, 또는 국제무역과
국내 노동환경 수준의 관계에 대해 독립적인 분석에 집중했지만, 본 연구는 이
슈 연계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강화된 조약이 가져오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신통상규범 강화 현상의 현실적 유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무역협정
에 환경과 노동이라는 비무역 이슈가 도입되는 현상을 이슈연계형 협정으로 정
326) Chichilnisky(1994)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327) Salem and Rozental(2012), p. 77.
328)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다음 4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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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무역협정에서 무역과 비무역 이슈의 연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Maggi
(2016)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각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강화된 무역협
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비무역 이슈의 포함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
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이론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신통상규범이 포함된
FTA의 체결은 양국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대체로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교역 증대에 유의
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간 교역의 경우에도 환경규범의 구속
력 강화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유도하였고, 구속력 있는 환경· 노동 규범은 국
내 환경 노동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노동조항의 도입과 강
화가 무역을 위축시키는 정도가 유의하게 크지 않고 오히려 무역협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교역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강화된 규범의 도입 확
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슈연계형 협정 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강
화하고자 했던 환경과 노동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슈연계형 협정이 성
공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제4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이슈연계형 통상규범 등장
과 그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4절은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와 기초통계를 살펴보고, 5절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환경
과 노동 조항이 FTA에 포함되었을 때, 협정 당사국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환
경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그리고 6절에서 환경과 노동 규범 강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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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FTA에서의 비무역 이슈 연계 강화 논의
1) 다자간 국제규범의 근원적 한계
환경과 노동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국제규범은 근원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여 유인의 문제와 이행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
제협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329) 환경이나 노동 규범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의 참여와 참여국 모두의 성실한 이행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이행을 다루는 협정
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고 또한 협정에 참여하더라도 성실하
게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국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에 국제협정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많은 국제사회는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전 지구적 환경 위험에 대해 국제협정이라는 초국
적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기후변화, 수산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과 같은 환경 및 자원관리의 문제가 인접 국가뿐만 아니
라 다수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임에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심화되고 있다. 국제
적 합의나 규범의 이행과 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와 처벌 조항이 부족한 점과 개
별 국가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해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탈하는
현상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미해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협정의 성립조건과 구조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다수의 연구가 환경·노동 협정의 지속가능성 혹은 개별 국가의 자
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 조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협정에 참여하
329) Barrett(199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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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국가도 장기적으로 협정 가입을 유도하고, 형성된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체계를 설계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330) 기존 연구 결과들은 환
경·노동 협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참여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또한 이탈을 억제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331) 실제로
2017년 파리협정에서 환경 분야의 의제를 국제적으로 주도했던 미국이 협정
에서 탈퇴한 것은 다자협정에서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지지가 얼마나 쉽게 붕
괴할 수 있는지, 무임승차의 논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단적
으로 보여 줬다.332)
국제사회에서는 초국가적 권력기관이 없으므로 개별 국가들의 협정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자발적 협력의 조건은 개별 국가가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다른 상태보다 클 때만 달성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Barrett
(1994)의 연구는 자발적 강제에 의한 “자기 집행적(Self enforcing)” 협정을 정
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정이 형성되면 참여국들은 이탈할 유인이 없고, 동
시에 역외국들도 해당 협정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균형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균형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정 참여의 이익이 비참여의
이익보다 큰 조건이 우선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행동이나 약속 위반
의 이익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협정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
을 때 개별 국가가 얻게 되는 이익의 차이를 줄이는 조건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협정의 성립요건은 결과적으로 다수 국가의 참여를 제약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모순이 발생하였다.333)

330) Barrett(1994); Hoel(1992); Carraro and Siniscalco(199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331) Carraro and Siniscalco(1993); Hoel(1992); Finus(2001)의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국제협정
의 안정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매우 좁은 해의 영역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332)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대통령 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일자
리 감소와 GDP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을 들어 참여의 이익이 그 피해보다 작다는 것과 미국에만 과도
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다른 국가들의 무임승차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U.S. Embassy &
Consulates in Italy(2017. 6. 1),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8).
333) Nordhaus(2015), pp. 134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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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구들은 다자간 협정 중 특히 환경협정에서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모형화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협정이 형성된 이후 불참
국의 행동을 예상하여 회원국이 오염 저감 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
나,334) 오히려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허용해서 상대적으로 오
염 배출 감축을 많이 달성한 국가에 보상을 주는 등 게임의 규칙을 변형해 가면
서 다자간 협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공
통적인 결과는 다수의 국가가 협정에 참여할수록 그 협정이 가져다주는 이익의
합이 줄어드는 상황이 도출되었다. 협조 모형이나 비협조 모형에서 달성되는
순편익의 차이가 벌어지려면 국제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작아져야 하는
역설적인 조건이 다시 도출되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다자간 협정보다는
소규모 또는 지역간 환경협정에서 참여국 공통의 이익이 확대되고 협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335)

2)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leveling the fields)
최근 연구에서는 비무역적 이슈가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한 정치·
경제적 근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그중 ‘공정한 무역’ 이론은
무역 선진국이 자신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공정한 무역의 논리는 교역을 할 때 협정 당사자간에 동등한 경쟁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무역 이론은 일부 국가가
환경·노동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얻게 되는 비용 절감에 따른 비교우
위가 불공정하다고 본다.336) 경쟁의 규칙을 수립하는 것은 비교우위의 불공정
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확장해서 무역협정에 환경규제의 기준과 노동보호 수준을 포함
한다면 불공정한 생산비용의 격차를 더욱 줄여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수
334) Finus and Rübbelke(2013), p. 6.
335) Rubio and Ulph(2006), p. 236; Diamantoudi and Sartzetakis(2006), p.247.
336) Bhagwati(1995), p.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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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하에 주요 선진국은 강화된 수준의 환경·노동 조치를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무역협정에 도입하고 있다.337)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FTA를 체결하면서 제시하는 논리 역시
공정한 경쟁의 장 이론이다.338)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을 무역
상대국인 중국·인도·브라질 등의 신흥국이 가지는 불공정한 비교우위 때문으
로 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상을 활용해 강화된 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함으로써 상대국의 노동·환경 규제를 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도 ILO 핵심협약을 무역협정에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
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호를 선언함과 동시에
불이행 시 해당 산업을 불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역시 공정한 무역의 명분을 내세워서 경쟁국의 비교우위를 줄이려
는 노력이다.339) 파리협정에서 스스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
을 제시한 이후 다른 국가들의 동등한 수준의 이행 강제를 이유로 탄소국경조
정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340)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강화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불
리할 수도 있다. 높은 수준의 환경·노동 기준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 육성이 필수적인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환경과 노동 기준이 높은 수준에서 구체화될수록 탄소 집
약적 특성이 있는 제조업의 발전과 비용경쟁력 확보에 제약을 갖게 된다. 강화

337) 공정한 무역은 선진국 모임인 OECD의 주요 무역 주제 중의 하나이다. OECD, “Levelling the
playing fi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338) 오바마 행정부도 이러한 논리로 TPP 협상을 시작하였다. USTR. “Trans-Pacific Partnership:
Leveling the Playinig Fiel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3).
339) Blümer et al.(2019).
340) Centre for European Reform(2020. 7. 16), “EU Efforts to Level the Playing Field Are Not
Risk-Fre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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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규범은 규범이 없을 때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환경, 노동 분야에서의 비교
우위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개방을 통해 확
보하게 되는 이익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개
도국의 협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rrett(1994)의 연구와 같
이 국제무역이 이뤄지면 개도국이 전략적으로 강화된 환경정책을 선택하여 국
내 생산품의 시장을 확보하고, 또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 투자 유치 기회
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341)

3) 국내 정치의 반영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상의 결과이지만, 국내적으로는 FTA의 체결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그룹이 협정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수출업자, 수입업자, 노동조합, NGO와 같은 이해관
계 집단은 협상의 대리인인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쳐 자신의 이
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상 결과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해집
단의 의사는 강화된 비무역 규범 도입의 찬성 여부와 이해 발생 위치가 국내인
지 해외인지에 따른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옹호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기업과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강화된 규범에 대한 지
지 여부는 상반된다.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은
엄격한 환경규범이나 노동규범 도입에 찬성한다. 강화된 규범이 경쟁국의 생산
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기업 집단의 지지를 반영
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환경·노동 규범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한다.
수입업자나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다국적
341) 모로코는 FTA 체결 후 국내 노동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내국법 개정에 실패한 코트디부아
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대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 Limão(2007), p.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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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얻고 있지만, 중간재나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 환경 분야의 국제적 규제가 자신들의 공급
망을 교란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342) 특히 수직적 계열화를 이룬 다국적 기
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망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규제나 노동규범 수준이 낮
은 국가를 생산거점으로 두게 되는데 신통상규범의 적용은 이러한 생산망에 상
당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이동성(labour mobility)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노동조합은 비무
역 이슈의 도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관세와 비관세조
치의 완화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 이동성이 강한 부문의 산업구조조정을 유도
하고 실업을 양산하기 때문이다.343) FTA 체결은 대부분 해외투자를 증가시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 노동조합으로서는 강력한 노
동·환경 규범 도입을 통해 공장의 해외이전을 억제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NGO와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내에서 신통상규범의 등장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이익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특정 환경과 노동 규범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들은 정부나 정치권을 압박하여 더
욱 광범위한 이슈의 도입과 엄격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의 수립을 요구
한다.344)

나. 환경·노동 규범 도입과 강화의 경제적 영향
무역과 환경·노동 규범의 부정적 관계를 강조하는 연구는 산업에 적용되는
환경과 노동 기준의 강화가 생산비용의 상승과 투자위축 등의 경로를 통해 기
업의 생산성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주목한다. 대표적인 논의인 오염피난처

342) Eckhardt,(2013), p. 1003.
343) Fontagné, Gaulier, and Zignago(2008), p.18.
344) Lechner(2016), p.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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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Pollution Heaven Hypothesis)에 따르면 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며, 기업들은 이를 피하고자
노동과 환경 규율이 약한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에 기
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오염 집약적인 산업이 상
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해외이전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무역협정은 당사국간 자유로운 교류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환경
이나 노동 규범을 포함하게 될 때 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는 과거 WTO 출범 협상에서 비무역적 사안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비무역적 사안(환경·노동 규범)의 도입이 국내산업을 보호하
려는 보호주의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345) 실증분석에
서는 FTA에 비무역 이슈가 결합할 경우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노동규범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arrère, Olarreaga,
and Raess(2017)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노동규범의 강화와 양자간 무역량을
검토하여 노동 관련 조항 도입이 개도국의 선진국 시장접근 조건을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환경 또는 노동 관련 국제규범의 강화가 개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포터 가설이 대표적이다. 포터 가설은 강력
한 환경보호 정책은 개별 산업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기술과
생산 과정의 발전,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평가
한다.346) 적절히 설계된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기술혁신을 자극하고, 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산업 내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 결
국 국제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347) 이 논리를 확장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당사국은 합의된 규범에 맞게 국내법과 제도의 수준
을 변화시키고 강화된 환경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술을 혁
345) Esty(2001), p. 114.
346) Porter and Van de Linde(1995), p. 97.
347) Porter(1991); Porter and Van de Linde(1995),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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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새로운 경제적 이윤과 경쟁력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 부문
의 선행연구도 노동규범의 강화가 해당 국가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임을 보
여 준다.348) 특히 비슷한 맥락에서 무역협정 내의 노동규범이 강제조항이나 이
행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국가의 노동자 보호 수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 조건과 수출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349)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합의된 규범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 시장을 잃어버릴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된 규범 이행의 동
기가 존재한다. 또한 노동기준을 높임에 따라 저임금이라는 비교우위를 상실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증가에 따라서 상품수요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화
된 국제규범 도입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한다.
경제적 효과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협정이 포함하는 환경규범이 지속가능
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지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350) 환경과 무역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무역협정에 포함된 환경규범과 그 규범의 강도
가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환경규
범의 유무와 세계무역 패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북미자유협정무역협
정(NAFTA) 협정 사례를 통해 환경규제와 국가간 교역의 관계를 연구하여
NAFTA가 오염 집약적 산업의 수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Levinson
and Taylor(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편 Lechner(2016)의 연구에서는
FTA의 환경 조항이 오염 산업에서의 FDI를 감소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
경적 산업에서는 FDI 도입을 촉진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상품교역 이외의 성과
지표를 검토한 바 있다.
FTA의 비무역적 구성요소가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시도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348) Häberli, Jansen, and Monteiro(2012); Kamata(2016).
349) Salem and Rozental(2012), p. 89.
350) 이러한 흐름의 연구들은 국내규범 마련을 촉진하고, 해당 환경규제가 탄소배출이나 대기오염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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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TA에 포함된 다양한 규범을 (ⅰ) 시장접근 (ⅱ) 서비스 (ⅲ) 투자 (ⅳ) 지식
재산권 (ⅴ) 공공조달 (ⅵ) 경쟁 (ⅶ) 표준 (ⅷ) 무역구제조치 (ⅸ) 비무역적 이슈
등 9가지로 분류하여 각 이슈의 도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러나 FTA의 환경 조항이나 노동 조항의 구체성, 그리고 앞선 논의에서 중요하
게 언급되었던 이행 강제성과 무역패턴 변화와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통상
규범의 확대와 무역량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나 대체로 FTA를 통
한 무역자유화로 인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가 규범이 다양해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의 법
적 구속력이 강화되는 현상과 교역량의 관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다.

3. 분석모형
가. 이론적 모형
FTA를 통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당사국이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얻는 효
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실증분석은 강화된 규범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기 때문에 강화된 규범이 무역과 환경·노동
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증분석 모
형을 제시함에 앞서 이러한 비무역 이슈와 무역 이슈의 연계, 나아가 구속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본 절에서는 무역협정에서 새로운 통상영역이 등장하고, 또 강화된 구
속력이 포함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Maggi(2016)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슈
연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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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역 관계에서 N개의 국가가 연계되어 있다고 할 때, 지역무역협정에
N*개의 국가가 관심을 표명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 N*개의 국가는 협정
에 참여하고, N*+1 … N개의 국가는 역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N*+1
부터 N까지의 국가는 역외국가로서 해당 지역 무역협정에서 배제되며, 모형의
간명화를 위해 이들 국가간에는 새로운 협정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개별 국가
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슈 연계의 협상 모형에서 각국이 무역과 비무역 규범을 함께 고려한다면
어떤 국가  의 협정 체결의 이익은        로 정의할 수 있
다.351) 이 경우  는 관세 정책의 집합,  는 환경 혹은 노동 관련 규범의 집합이
며   는 무역과 환경 부문에서 해당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함수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FTA에서 강화된 규범 조항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를 분
석하므로, 이를 위해 임의의 두 국가가 이미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하고 협상
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하고,352) 협상의 참여 조건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가정한
다.353)
이제 각국이 비무역 이슈를 어느 정도 다룰 것인가의 사안을 결정하는 상황
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양국이 양허 관세표  를 결정하는 동시에 동일한 수준
의 오염저감 목표를 설정하거나, 노동규범 강화의 정도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
획량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즉  를 양국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351) 두 분야의 이익함수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 꼴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리 가능(separable)한 형태를 가짐을 가정한다. 또한 각 정책 수준을 높이는 것은 상대국에 음의
효과를 가짐을 가정한다(           ).
352) 실증분석에서도 양국간 교역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론모형에서도 분석의 간명
화를 위해 2개국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353)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① 협정의 내적 안정성: 협정을 맺은 이후 탈퇴를 할 동기가 없다는 것과 ② 협
정의 외적 안정성: 초기에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이후에 이 협정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유
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제약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Maggi 2016).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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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협상하게 된다. 회원국이 동시에 상대국의 정책을 고려한 자신의 최
적 정책을 수립하는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내쉬 균형의 조건은 다음 [식 4-1]을
최적화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354)

 , where 
  ln   

   









   

[식 4-1]

여기서 는 국가  의 협상력을 의미하며, 
  는 해당 국가가 협상에 불참했
을 때의 이익이다. 이때 양국의 무역 분야와 비무역 분야의 정책에 따른 효용의
집합은 다시               로 표현되는 각 정책에 따른 균형
상태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355) 따라서 [식 4-1]의 극대화 문제는 [식 4-2]
를 극대화하는 정책 조합을 구하는 식으로 풀 수 있다.

 ln         
    ln       
   [식 4-2]

[식 4-2]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 당사국의 관세 정책  와 환경 또
는 노동 규범의 수준  를 구하면  ′    ′ 라는 최적화의 필수조건
이 도출된다.356) 이 필수조건은 무역과 비무역 영역의 정책을 각각 한 단위 변
화시켰을 때 발생하는 각 국가의 이익 변화가 두 영역에서 서로 같아지는 지점
에서 각 국가의 이익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점은 각각의 영역에
서 얻게 되는 정책 변화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파레토 효율의 조건을 충족하
는 협상 결과가 된다.357) 두 가지 이슈를 서로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354) 아래에서는 Maggi(2016)의 식을 따랐다.
355) 단 F는 미분 가능하며 연속인 강오목한 함수로 가정한다.




 
 ′    
356) 
          

     




∙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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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야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도 두 가지 이슈 각각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면 전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슈를 연계했을 경우
에는 이슈의 비대칭성을 가정하여도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파레토 효율적인 정
책 조합이 더 넓으므로 이슈 연계를 선호하게 된다.358)
양국이 이슈를 연계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절
한 강제성과 분쟁해결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실제로 이러한 균형이 지속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즉 이러한 게임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언제나 비협조의 가능
성이 있었으며, 최근 무역협정에서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여 그 유인을 억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정의 지속가능성은 바로 자
발적 동기부여, 즉 비협조의 이익을 줄이거나 협조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기존 이론에서도 일반적인 국제협정의 경우 국가간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어
렵다는 문제를 지적한다.359) 하지만 FTA는 환경이나 노동의 문제가 결국 양자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더 큰 이익에 의존하게 되고 또한 환경이나 노동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반과 비협조를 경제 분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억제할 수 있어,
그 구속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Maggi(2016)는 영역간 처벌 조항의
연계를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양국이 협상할 때 비협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포함시킬지 논
의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때 양국은 환경이나 노동 분야에서 발생한 상
대국의 위반 상황을 무역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조항을 포함하
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                   [식 4-3]

여기서   는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협정으로 약속된 최적의 관세( 
358) Maggi(2016), p. 36.
359) 권오상(2013), pp. 6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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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환경·노동 규정( 

)을 위반한 경우 얻게 되는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통의 할인율이다.       는 두 영역 모두에서
비협조 전략을 추구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다.            는
비협조의 처벌을 받게 된 경우의 기대 이익이다. 두 가지 이슈가 연결된 경우에
는 비협조를 처벌하게 되면 한 영역의 비협조로 인한 처벌을 다른 영역에서도
동시에 처벌하게 되므로 그 강도는 2배가 된다. 동시에 한 영역(무역)에서 규범
을 준수함에 따라 생기는 이익이 비협조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조건보다 충분
히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작은 환경이나 노동 분야에서 위반하여서 얻
게 되는 이익을 상쇄할 만큼 많으므로 비협조의 이익을 강하게 억제하게 된다.
이론의 범위를 넓혀 지역간·다자간 협상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협상의 대상
국가가 많은 경우 이들 국가를 전부 협정에 가입하도록 하기는 더욱 어려워짐
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에서 새로운 규범이 포함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협상 대상국의 수 때문이다. 협상 당사국이 줄어들수록 공
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간 합의의 가능성이 크다. 나아
가 이탈이 나타났을 때 처벌하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어, 가입국의 이행 신뢰
도를 높이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실증분석 모형
Maggi(2016)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각국의 협정체결에서 목적함수는 교역량
의 증가를 통한 후생의 증가(   )와 비무역 분야에서의 후생(   )을 함께 증가
시키되 [식 4-3]과 같이 처벌 조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증분석
에서 이를 반영하여 무역과 비무역 분야의 이익이 서로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
한다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비무역 분야에서의 영향을 각각 분석하여 무역협
정에 신통상규범의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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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에 미친 영향: 중력모형의 확장
본 절에서는 FTA의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이 당사국간의 교역량에 준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정합성과 실증분석의 유용성이 입증된 중력모형을 확
장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본 모형은 [식 4-4]와 같다.

    exp  log     log       ×      [식 4-4]
     × 

본 분석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강화된 비무역 관련 규범을 의미하는   
(Non Trade Issue)이다. 이 변수는 분석기간인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년
도에  국과  국 간에 체결된 FTA에 포함된 환경·노동 조항을 의미한다. 
의 보다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① 환경 ② 노동 관련 변수를 분리하여
각각의 비무역 관련 규범의 특징이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
았다. 우선 환경 관련 변수는 TREND 데이터상에서 첫째, 전체 환경 관련 조항
의 수, 둘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범의 수, 셋째, 분쟁해결 관련 규범의 수를
구한 후 해당 분야별 규범분류의 수로 나눈 평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
어 법적 강제력 관련 규범분류는 총 10개인데 해당 FTA에서는 5개가 포함되
어 있다면 0.5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노동에 관련된 변수는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의 노동 규범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구성하
는 총 18개의 기준 조항을 이용해 첫째, 노동규범 다양성 지표로서 18개 기준
에 해당하는  조항의 포함 비율을 다양성 지표로 삼았다. 둘째, 법적 구속
력 지표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강제성 지수를 조항별로 평균하여 지표로 삼았
다. 셋째, 분쟁해결 수준 지표는 데이터상의 분쟁해결기구의 최대 적용 범위를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
비무역 관련 규범의 효과를  로 의한 무역장벽 완화 효과와 분리하기 위
해 설명변수에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는  년에도  국이  국과

 를 체결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표시되는 더미 변수이다. 만약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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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는 조항의 수, 강제력, 분쟁해결절차에서 수준이 높은
쪽의 것을 취하였다.
종속변수     는  년도  국의  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의미하고 설명변
수     는  년도  국의 GDP를 의미한다.    는 교역상대국  의 국
내 총생산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는 국가 조합 고정효과를 의미하며  는 연도 더미,   는 오차항이다. 본 연
구에서는 FTA 당사국 사이의 교역효과를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 양국간 교
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 변수는 FTA 체결 여부와 강화된 비무역 이슈 도입 여
부를 나타내는  변수이기에 FTA 체결이 이뤄진 이후로는 변화 없이 유지
된다. 따라서 관측 대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고정효과(time-varying fixed
effects)는 모형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차불변 고정효

과(time-invariant fixed effects) 모형을 도입하여 양국간 체결된 FTA가, 또는
체결한 FTA가 강화된 환경·노동 조항을 포함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
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국가간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기에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중력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양국간 물리적 거
리, 사용 언어의 동질성, 식민지 관계 여부 등 상수의 형태를 가지는 변수들은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일어
난 거시경제적 변동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Silva
and Tenreyro(2006)가 제기한 바와 같이 교역관계에 있어 교역량이 0인 경
우가 과다하여 분석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로그 선형모형의 한계를 극복하
고 이분산성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PPML 모형을 사용하는 한편 국가간 교역
량이 많은 국가간에 협정을 맺을 때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수출국 고정효과를 적용한 모형을 통해 분석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는 FTA의 교역효과를 국가간 경제 수준별로 분석하기 위해 수입국수출국의 국가 조합을 IMF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선진국, 선진국-개발도상국, 선진국-선진국으로 분류하여 각 환경과 노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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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PML 모형을 [식 4-5]와 같이 설정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360)

 
 
 
 
    exp
  
  
  
 
 
 
 
 
                   

[식 4-5]

여기서      는 기  유형의 교역 상대국(국  국 ) 조합의 협정 속 환
경 관련 조항 유무, 구속력, 분쟁해결 수준을 가리키는 변수이며,      는 
기  유형의 교역 상대국 조합의 협정 속 노동 관련 조항 유무, 구속력, 분쟁해
결 수준을 가리키는 변수이다. 이때  유형은 각각  : 개도국간 조합,  :
개도국-선진국 조합,  :선진국-개도국 조합,  : 선진국-선진국 조합으
로 구분된다.     는 기 국과 국의 로그 GDP를 포함한다.

2) 국내 환경과 노동 조건에 미친 영향
무역협정에 비무역 이슈를 포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협상 당사국의 본질적
인 목표는 국내 환경보호와 노동 조건의 개선이 본질적인 목표이다.361) 이를
검토하기 위해 앞서 이론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의 비무역 이슈를 통해
달성하는 이익인   의 값을 최대화하는 데 환경·노동 규범의 강화가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FTA 체결과 강화
의 정도가 각국의 환경과 노동권리 보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다른 환경·노동 정책 그리고 기존 환경 및 노동자 보호 지수가 역으로 환경규정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을 고정효과 모형을 통
해 실시하였다.

360) 선진국은 IMF 기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
스, 포르투갈,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
프러스, 말타, 일본,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 타이완, 스웨덴,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체코, 노르웨
이, 이스라엘,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361) Kamata(201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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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6]
               

환경·노동 지수인        변수는 각국의 다음 연도 지수의 값이
다.362) 다음 연도 지수를 종속변수로 두어 해당 환경 지수의 정도가 FTA 체결
시 강화된 규범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생성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또한
FTA 체결은 시차를 두고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363)
환경·노동 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해당 국가의 FTA 체결 여
부와 해당 무역협정에 포함된 환경·노동 규범의 법적 강제성을 표현하는

 지표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노동 분야의 FTA가 국내 노동조건을 개선
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무역협정이 단순히
노동조건을 포함하고 있는지만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는데,364)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강제성을 변수로 포함하면서 기존 선형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를 포괄하
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당국의 환경과 노동규범의 수준과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와   항을 포함하였다. Copeland and
Taylor(2004)의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GDP 변수
를 이용하여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의 계량모형에서
도 이를 반영하여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른 환경·노동 보호 수준의 변화를 통
제하였다.

362) t+2, t+3 등 다른 시차를 둔 경우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의 패턴은 유사하였다.
363) Häberli, Jansen, and Monteiro(2012); Kamata(2016)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무역협정
과 노동지수 간에 시차를 둔 모형을 설정하였다.
36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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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는 [표 4-1]과 같다. 국가간 교역 자료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365)에서 전 세계 195개국의 20년간 국가별 수입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366) 노동 및 환경 규범의 유무에 대한 자료는 World Bank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 세계 FTA의 38개 “WTO extra” 조항367) 중 노동과
환경 규범의 유무 정보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연도별 GDP 역시 Word Bank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
다.368) FTA 내 환경 규범의 다양성과 이행강제를 다루는 조항 그리고 환경 관

표 4-1. 자료 출처와 변수 설명
출처

변수

범위

UN COMTRADE

수입국-수출국간 교역액
(US Dollar)

1995~2015년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국가별 GDP(US Dollar)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on)

1995~2015년

World Bank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 2.0

노동 규범의 다양성
규범의 법적 구속력
분쟁해결 절차의 범위

1995~2015년

TREND

환경 관련 조문의 다양성
법적 구속력(Enforcement)
분쟁해결 규정의 수

1995~2015년

노동기준 지수
(Labor Right Index)

2000, 2005, 2009,
2012, 2016, 2017

(Trade and Environment
Database)

Kucera and Sari(2019)
자료: 저자 작성.

365) UN Comtrade DB(검색일: 2020. 10. 7).
366) 교역량 및 자료가 누락된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출데이터보다는 수입데이터가
각국의 수입관세 부과 및 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집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367)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분야로 반부패, 경쟁정책, 투자, 환경, 노동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Hofmann, Osnago, and Ruta(2017), pp. 27-29 참고.
36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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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쟁해결절차를 다룬 규범에 대한 정보는 TREND369)를 무역데이터에 연
결하여 국가별 교역 네트워크에 적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환경규범 관련 변
수는 환경규범의 다양성, 구속력, 분쟁해결지표이다. 다양성 지수는 각 무역협
정 내에 포함된 규정을 분류에 따라 구분한 전체 구성규범의 포함 비율이다. 환
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지수는 FTA 조항 중 강제력(enforcement)이 있는 규범
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셋째, 분쟁해결 지수는 FTA 조항 중 분쟁해결 관련 분
류에 포함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사용하였다.
FTA 내 노동규범에 대한 정보는 World Bank의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 2.0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교역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노동에 관련된 변수는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 2.0의
노동규범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동규범 다양성 지표는 해당 국가간의 무역협정
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 관련 18개 기준의 포함 비율을 이용하였다. 법적 구속
력 지표는 DEEP Trade Agreement Database 2.0이 제공하는 강제성 지수
를 평균하여 지표로 삼았다. 셋째, 분쟁해결 수준 지표는 분쟁해결절차가 없는
선언적인 경우를 0으로 두고 민간 영역에서의 제소가 가능한 경우를 1로 두며
분쟁해결기구의 최대 적용 범위를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
강화된 규범이 환경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World Bank의 국제개발지수 데이터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사용
하여 환경오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370) 또한 국내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지표는 Kucera and Sari(2019)의 연구 결과인 노동기준지
수(Labor Right indicators)를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지수는 비정
기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전
지수 값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WTO가 출범한 1995년을
기점으로 삼아 2015년까지의 무역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는
369) TRE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
370) 일부 국가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가 미비한 결측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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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의 최신 교역자료가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개도국의 통보가 부진
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완전한 교역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지 않아 불가피하
게 데이터의 안정성이 확보된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성장률 및 무역량의 전례 없던 큰 하락을 가져온 충격이
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영향의 효과를 압도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력이라는 특수한 충격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
해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 기간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371)

표 4-2.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수입액(백만 달러)

261.8148

3631.445

0

504028.1

672,418

수입국 ln(GDP)

23.53384

2.457745

16.21576

30.52808

647,182

수출국 ln(GDP)

23.53384

2.457745

16.21576

30.52808

647,182

0.083823

0.277122

0

1

672,418

0.057467

0.232733

0

1

672,418

0.032869

0.080643

0

1

672,418

자유무역협정
(1: 체결, 0: 미체결)
환경 규범
(1: 포함, 0: 미포함)
환경규범의 다양성
환경규범의 구속력

0.00175

0.019758

0

1

672,418

환경규범의 분쟁해결

0.002422

0.024392

0

1

672,418

노동규범 포함 여부

0.002086

0.021363

0

1

672,418

노동규범의 다양성

0.00965

0.069153

0

1

672,418

노동규범의 구속력

0.020694

0.121142

0

1

672,418

노동규범의 분쟁해결

0.024921

0.142336

0

1

672,418

1인당 CO2배출량(t)

4.546976

6.560398

0

70

653,910

2.846862

1.924667

0

8.397895

453,985

노동기준 지표
(0: 좋음, 10: 나쁨)
자료: 저자 작성.

371) 조문희 외(2018) 의 연구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가 국가별 교역에 미친 영향이 상이하여, 단순히 연
도 더미만으로는 금융위기라는 충격이 교 역품목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
였다. 조문희 외(2018),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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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간의 교역에서 FTA가 적용되는 경우
는 1995년 이래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분석 기간 중 교역의 약 8%가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일어났다. 환경 규범이 포함된 경우는 약 5%였으며,
노동규범이 포함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았다(표4-2 참고). 노동규범이 본격적
으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것이 환경규범보다 비교적 최근인 점, 분쟁해결절차
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담은 협정은 2014년이 되어서야 등장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국가 그룹별로 신통상 이슈의 관련 여부를 살펴보면 환경·노동 규범은 미국
과 유럽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에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개도국 그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확인된,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노동·환경 규범을 확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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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TA 환경·노동 조항의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개도국-개도국 간 총 교역에서 FTA 환경·노동 조항의 비중 변화 추이

개도국-선진국 간 총 교역에서 FTA 환경·노동 조항의 비중 변화 추이

선진국-선진국 간 총 교역에서 FTA 환경·노동 조항의 비중 변화 추이

주: 좌측 열은 환경, 우측 열은 노동 조항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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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가. 환경·노동 규범 강화의 교역효과
[표 4-3]은 [식 4-4]와 PPML을 이용하여 설명변수로 사용된 환경과 노동
규범의 다양성 지표, 강제이행 가능성 지표, 분쟁해결 지표를 중심으로 환경·
노동 규범의 포함 여부와 강화 정도가 교역(수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비관세 조치의 철폐 혹은 완화를 통해서 협
상 당사국간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표의 모형 (1)
결과에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FTA를 체결한 경우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유
의미하게 교역이 늘어난다는 정형화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모형 (2)에서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교역효과를 보
여준다. 모형 (3), (4)에서는 강화된 규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노동 규
범의 유무를 넘어, 해당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를 해결한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를 다루는지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양국이 체결한 FTA가 환경규범과 노동규범을 포
함했을 때의 효과는 모형 (2)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규범이나 노동규범이 없는 경우에
도 FTA 체결은 약 9%의 교역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조
항에 환경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FTA 미체결 시보다 교역이 약 8%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환경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노동조항만
포함된 FTA의 교역량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으나 양의 방향을
띠었다. 환경과 노동 조항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노동 조항의 도입이 각 국가에 일
정 정도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대했던 교역 확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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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FTA상 환경·노동 규범 강화의 교역 효과

FTA 체결

(1) 수입액

(2) 수입액

(3) 수입액

(4) 수입액

0.0698*

0.0932**

0.0788*

0.0883*

(2.02)

(1.71)

(1.82)

(1.81)
환경규범만 포함

0.0827*
(1.65)

노동규범만 포함

0.0993
(1.27)

환경·노동 규범 모두 포함

0.0291
(0.59)

구속력 있는

0.169***

환경규범 포함

(3.35)
구속력 있는

0.0616

노동규범 포함

(0.97)
구속력 있는

-0.00617

환경·노동 규범 모두 포함

(-0.13)
환경 분야 분쟁해결 조항

0.110**

노동 분야 분쟁해결 조항

0.0263

(2.21)

(0.43)
환경 노동 분쟁해결 조항

-0.00407
(-0.07)

총 관측치

523643

523643

523643

523643

국가 조합 수

30054

30054

30054

30054

추정 방법

PPML

PPML

PPML

PPML

각 국가 ln(GDP)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국가조합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8191.57***

9059.84***

8268.92***

8179.94***



Wald 

주: ( ) 안은 t 값, * p ＜ .10, ** p ＜ .05, *** p ＜ .01.
설명 변수는 모두 FTA 미체결 시에 대비한 더미 변수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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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에서는 양국이 체결한 FTA가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조항을 포함
하는 경우, 일반 FTA보다도 교역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의
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4)에서도 마찬가지로 FTA가 환경 분야의 분쟁
해결제도를 포함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국가간 제소를 허용해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교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기존 연구들이 FTA 내 규정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활
용하여 환경·노동 규범의 효과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와 차별화
된다. (3)열과 (4)열 분석 결과는 단순히 환경·노동 조항의 포함 여부만을 두고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조항의 구속력 등 강화된 조
항의 정보가 적절히 반영된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비무역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 FTA 체결 효과에 더해서 추가적
인 수입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을 모델 (3)과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TA에 환경규범이 포함될 때 당사국의 국내법 적용 강화와 환경 규범의 준수
를 강제하면서 검증된 친환경 제품 수요를 자극하여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포터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aggi(2016)의 논의와 같이 상
품무역 부문만을 고려한 협정보다 다른 분야, 예컨대 환경·노동 분야를 연계하
여 협정을 체결할 때 목적함수로서 최대화하고자 했던 후생함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동 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노동 분야의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사실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즉 FTA 분야의
환경과 노동 관련 다양한 구성 조항이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와 전체적인 효과
가 상쇄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372) 또한 환경규범을 제외하고
372) Carrère, Olarreaga, and Raess(2017), p. 19.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 147

노동규범만을 포함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다음 분석에서는 교역 상대국간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과 노동 조항이 강화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나. 수입국/수출국 경제 수준별 영향
[표 4-4]에서는 전체 교역에 환경, 노동조항의 다양성 지표, 법적 구속력, 분
쟁해결절차 수준 지표가 미친 효과를 교역 당사국간의 경제 수준으로 세분화하
여 [식 4-5]와 같이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모형 (5)는 환경규범과 노동규범의 다양성 여부가 국가간 교역량 전체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개도국의 경우 단순히 다양화된 환경규범을
포함하는 것은 FTA를 체결한 개도국간의 수입과 수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노동규범이 포함될 때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개도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나 양국간 교역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6)에서는 법적 구속력 정도가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국가별 조
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도국간의 교역에서는 환경규범의 구속력 강화
가 있는 FTA 체결 시 양국의 교역이 증대되었다. 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환경
규범의 도입으로 선진국 시장 접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 분야의 구속력을 강화하여 각 국가가 공통의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기술과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가속화되어 신제품 개발과 혁신을 통한 수요 증가를 유
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이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
하였을 때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동규범을
강화하였을 때 개도국의 해당국 생산품 수입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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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수입/수출국 경제 수준별 환경·노동 규범의 교역효과
종속변수→

(5) 수입액

(6) 수입액

(7) 수입액

설명변수→

다양성

구속력

분쟁해결제도

0.0160

0.166***

0.210***

(0.37)

(3.82)

(5.80)

0.0409

0.0508

0.0717

(0.76)

(1.09)

(1.35)

-0.0283

-0.00209

-0.0130

(-0.85)

(-0.07)

(-0.46)

노동규범

0.153***

0.172***

0.200***

(3.67)

(3.70)

(3.63)

환경규범

-0.0576

0.0822**

0.0581*

(-1.30)

(2.49)

(1.94)

0.142**

0.0856

0.0969*

(2.53)

(1.57)

(1.93)

-0.00324

0.0793***

0.0175

(-0.20)

(3.38)

(0.96)

-0.0446

-0.0642

-0.0584

수입국-수출국 유형↓
개도국-개도국

환경규범

노동규범

개도국-선진국

선진국-개도국

환경규범

노동규범

선진국-선진국

환경규범

노동규범

(-0.75)

(-0.79)

(-0.73)

총 관측치

523643

523643

523643

국가 조합 수

30054

30054

30054

추정 방법

PPML

PPML

PPML

각 국가 ln(GDP)

포함

포함

포함

국가조합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분석 대상 국가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Wald 

10325.19***

9590.14***

9950.75***

주: ( ) 안은 t 값, * p ＜ .10, ** p ＜ .05, *** p ＜ .01.
자료: 저자 작성.

모형 (7)에서는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경우에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국
별 경제력 조합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된 FTA를 개발도상국과 체결했을 때 유의미하게 교역이 증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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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의 관계에서도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규범의 강화
도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환경
분야의 분쟁해결절차 도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인 교역 당사국의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선진국간에 환경·노동 규범을 도
입하거나 노동 분야의 구속력이나 분쟁해결 절차가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을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것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미 각 국가
는 상당한 수준의 국내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
기 때문일 수 있다.
모형 (6)과 (7)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강화된 형태의 자유무역에 참여함으
로써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국 FTA를 통해 강화된 환경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어 낸 새로운 시장 확
대 효과가 기존의 오염 집약적이거나 노동 친화적이지 못한 산업의 일시적 경
쟁력 상실에 따른 수출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개방
화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국제 노동규범이 규제하는
생산 방식에서 점차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고, 국제적 수준의
노동규율과 기준 준수를 통해서 점차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동시에 선진국도 높은 수준의 규범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함으로써 자
국 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내 환경·노동 지수 개선효과
[표 4-5]와 [표 4-6]에서는 분석모형 추정식 (6)에 따라 환경, 노동 규범의
법적 구속력이 해당 국가의 환경 수준과 노동 수준에 미친 영향을 각각 분석
하였다.
우선 [표 4-5]에서는 환경규범의 영향력 분석을 검토하기 위해 FTA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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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법적 구속력이 높아짐에 따른 해당 국가의 다음 해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373)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형 (1)에서는 환경 규
범의 구속력이 높아짐에 따라 규범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74)
더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와 교역국 조합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무역
협정 체결과 강화된 조항의 효과를 모형 (2), (3), (4), (5)에서 살펴보았다. 모형
(2)의 개도국간의 교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선진국

표 4-5. 환경규범 강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1)

(2)

(3)

(4)

(5)

전체

개도국-개도국

개도국-선진국

선진국-개도국

선진국-선진국

t+1 배출량

t+1 배출량

t+1 배출량

t+1 배출량

t+1 배출량

환경규범 구속력

-0.285***

-0.0521

-0.192***

-0.388***

-0.405***

(-13.98)

(-1.34)

(-4.40)

(-13.69)

(-9.87)

자유무역협정

-0.316***

-0.291***

0.142***

-0.598***

-0.0920

(-12.88)

(-7.05)

(2.76)

(-13.66)

(-1.52)

GDP

0.001***

-0.016***

-0.016***

0.001***

0.001***

(20.50)

(-9.11)

(-5.28)

(50.41)

(28.74)

-3.61e-08***

2.71e-05***

2.74e-05***

(-32.69)

(8.82)

(5.11)

(-67.24)

(-38.79)

GDP2

-5.60e-08*** -5.60e-08***

총 관측치

599918

332704

110352

118604

38258

국가 조합수

36664

20584

6768

7056

2256

추정방법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국가조합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주: ( ) 안은 t 값, * p ＜ .10, ** p ＜ .05, *** p ＜ .01
자료: 저자 작성.

373) 상기 모형에서는 해당국의 환경보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FTA와 GDP 효과, 국가별 고정효과 및 기
술 발전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국가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국가 내에서 배
출되던 기존 온실가스 수준과 환경협정 수준 간의 내생성은 다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74) Stern(2007); Baghdadi, Martinez-Zarzoso, and Zitouna(2013)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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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협정에서 환경규범의 구속력 강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의미하게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나, 강화된 환경규범의 환경효과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국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점
은 전통적으로 산업발전과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양
의 관계에 있다는 기존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FTA에서는 Copeland and Taylor(2004)가 언급
한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를 각각 보여 준다. 첫째, 규모효과는 무역량 확대에 따
라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나 온실가스의 배출도 함께 증가하여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FTA 체결
시 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환경오염 유발
을 규제하는 강화된 환경조항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이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오염이 줄어들게 되는 기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분석 결과 특히 개도국
의 경우 GDP 증가와 강화된 환경규범이 모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
져오는 점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상기 분석 결과는 FTA 내 환경규범의 강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환경규범의 강화가 무역 확대
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표 4-6]에서는 FTA 내 강화된 노동규범이 노동기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노동보호지수는 국제노동자권리연구소에
서 제공하는 노동기준지수이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196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375) 해당 지수는 0부터 10까지의 표준화된 지표로서 10에
가까울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형 (6)에서는 국내 노동기준지수가 체결한 FTA상 노동규범의 법적 구속
력이 강화될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개도국에
375) 해당 지수는 비정기적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수가 다음 연도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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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노동규범 강화의 노동지수 개선효과
(6)

(7)

(8)

(9)

(10)

전체

개도국-개도국

개도국-선진국

선진국-개도국

선진국-선진국

t+1 노동지수

t+1 노동지수

t+1 노동지수

t+1 노동지수

t+1 노동지수

자유무역협정

-0.00685

-0.0256

0.0343

-0.112***

-0.0731**

(-0.45)

(-0.97)

(1.06)

(-4.74)

(-1.99)

노동규범 구속력

-0.0759***

-0.0748***

-0.151***

0.0451*

0.0935

(-10.51)

(2.18)

(-2.21)

(-11.92)

(-5.56)

GDP

-4.55e-14***

2.32e-12***

2.16e-12***

(21.69)

(9.57)

(5.78)

(45.71)

(26.40)

-1.14e-27***

1.12e-24

1.43e-24

4.76e-27***

4.69e-27***

(-1.02)

(-0.15)

(0.28)

(-1.18)

(-0.63)

GDP2

-1.88e-13*** -1.87e-13***

총 관측치

448402

248299

82368

89018

28717

국가 조합수

35500

19854

6528

6909

2209

추정방법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국가조합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주: ( ) 안은 t 값, * p ＜ .10, ** p ＜ .05, *** p ＜ .01.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 보호에 미흡함을 표시.
자료: 저자 작성.

서 노동규범이 강화될수록 노동보호지수가 개선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모형 (7),(8)].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노동자 보호가 일정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노동규범 강화가 노동지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FTA에 강화된 노동
조항을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려는 의도와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한
편 GDP로 표현되는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단순한 FTA 체결이 아닌, 구속력 있는 조항이
존재해야만 이러한 사회적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FTA상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
고서도 각 당사국의 국내환경과 노동규범을 개선함으로써 본래 협상에서 달성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 153

하고자 했던 사회적 효용증대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최근 강화된 신통상규범은 무역 확대와 비무역 이슈인 국내환경 노
동 수준의 개선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형태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소결
제4장에서는 국가간의 무역협정 체결에서 비무역 이슈의 확대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무역 이슈가 FTA에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기존의 비무역 이슈를 다루고 있던 다자체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국가간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는 다자체제 아래에서 환경·노동 이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규범의 이행성이 낮아진다. 새로운 협
상을 시작할 때에도 양자체제를 통한 협상이 더욱 합의에 이르기 쉬운 까닭이다.
둘째, 비무역 이슈에 대한 규범 강화는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선진국의 상대
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높은 수준의 국내 환경·노동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생기는 자국의 산업경쟁력
상실 문제를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기준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FTA 재협상 정책은 이 논
리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국내 다양한 정치집단의 역학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최
근 개방화에 따른 선진국 내 불평등 증대는 보호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이 먼저 무역장벽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화된 환경·노동 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각국의 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다국적 기업의 요구도 중요한 배경이다. 다국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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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은 역내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중간재 이동을 요구하
기 때문이다. 환경과 노동 규범을 국가간 공통의 기준으로 정립하면 생산요소
가 이동하는 단계마다 상이한 규범의 수준을 맞추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국경간
생산망과 가치사슬을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 노동 등 보편적 사회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이러한 비무역 이슈를 무역에 포함시키는 주
요한 동력이 된다.
이상의 배경에서 등장한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은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 국가가 개도국과 맺은 협정에서 규범의 범위 확
대, 법적 구속력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 나타나는 현상은 앞서 이론적 배
경에서 살펴본 무역규범 등장의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현상이었다.
강화된 무역협정에서 비무역 조항이 등장하는 현상을 경제이론을 토대로 검
토한 Maggi(2016)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무역협정에 새로운 협
상 이슈를 연계함에 따라서 협상의 범위가 넓어져 결과적으로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로 얻게 되는 사회적 후생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슈 연계는 무역협정에서의 분쟁해
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비무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
한 제재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체결 전에 비해 유의미한 교역
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기본적으로 협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었다. 한
편 환경과 노동 규범의 포함 여부와 법적 구속력, 분쟁해결절차의 수준을 기준
으로 그 경제적 영향을 살폈을 때는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분쟁해결
제도의 도입이 양국간 교역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아가 국가간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이러한 영향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는
개도국이 강화된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역 분야의 교역 증대효과가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 155

유의미하게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도 개발도상국으로의 시장 접
근이 확대되어 이론모형에서 나타난 협상의 이익이 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단순히 신통상규범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원래의 목적, 즉 환
경과 노동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도 향후 신통상규범 강화의 지
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앞서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비무역
이슈에서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환경과 노동 규범의 강화가 각국의 국내 환경·노동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다음 기의 온실가스 배출
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
의 권리지표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에 있어 신통상규범의 도입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교역
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본래 비무역 이슈가 달성하고자 했던 환경과 노
동 가치의 상승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슈 연계 협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다자환경협정이나 국제
노동기준과 같은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다자체제보다도 양자간 혹은 지역간
무역협정에 환경·노동 규범을 포함하여 구속력을 향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으로 각국의 정책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지속가능성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향후 FTA 체결과 개정협상에 있어서 환경·노동 분
야의 규범 강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이러한
이슈 연계형 협정이 협상의 이익을 높이고 비협조의 유인을 줄이므로 향후 통
상협정에서는 더욱 빈번히 신통상이슈가 접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신통상규범 강화에 대응해 가면서 개방의 효과가
전파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통계적으로는 이러한 규범 강
화에 따라서 얻게 되는 무역과 사회적 순이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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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실제 규범 강화와 구속력 강화 과정에서는 사회적 적응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집단과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극명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분석 결과에서도 보듯이 특
정 조항은 무역을 줄이기도 하고, FTA 체결에 따른 오염물질의 감소는 수많은
규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협정의 체결
과 개정에 신통상 이슈가 도입될 경우, 각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구조조정 과정
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총 교역액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군이나 산업별 영향을 분
석하지 못하였고, 분석 기간에 2015년까지만 포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강화된 규범이 각국의 제도와 산업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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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FTA 체결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환경·노동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
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에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다. 다만 FTA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환경·노동
규범에 대해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FTA 환경·노동
규범의 현황과 국가별 FTA 모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상법적·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제1장에서는 FTA의 양적 팽창과 함께 최근 환경, 노동 등 비무역적 사안이
무역협정 내에 투영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이
한·EU FTA에 따른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유럽연합과의 노동분쟁, 한·미
FTA에 따른 IUU 어업 관련 미국과의 환경협의 사례에서처럼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환경규범의 연혁과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최신 FTA 환경 챕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CPTPP 제
20장과 USMCA 제24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4장을 검토하였다.
특히 개정의정서를 통해 USMCA 환경 챕터에 추가된 (ⅰ) 환경의무 위반이 무
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 조항 신설 (ⅱ) 다자환경협정 목록 확대 및
이행의무의 강화 (ⅲ) 환경 챕터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의
개선 등 세 가지 개선사항의 경우 향후 미국의 FTA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
러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노동규범의 연혁과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 최신 FTA 노동 챕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CPTPP 제
19장, USMCA 제23장, EU·캐나다 CETA 제22장 및 제23장을 비교 분석하였
다. 특히 ILO 협약 언급, 기본노동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기구, 협력, 시
민사회의 참여, 공중의견 제출제도, 협의절차, 패널 구성, 패널보고서 이행, 강
제성 등 11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상기 세 개 FTA를 비교하였다. CPTP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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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반면 유럽연합이 당
사자로 있는 EU·캐나다 CETA의 경우 그러한 집행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FTA에 환경·노동 규범과 같은 비무역적 사안의 확대가 나타나
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강화된 환경·노동 규범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들 국가가 개도국과 맺은 무역협정에서 규범의 범위 확대, 법적 구속력 강화,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통상규범이
도입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교역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이슈 연계는 무역협정에서의 분쟁해결체제와 이행 강제 규정을 통해 비무
역 이슈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
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환경규범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온실가스 배출
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노동규범의 구속력 강화 역시 노동자의 권리지표를 개선
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도출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가. FTA 환경·노동 의무 자체에 대한 강화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FTA 환경·노동 의무의 내용을 좀 더 구체
적이고 강행적인 문구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의 경우 노력 의무376)만을 규정하거나 선언적 문구377)나 기
376) 예를 들어 “Each Party shall strive to [...].” 한·EU FTA 제13.3조, 제13.6조 제2항 참고.
377) 예를 들어 “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value] of [...].” 한·EU FTA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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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의무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378)가 다수 확인되며, TSD 챕터의
내용 중 실체적 의무를 창설하는 조항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충분
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무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로 기술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의무 유형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에서는 환경·노동적 가치를 FTA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있어 온 반면, 2019년 유럽그린딜 이전까지 유럽위원회는 FTA 환
경·노동 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379) 또한 FTA
협상상대국 입장에서도 환경·노동기준을 무역협정 내에 받아들이기는 것을 꺼
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 결과 FTA에 환경·노동 관련 핵심 국제기준만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무만이 매우 연성화된 방식으로 무역협정에 반영된 경우
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EU FTA 협상 당시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FTA 협
상에서 TSD 챕터 및 노동조항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한국 측 협상대표들은 국
제기준에 관한 언급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모든 ILO 핵심협약을 즉각적으로
비준할 의무를 협정 내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
행 한·EU FTA TSD 챕터는 이러한 한국 측 요구가 한·EU FTA에 반영된 것이
다.380)
아래에서는 FTA 환경·노동 의무의 모호성이 문제되는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FTA 환경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에서
는 특정 다자환경협정을 언급하면서, 해당 협정에서 추구하는 환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제1항, 제13.8조 참고.
378) 예를 들어 “The Parties reaffirm [the commitment/their commitments] to [...]”. 한·EU FTA
제13.1조 제1항, 제13.4조 제2항 및 제3항, 제13.5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
379) 유럽위원회 입장에서는 유럽의회의 압력과 유럽연합 노동조합, NGO의 지지로 인해 TSD 챕터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협
상대상국으로부터 TSD 챕터의 ‘도입’에 관한 합의를 얻는 데만 주목하였고, 그러한 환경·노동 조항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데 협상대상국들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Harrison et al.(2018) pp. 265-266.
380) Ibid.,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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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TSD 챕터에서는 어떠한 내용과 수준의 환경의무 이행 노력이 ‘실효적인
(effective)’ 조치를 구성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

당 조항에 따라 충분히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동 의무의 해석과 준
수 여부를 두고 FTA 당사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또한
TSD 챕터에는 다수의 협력의무나 정보교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당사국간에
노동이나 환경 문제에 관해 협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는 하나, 협
력이나 정보교환의 형식, 목적,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인 의
무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FTA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가 실제 유의미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도 의무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효과
적인 의무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미국의 FTA에는 자국 국내 환경법의 이행 및 역진방지와 관련된 의무가 포함
되어 왔다. 예를 들어 USMCA하에서 모든 당사자는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
된 보호를 약화하거나 감소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
을 인정”381)하였다. 그러나 환경규제 약화·감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부작위 의
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정확히 어떠한 상황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분
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FTA 노동 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종료된 한·EU FTA 노동 분쟁은
무역협정 내 ‘모호한 내용의’ 노동 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TSD 챕터의 해
석에 관련하여 (ⅰ) ‘노동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382)의 의미
(ⅱ) ‘약속하다(commit to)’의 의미 및 법적 의무 여부 (ⅲ)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에 따른 4대 노동기본권383)의 법적 구속력 유무 (ⅳ) ‘존중·증진·실현’384)
381) USMCA 제24.4조 제3항.
382) 한·EU FTA 제13.2조 제1항(“affecting trade-related aspects of labour”).
383) (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ⅱ)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ⅲ)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ⅳ)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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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385)의 의미 등이 문제되었다.386) 이
중 (ⅲ)과 (ⅴ)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FTA TSD 챕터에는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과 그 후속조치”387)(이하
“1998년 ILO 기본권선언”)에 따른 4대 기본노동권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할 의

무가 규정되어 있다.388) 문제는 1998년 ILO 기본권선언과 그에 따른 4대 기
본노동권이 FTA TSD 챕터·노동 챕터에 인용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법적 지위
나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변경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1998년 ILO 기본권선언에 포함된 내용은 정치적·도덕적 지위만을 가
지며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새로운 법적 의무도 회원국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7년 11월 ILO 이사회 회의에서 ILO 사무총장은, 선언을 통해
회원국들이 자국의 의지에 반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선언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ILO에 가입할 때 이미 부담하
기로 약속하였던 의무와 가치에 깔린 논리를 재확인하고389) ILO 기본원칙의
384)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respecting, promoting and realising”).
385)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3문(“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386) 고용노동부, 유럽위원회(2020a),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한국 답변]」; 고용노동부, 유
럽위원회(2020b),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EU 답변]」,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30).
한·EU FTA 전문가패널의 심리내용 영문본은 다음을 참고.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ublic of Korea(20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Established under Article 13.15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Contents of the Hearing of 8 and 9 October 20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387) 예를 들어 한·EU FTA 제13.4조 제3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
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밑줄 추가]
388) 협정상 정확한 문구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상기와 같은 방식은 미국의 체결하는 FTA 노동 챕터에
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제19.2조 제1항 참고.
389) ILO Governing Body(1997), para. 10: “It must be made clear that there can be no question of making the obligations under core Conventions binding on States that have not
ratified them. [...T]he Director-General emphasized -- that it is in no way a ques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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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향한 진전시키는 데 있지,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을 관련 협약상의 실
체적 규정과 합치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언’은 국가
가 핵심 노동원칙에 상응하는 ILO 협약을 비준할 준비가 없는 경우에도, 핵심
노동원칙에 대한 각국의 약속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
치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다.390) 또한 8개
ILO 핵심협약을 80%에 달하는 대다수 회원국이 비준한 상황이나,391) 이들 협
약이 FTA에 직접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1988년 ILO 기본권선언
만이 FTA에 명시되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가 1998년
ILO 기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왔으며, 무역협정에 법
적 구속력이 있는 ILO 노동 규범을 포함하는 데 부담을 느껴 왔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 주는 부분이다.
한·EU FTA 노동 분쟁에서도 1998년 ILO 기본권선언의 법적 성격에 관해
분쟁당사국간 이견은 없었으며, 동 선언이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는 주장을 유럽연합이 제기하지는 않았다.392) 그러나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25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패널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98년 ILO 기
본권선언에 따른 4대 노동기본권(본 사건에서 문제된 결사의 자유 포함)을 자신
imposing, through such a declaration, new obligations on member States against their
will. The declaration is aimed at reaffirming the logic of the commitments and the values to which States have already freely subscribed in joining the ILO. ... nobody could
reproach the Organization for inviting its Members to take seriously such commitments
by making them more explicit. [밑줄 추가]
390) Jakovleski, Jerbi, and Biersteker(2019). 이처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핵심 노동기준을 법적 구
속력이 없는 ‘선언’에 담음으로써 해당 기준에 대한 전지구적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선언상 내용을 실
질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므로, 선언은 외관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국가들이 선언
내 포함된 실체적 내용을 괄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는 다음을 참고. de Wet(2008), p. 1437.
391) 현재 총 187개 ILO 회원국 중 8건의 핵심협약 모두를 비준한 국가는 146개국(78%), 7건 비준국은
14개국, 6건 비준국은 11개국, 5건 비준국은 5개국, 4건 비준국은 우리나라 포함 4개국(한국, 중국,
미얀마, 오만), 3건 비준국은 1개국, 2건 비준국은 미국 포함 2개국, 1건 비준국은 4개국이다. ILO,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Conventions by Number of Ratifications - State(s) Having
Ratified All of the 8 Fundamental Conven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392) Murray, de Chazournes, and Lee(2021. 1. 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para.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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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과 관행에서 존중·증진·실현할 ‘새로운 의무’를 한·EU FTA 제13.4조 제
3항을 통해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고,393)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1998년 ILO 기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주장을 기각하였다.394)
둘째, 한·EU FTA 제13.4조 제3항은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
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395)임을 규정하였다. 그렇다
면 어느 정도의 비준 노력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구성할 것인가?
한·EU FTA TSD 챕터 전문가패널 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396) 결과적으로 전문가패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유럽연합의 주장
을 기각하였는데,397)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제13.4조 제3항이 어떠한 특정 결
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노력(best endeavours)’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398) 때문에 한국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을 것이다.

393) Ibid., para. 122.
394) Ibid., para. 135. 단 제13.4조 제3항 위반 판정으로 최종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Ibid., p. 79.
395) 한·EU FTA 제13.4조 제3항: ‘[...] The Parties will make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towards ratifying the fundamental ILO Conventions as well as the other Conventions that
are classified as “up-to-date” by the ILO.’
396) Murray, de Chazournes, and Lee(2021. 1. 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paras. 266-267.
397) Ibid., para. 280. See also Ibid., p. 79.
398) Ibid., para. 277.

16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나. FTA 환경·노동 의무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강화
1) 미국과 유럽연합측 접근의 상이성
FTA 의무의 이행·집행 문제는 환경·노동 규정을 넘어 협정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특히 환경·노동 등 비무역적 성격의 FTA 의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FTA 환경·노동 의무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USMCA에서는 미 하원의 요구로 개정의정서 추가
체결을 통해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였으며,399) TPP 협상 당시에는 협정 당사
국들이 충족해야 하는 노동기준을 구체화하고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며 일방
당사국의 의무 미준수에 대해 미국이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
자 노동협정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3개 TPP 협상국과 별도 협상
한 바 있다.400)
반면 유럽연합의 FTA는 대화와 협력에 주목하면서 제재 중심의 미국 FTA
보다 연성화된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그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지
적이 있어 왔다.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는 FTA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분쟁
해결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TSD 챕터 내 규정된 별도의 특별분쟁해결제도
에 회부되어 전문가패널이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일반분쟁해결제도에
서와는 달리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하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제재
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FTA의 일반분쟁해결제도에서는 중재패
널의 판정을 불이행할 경우 유럽연합은 불이행국을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양
399) 2019년 9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이 이루어졌던 원 USMCA의 집
행 메커니즘을 비판하면서, “협정에 규정된 내용을 실제 집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Pelosi(2019), “Transcript of Pelosi Weekly
Press Conference Today,” Press Release(September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400) 예를 들어, 베트남에 대해서는 노동협정 발효로부터 5년 이후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
나 가입할 노동자의 권리를 베트남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 관
세양허를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논의되었다. Lowe(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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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

FTA의 TSD 챕터는 ‘협의 → 전문가패널’로 구성된 별도의 2단계 분쟁해결절차
를 두고 있음을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확인하였다. 피제소국이 협정상 의무
를 불이행한 경우 패널은 ‘권고’ 형식으로 판정을 내리고, TSD 위원회가 이후
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패널이 내린 판정을 패소국이 이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TSD
챕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소국에 의한 패널판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조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의 TSD
챕터에 규정된 환경·노동 의무를 타방당사국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유럽연합
은 동 FTA에 근거하여 타방당사국에 무역특혜(관세양허)를 정지하는 등의 제
제를 취할 수 없다. CPTPP나 미국 FTA 환경·노동 챕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CPTPP는 제19장 노동 챕터와 제20장 환경 챕터하에서
발생한 분쟁을 제28장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401)
전통적으로 유럽위원회는 TSD 챕터에 따른 협의 및 전문가패널 절차는 당
사국간에 대화를 통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외적 압력을
통해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동 챕터 내에 포함하자는 접근법에 유
럽위원회는 최근까지 회의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그 대신 국내자문단(DAG),
TSD 전문가패널 등과 같은 협력 및 참여 메커니즘을 선호해왔다. 유럽위원회
는 2017년 7월에 총국 차원에서 비공식 문서(non-paper)를 발표하여 TSD 챕
터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18년 2월에 발표된 유럽
위원회의 두 번째 비공식 문서402)에서는 제재 접근법이 EU TSD 챕터의 집행
401) CPTPP 제19.15조 제12항, 제20.23조 제1항 내지 제4항.
402) European Commission Services(2018), “Feedback and Way Forward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Free Trade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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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집
행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도록 EU의 기존 모델을 개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
다.403) 그러나 환경·노동 의무를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의
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
며, 유럽연합도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해 좀 더 제재 위주의 미국식 접근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
는 TSD 챕터의 보다 강력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규칙의 약한 집행력
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동 챕터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의 교
역상대국 대부분은 유럽연합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럽연합 시장
에 대한 접근을 조건으로 노동자 권리와 환경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404)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FTA에 따른 무역특혜
가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환경의무 이행의 진전을 조건
으로 시간적 요건을 두어 실제 성과에 맞추어 단계별로 FTA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이 TSD 챕터상의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의 유보적인 태
도에서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대화·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생각된다. 한·EU FTA 노동
분쟁 사례를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 규범의 집행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2월에 정부간 협의 개시 이전에 이미 유
럽연합 측 국내자문단(DAG)과 한국 측 국내자문단은 수차례 공동회의를 열었

403) 2018년 2월의 유럽위원회 비공식 문서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EU TSD 챕터를 집행하기 위해 제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재 접근법은 EU
모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역제재는 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
해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TSD 의무 위반에 대해 무역제재를 취
한다고 해서 주요 사회·환경 기준의 준수를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제재 접근법하에서는 사회·환경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할 것인
지, 즉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하므로 자연히 TSD 챕터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
재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FTA에서는 유럽연합보다 좁은 범위만을 규율해 왔다. Ibid., p. 3.
404) Horn(2020. 1. 27), “The EU’s Toothless Trade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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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럽연합 국내자문단은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공식 협의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위원회에 보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으며,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의 위반이 다수 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카렐 드 휴흐
트(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양 당사자 정부 차원의 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4년에 유럽연합 측 국내자문단은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한국 측의 TSD 챕터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는 서
한을 송부하였고, 2015년에 한·EU 시민사회포럼에서 이에 관해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2016년에 유럽연합 측 국내자문단은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
위원에게 한·EU FTA에 따른 협의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송부하
였다.405) 2014년에 임명된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나, 한
국 노동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좀 더 큰 맥락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
가 있으며 한·EU TSD 챕터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 인해 한·EU FTA의 전반
적인 목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406)
그러다 2018년 2월에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제2차 비공식 문서를 기점으로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었다. 동 비공식 문서에서 유럽위원회는 비록 미국식의
제재 접근법을 유럽연합 FTA에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그
대신 기존 TSD 챕터 체제하에서 FTA 당사국의 환경·노동 의무 이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유럽연합의 FTA 전략이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가 2018년 2월의 제2차 비공식 문서를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취

405) Ashraf and van Seters(2020), “Making It Count: Civil Society Engagement in EU Trade
Agreements,”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8).
406) Campling et al.(2019), “South Korea’s Automotive Labour Regime, Hyundai Motors’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Trade-Based Inte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p. 15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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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가 한국을 상대로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
건이다. 유럽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에 한·EU FTA 제13.14조에 따른 정
부간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으며407) 2019년 1월 21일 정부간 협의가
개시되었다.408) 이후 2019년 3월 18일까지 90일간409) 양자협의가 진행되었
으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2019년 7월 4일에 유럽위
원회는 한·EU FTA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제도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410) 전문가패널은 일방당사국의 소집요
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즉 늦어도 2019년 9월까지 소집되어야 하나411) 실
제 전문가패널 설치 및 구성은 2019년 12월 30일에 완료되어412) 해당 일부터
본격적인 전문가패널 절차가 개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2월 16일에 의
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ILO 핵
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
다. 전문가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 구성 시부터 최대 90일 동안, 즉 2020년 3
월까지 양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4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문가패널 절차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절차지연이 있었다. 이후 2020년 11
월 말까지는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발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나414) 최종
407) European Union(2018), “Republic of Korea –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Chapter
13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European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408)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주한 EU 대표부)(2019. 1. 21),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Government Consultations over Labour Comm
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Press Release(January 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409) 한·EU FTA 제13.15조 제1항.
410) European Union(2019a), “Republic of Korea –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Chapter
13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by the European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30).
411) 한·EU FTA 제13.15조 제1항.
412) 우리 정부는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연합은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교수(프랑스)를 각각 전문가패널로 선정하였으며,
제3국 국적의 의장으로는 양측의 협의하에 토마스 피난스키(Thomas Pinansky) 변호사(미국)가 선
정되었다. 한·EU FTA 제13.15조 제3항 참고.
413) 한·EU FTA 제13.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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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2021년 1월 25일에 동 보고서415)가 발표되었다.416)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2017년 미국과 과테말라 간 노동 분쟁에 관한 CAFTA-DR
패널보고서 이래, 한·EU FTA에 따른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두 번째 사례이다.

2) 유럽연합 FTA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전망
유럽연합이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서 아래의 네 개 옵션이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만약’ 2021년 1월 25일
발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최종 판단과 권고사항의 해석과 한국측 이행여부
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에 향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 중 한·EU FTA에 TSD 챕터가 최초로 포함되었고 유
럽연합이 TSD 챕터 특별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것도 한·EU FTA가 처음이었
듯, 후술하는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또한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
으로 시험해 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
이 가지고 있는 일방·양자적·다자적 무역수단에 무엇이 있는지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럽연합의 FTA 환경·노동의무 집행가능성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특히 예의 주시할 필요도 여기에 있다.

가) 옵션①: 환경·노동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FTA를 정지·종료하는 방안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으로서, ‘TSD 챕터의 실질적 위반’을
이유로 FTA를 정지·종료하는 안이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적이 있다. 유
414)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제사회 강한 요구…노조법 개정 더 못 미뤄”」(2020. 10. 21),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12. 27).
415) Murray et al.(2021. 1. 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1. 26).
416) 고용노동부(2021. 1. 26),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26). 본 연구보고서 출판 시의 시의성과 적시성을 위해 편집시점인 2021년 1
월 말의 상황을 추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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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Opinion 2/15417)에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
약(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협약”) 제
60조 제1항에 성문화되어 있는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TSD 챕터 집행의 강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은 양자조약의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약 의무의 ‘실질적 위반(material breach)’이 있는 경우, 타방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CJEU는 위 규정에 따라 “[TSD] 챕터에 규정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환경보
호에 관한 조항의 위반은 다른 당사국으로 하여금 동 조약의 다른 조항에 규정
된 [무역]자유화를 종료하거나 정지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시하였다.418)
CJEU의 판결이 내려졌을 당시 유럽위원회는 일단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으
나, 이후 동 위원회가 실시한 협의 결과 “무역제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확인되고 현행 TSD 챕터 모델을 지지하는 입장이 다수”이며, “제재를 기초로
하는 모델에 대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컨센서스 없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419)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약법협약 제60조 제1항에 따른 FTA 정
지 또는 종료를 주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417) European Union(2017b), “Opinion 2/15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f 16 May
2017 Opinion Pursuant To Article 218(11) TF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15).
418) Ibid., para. 161: “Finally, the link which the provisions of Chapter 13 of the envisaged
agreement display with trad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is also specific in nature because a breach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social protection of worker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et out in that chapter, authorises the
other Party —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dified in
Article 60(1)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igned in Vienna on 23 May 1969
[...], which applies in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States[...].” [밑줄
추가]
419) European Commission services(2018), “Feedback and Way Forward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Free Trade Agreements,” Non paper of the Commission services, p. 3,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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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옵션②: 무역장벽규정을 통해 FTA 환경·노동의무 위반국에 무역조치를
부과하는 방안
유럽연합의 역내 규정인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을
개정하여 TSD 챕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다. 유럽연합 TBR하에
서 유럽연합 기업들은 FTA 상대국이 무역협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는 경우 해당 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협회를 통해420) 유럽
위원회에 청원(TBR 조사 개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유럽위원회의 조사
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는 FTA 의무의 집행에 사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며, 국가 대 국가간 분
쟁해결제도를 개시하기 전에 유럽연합 차원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데 강점이 있
다. 다만 TBR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개시를 위한 청원이 있어야 하
는데, 그러한 신청은 다른 국가에 의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무역장벽 또는 불공
정한 무역관행이 유럽연합 기업의 상업적 운영에 유럽연합 내에서 또는 해당
가해국 내에서 피해421)를 야기한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옵션②의 문제는, 노동 기준은 현행 규정상 TBR을 통해 집행가능한
권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에
서 특정 ILO협약을 비준·이행할 것을 명확히 ‘의무로서’ 규정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FTA 의무불이행에 TBR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배
경에서, 일각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관해서도 TBR 내 사인의 청원을 통해 집
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422)이 논의된 바 있다.

다) 옵션③: 유럽연합이 일반특혜관세제도하에서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방안
유럽연합이 제공해 온 일방적 무역특혜의 철회가 FTA 환경·노동 의무 불이
420)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도 조사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421) 조사 개시 신청은 재정적 손실, 이윤 감소, 정리해고, 수입 증가, 수출 감소 등 실질적 피해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422) Bronckers and Grun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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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국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일방적 특혜무역
약정하에서 무역특혜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격성 기준으로서 노동
조항을 포함해왔다.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 중 GSP+ 제도하
에서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이행하는 것이 선결조건
으로서 요구된다.423)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부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의 현행 GSP 규정(GSP Regulation)424)의 부속서8 제A부에 열거된 인권 및 노
동권에 관련된 핵심협약의 심각하고 조직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이 동
제도에 따른 무역특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TSD 챕터 ‘환경’ 의무에 관해 유럽연합이 자신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를 통해 GSP 수혜국의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한정적이다.
옵션③은 유럽연합이 EU GSP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무역특혜를 철회하
자는 것인데, UNFCCC, CITES 등 환경협정은 동 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UNFCCC, CITES 등은 GSP 규정 부속서 8, 제B부에 열거되어
있는 반면, 제19조 제1항은 부속서 8에 관해서는 제A부에 열거된 협정에만 적
용된다.425) 현행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426) 2019년 3
월에 채택된 결의427)에서 유럽의회는 GSP 수혜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27개 핵심 국제협약 목록에 파리협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428) 환
경협약 미준수의 경우에 무역특혜 정지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
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럽연합 GSP에 따른 무역특혜는 특정 개도국만

423) ILO(2017),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From Challenges to Opportunities,”
p. 59, para. 2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424) European Union(2012), “Regulation(EU) No 97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Applying a Scheme of Generalised Tariff Preference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EC) No 732/20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425) Ibid., Article 19.1(a): “serious and systematic violation of principles laid down in the
conventions listed in Part A of Annex VIII.”
426) EU GSP 규정 제43조 제3항.
427) European Parliament(201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4 March 2019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SP Regulation(EU) No 978/20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428) Ibid., par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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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TSD 챕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가 가지는 영향력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한·EU FTA
노동분쟁의 맥락에서도 우리에게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라) 옵션④: 신설된 통상감찰관제도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역조치
부과 가능성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옵션은 2019년 12월에 신설된 ‘통상감
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제도라고 판단된다. 2019
년 7월 당시 유럽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유럽위

원회가 앞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2019년 12월 11일의 ‘유럽그린딜’ 발표
에서도 통상감찰관 제도를 통해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역협정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의무 집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019년
12월 11일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자, 유럽위원회는 다음 날 곧
바로 통상감찰관직의 공식 신설을 발표하였으며429) 기능 정지된 상소기구의
판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유럽연합이 패널 판정에 따라 무역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역내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24일에 첫 통상감찰관으로 Denis Redonnet(프랑스)를 임명하였
다.430)
통상감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통상감찰관은 (ⅰ) 유럽연합이 체결한 무
역협정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의무, 특히 기후변화와 노동권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31) 또한 (ⅱ) WTO 소송 (ⅲ) 다자투자법
429) European Commission(2019a. 12. 12), “Commission Reinforces Tools to Ensure Europe’s
Interests in International tra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430) European Commission 보도자료(2020. 7. 24), “European Commission Appoints Its First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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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MIC: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등 그 밖의 다자간 법률 프로젝트
(ⅳ) 유럽연합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스크리닝 제도 감독432) (ⅴ) 무역구
제 조사 감독 등을 담당한다.433) 통상감찰관직의 신설 및 임명은 유럽위원회가
앞으로 무역협정에 대한 의무이행 및 집행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역구
제, 분쟁해결제도 제소, 관세양허 수정·정지·철회 등 유럽연합의 무역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통상감찰관을 통해 FTA 환경·노동의무 위반을 감독하고 그에 관해 협의하
는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이 FTA 타방당사국의 환경·노동 의
무 위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려 들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판단
된다. 또한 상대국이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양허 정지·
철회 등 일방적 무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그러한 일방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근 개정이 완료된434) ‘무역집행규정(Trade Enforcement Regulation)’의 내
용에 비추어 볼 때, 무역협정 타방당사국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유럽연합이
일방적인 관세양허 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상기 규정이 활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의 초점은 WTO/FTA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가능성 확보가 아니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WTO/FTA
분쟁해결제도에 의한 법적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진
행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이다.435) 2020년 7월 6일 국제통
431) European Commission(2020a. 7. 24), “European Commission Appoints Its First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15); European Commission(2019b. 9.
10), “Mission Let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432) European Union(2019b),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433) European Commission,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43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1), “Regulation (EU) 2021/
16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February 2021 amending
Regulation (EU) No 654/2014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
ean Union, L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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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원회(INTA)가 향후 무역집행규정에 대해 추가 재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지속가능발전 의무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436)을 포함할 것을 강조한
바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FTA 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방조치의 법적 근거가 좀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럽의회조사처도 무역집행규정 개정안이 통상감찰관직 등을 통해 국제무역
협정의 실효적인 이행·집행을 강조한 새로운 유럽위원회의 공약437)과도 맥락
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무역집행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럽위원
회, 특히 통상감찰관에게 FTA 환경·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내지
는 일방적 무역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 추이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35) 위 개정은 2019년 12월 11일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WTO 패널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소기구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신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2020년 4월 30일에 출범한 ‘다
자간 임시상조중재약정(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에의 다른 WTO 회원국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배경에서 시작되었
다. 이와 관련해서 이천기, 강민지(2020. 6. 17),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
사점」, pp. 28~29, [부록 2: EU 무역집행규정 개정안: WTO MPIA 비참여국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
성] 참고.
436)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2020),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mendment 22: “[...T]h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 and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at review shall
include proposal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ments.”
[밑줄 추가]
437) 이러한 공약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유럽위원회 정치적 지침 및 필 호건 전 통상담당 집
행위원에게 보낸 과업서한(mission lette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von der Leyen(2019a), “A Union
That Strives for More - My Agenda for Europe - b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Europe
an Commission”; von der Leyen(2019b), “Phil Hogan - Commissioner-Designate for
Trad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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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가. 미국의 기후·통상 정책
탄소배출, 기후변화 완화 의무, 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조항이 향후 새로
운 FTA 모델로서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미국이 기후변화 문
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국 FTA 환경 챕터 모델의 약점으
로 지적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발효한 USMCA도 마찬가지다. USMCA 제24
장의 경우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이 한층 강화되었으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과 관련하여 ‘탄소저
장’이 한 차례, 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청정기술’이 한 차례 언급되었을 뿐이다.
7개의 다자환경협정 목록을 명시하고 이들 협정에 따른 환경의무를 준수할 것
을 규정하면서도 다자환경협정 목록에 UNFCCC와 파리협정은 빠져 있다.
USMCA에 수산보조금 관련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것은 동 협정에
서 기후 문제와 화석연료에 관해 규율이 미흡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기후변화 의무가 미
국이 체결하는 FTA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던 반면, 대선 유세 당시부
터 환경·노동 기준의 강화를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미국의 대외 통
상정책에도 큰 틀에서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ⅰ) 미국의 기후목표와 통상정책을 연계시킬 것이며, (ⅱ) 파리
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하지 않는 국가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고, (ⅲ)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탄소다배출
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집약상품에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또는 수량제한(쿼터)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438)
438) See, e.g., Biden and Harris,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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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2015)439) 하에서 미 행정부는 국내적인 탄소
감축 의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무역협정에 포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현행 TPA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440) 이후 의회의 TPA 재승
인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TPA에 포함시
키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441)
“탄소조정세”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구체화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은 현재 연
방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
는 미국 국내적인 탄소배출 감축 방안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
다. 탄소세제나 배출권거래제 등 미국 국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제도가 없는 상
태에서 수입상품에만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경우 특히 WTO 협정과의 합치성
이 문제될 소지가 크며, 향후 연방 차원에서 탄소배출감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조치의 구체적 설계에 따라 GATT 제2조 제2항 제(a)호, 제3조 제2
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Ad Article III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442)나 무
역구제(특히 상계조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미
의회 차원에서 탄소세제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는 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상원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
인 입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FTA 신규 체결·개정을 통한 환경 목표 제
고에도 원칙적으로 협상대상국 상호간의 동의가 요한다는 점, 협상에 보통 수
년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단기적인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첫째,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구제법,
and Environmental Justic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2. 20).
439) See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Title I of
Pub. L. 114-26 (June 29, 2015), 129 Stat. 319, 320-361.
440) CRS(2020c),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8).
441) 예를 들어 팀 라이언(Tim Ryan) 하원의원은 TPA에 그리고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에 기후변화 문제
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Gavin Bade(2020), “How Biden
would use trade agreements to fight global warm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442)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s amended,19 U.S.C.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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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계조치를 통해 다루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0년 12월 11일에
미 상무부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적으로
공여받은 일부 시설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
금 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U ETS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배출집약도 최상
위 시설 기준 44.2% 수준으로 보통 무상할당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소누출 목
록에 포함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이 공여되는 것은 보조
금443)에 해당된다는 논리이다.444) 또한 미국은 2020년 12월 17일에 WTO
일반이사회에 기본적인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WTO 회원국은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공여한 것으로 보아 다른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

443) 보다 구체적으로, 미 상무부는 위 경우가 WTO 보조금협정 제1.1조 제(a)항 제(1)호 (ii)목의 의미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위 산업부 국문번역본은 “government
revenue”를 “[정부] 세입”으로 번역하였으나 반드시 “revenue”가 반드시 조세수입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부수입”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할당한
것이 세입 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배출권이 ‘조세(tax)’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ⅰ) 조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반대급부가 없는, ‘정부에의 일방적인 지불’이어야 하나 배출권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배출권을 시장에 매각함으
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ⅱ) 조세의 경우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나 배출권 거래로 인해 정부에
발생한 수익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재투자 등을 통해 참여기업들에게 재분배되
는 경우가 있으며, (ⅲ) 참여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할당받는 배출권 외에 배출권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에의 ‘일방적인’ 지불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ⅳ)
조세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시장
에서의 수요과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출권이 ‘조세(tax)’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는 다음을 참고. 이천기(2017),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pp. 54~56; See also Kokott(2011), “Case C-36
6/10, The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6 October 2011,” paras. 214-218. 아울러 ‘Revenue’의 개념에 세입뿐
아니라 비조세적 성격의 정부수입도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Cebotari et al.(2013),
“Chapter 6: Enhancing Fiscal Revenue”; Laan(2020), “Vanessa Corkal,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Estimating tax subsidies for fossil fuels in Canada,” p. 10, Table 3(Types
of foregone revenu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2. 27).
444) USDOC ITA(2020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428-848, pp. 48-50; USDOC ITA(2020b), “Is
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Italy,” C-475-841, pp. 13-1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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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WTO 각료결정 초안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445)
둘째, 연방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
여 대통령이 탄소조정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도 확인 가능하다. 동법
상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개념에는 경제 안보까지 포함되어 왔으므로,
외국에서 탄소저감노력 없이 저비용을 들여 생산된 상품이 수입됨으로 인해 미
국 국내산업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협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232조에
따라 미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을 조정(adjust
imports)”446)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제232조 관세 부과(2018. 3. 23)447)가 결정된 이래 지금까지 자동
차·자동차부품(2018. 5. 23), 우라늄 및 관련 제품(2018. 7. 18), 티타늄 스펀지
(2019. 3. 4), 변압기 및 방향성 전기강판(GOES) 부품(2020. 5. 4), 이동식 크레

인(2020. 5. 7), 바나듐(2020. 6. 3) 수입에 대해 제232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448) 탄소조정세와 관련해서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
232조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 ‘국가안보’ 전반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
인지는 미국의 향후 다자 및 FTA 통상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
이므로 귀추가 주목된다.449)
445) General Council(2020), “Advancing Sustainability Goals through Trade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 Draft Ministerial Decision,” WT/GC/W/814, 17 December, paras. 1-2.
446) 19 U.S.C. Sec. 1862(c).
447)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8년
1월 11일과 17일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을 각각 참고: USDOC(2018a),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1”; USDOC(2018b),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7.” 이후 실
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부과된 제232조 조치의 유형(관세, 쿼터), 적용·면제대상국, 물적 적용범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은 대통령 포고 제9704호 및 제9705호(2018. 3. 8.), 제9710호 및 제
9711호(2018. 3. 22.), 제9739호 및 제9740호(2018. 4. 30.), 제9758호 및 제9759호(2018. 5.
31.), 제9980호(2020. 1. 24), 제10060호(2020. 8. 6)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옴. 관련해서
다음을 참고. 이천기(2018), 「국가안보에 근거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WTO협정 합치성 검
토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pp. 221-258.
448) CRS(2020b),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Updated
August 24, 2020,” 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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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정책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몇 년간 FTA의 ‘환경’적 측면을 강화해 왔다. 특히 기
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11
일의 ‘유럽그린딜’에서 2030년 기후목표를 상향 조정하고450) 2050년까지 기
후중립(climate neutrality)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다.451) 이러한 환경목표 달성에 FTA가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5년 10월 ‘EU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all)’에
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무역협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음
을 밝힌 바 있으며,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협상대상국에게 파리협정 가입
을 요구하는 등 FTA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촉구해 왔다.452)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로 잠정 발효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서 유럽연합의 요구로 도입된 “재균형
(Rebalancing)” 메커니즘453)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한·EU FTA에서

도 한국과 유럽연합은 양 당사국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다자환경협정을 국내적
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454)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
449)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법상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료하는 행정명령 제13936호에 2020년 7월 14일
에 서명하고, 동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동 년 8월 11일에 홍콩산
상품의 원산지국을 중국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요
건 등에 대해 홍콩이 2020년 10월 30일에 미국을 WTO에 제소한 사건(DS597)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미국의 조치가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에 따라
미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WTO의 관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의 입장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50)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0~55% 감축하기로 하였다.
451) European Commission(2019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Brussels(December 11).
452) Mathiesen(2018. 2. 2), “EU Says No New Trade Deals with Countries Not in Paris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20).
453) EU-영국 TCA 제9.4조.
454) 한·EU FTA 제1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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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
겠다는 약속”을 언급한 바 있다.455)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TSD 챕터상 의무의 모호성과 집행체계의 취약성으
로 인해 현행 TSD 챕터만으로는 파리협정에 따른 각국의 기후변화 의무 이행
을 단기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을 검토하
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 발표 당
시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기업들의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level the playing field)’ 정책수단으로서 상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EU-영국 TCA의 재균형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탄소국경조정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FTA는 없다. CBAM은 유럽연합
의 역내 규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개시 영향평가, 공공협의 등 역내 규제
도입 시 유럽연합법상 요구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조치의 세부 내
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2020년 3월 4일 규제개시 영향평가에서는
CBAM의 유형으로서 (ⅰ) 선별된 특정 상품에 대한 내국간접세로서 탄소세 부
과 (ⅱ)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는 탄소 수입관세(국경세)의 신설 (ⅲ) EU ETS의
수입상품에 대한 확대 적용 등 세 가지 옵션이 언급된 바 있다.456) CBAM의 도
입에 관한 공공협의는 2020년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유
럽연합은 이후 CBAM의 WTO 합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전문가들과의 협
의도 계획 중에 있다. 협의단계에서 유럽위원회는 CBAM이 “WTO 협정과 유
럽연합이 부담하는 그 밖의 국제의무에 합치하도록 설계”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늦어도 2023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2021년 전반기에

455) 한·EU FTA 제13.5조 제3항.
456) European Commission(2020d), INCEPTION IMPACT ASSESSMENT-Carbon border a
djustment mechanism, Ref. Ares(2020)1350037–04/03/2020, p. 2,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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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CBAM의 일차적인 부과대상으로 시멘트, 철
강, 전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2020년 9월 21일에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EU ETS 국가보조 가이드라인’457)에 비추어 볼 때 철강, 정제된 석유제품, 플
라스틱 소재(폴리에틸렌 등)의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가 CBAM의 직접적인 영
향권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CBAM의 유형과 구조가 좀 더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WTO/FTA 합치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우리 수출산업에 미치는 경제
적 영향에 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FTA를 통한 환경·노동 규범 강화에는 순수하게 환경·노동자 보호 목적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요인이 서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제4장에서의 경제적 분석
결과가 뒷받침하듯이 무역과 환경·노동 규범 연계는 효과적으로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교역 증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각국의 환경·노동 수준을 향상하여
협정체결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강화된 규범의 이익
이 국가적 차원에서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산업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FTA 환경규범의 강
화가 우리나라의 탄소집약산업에 미칠 수 있을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과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새로운 국제환경규범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함과 동
시에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및 제품의 경
457) European Commission(2020c. 9. 2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Guidelines
on Certain State Aid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Post 2021, C(2020) 6400 final, p. 17, Anne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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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환경규범 강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생산
구조 개선, 국제탄소시장 논의 참여, 글로벌 GVC 재편에 따른 무역정책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미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FTA 환경·노동 챕터를 통해 환경·노동 의
무의 집행가능성이 제고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
였다. 특히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활용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USMCA의 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
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음과 그러한 미집행이 “당사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제소국이 부담하도록 하고458) 이 요건들에 대한 상세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
였으며, 환경 챕터상의 의무 불이행을 USMCA 분쟁해결 챕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 환경의무의 강제성을 한층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미국은 앞으로의 FTA 신규 및 개정 협상에서 USMCA 환경 챕터 수준을 협
상당사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ⅰ)
2018년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이미 한 차례 완료되었으며 (ⅱ)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의 ‘큰 틀’은 미국이 주도하는 USMCA 수준의 환경규범과 어
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ⅲ)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는 이미 자체
적으로 환경협의 및 협의회 회합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459) 이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협정 제22장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법적 구속력 있는

458) 참고로 한·미 FTA에서는 이들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국이 부담한다. 강준하(2020), p. 51.
459) 한·미 FTA 제20.9조(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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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일정 수준의 집
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수준을 USMCA 환경 챕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의 또는
협상을 근시일 내에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높지 않다고 생각된
다. 즉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기확립된 한·미 FTA 환경 챕터의 집행체제를
‘실제 활용’하는 데 미국의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요시 여
기는 일정 환경적 가치에 대해 한국의 의무 이행 수준을 담보·강화하고 관련 국
내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 FTA 환경 챕터의 집행체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9일 미국은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해서 한·
미 FTA 환경 챕터를 통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원양산
업발전법 개정이 가속화되었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460)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0-A에 기재된 다자환경협정
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
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46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CCAMLR)은
동 부속서에 열거된 다자환경협정 중 하나이므로, 한국은 동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를 한·미 FTA하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제20.9조(환경협의 및 패널절차) 제1항에 따라 미국은 제20장 환경 챕
터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한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이 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국정부가 충분히 제재하지 못하였
다고 미 국가해양수산청이 판단한 사항도 한·미 FTA 환경 챕터에 따른 협의
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462)
460) 분석 및 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IUU 어업에 관련하여 미국이 제기한 한·미 FTA 환경협의에 관한 사실
관계는 별도의 각주 표시에 근거하지 않는 한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USTR(2019c),
“USTR to Request First-Ever Environment Consultations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in Effort to Combat Illegal Fishing,” Press Release(September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5. 25).
461) 한·미 FTA 제20.2조(환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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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협의 요청 이후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
였다. 2019년 7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 동년 10월
4일 의결, 동월 24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은 동월 31일에 국
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동월 26일에
최종 공포되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개최되었던 2019년 10월 17일의 한·미
FTA 환경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개정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전해진
다. 동법의 개정이 완료되어 2019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은 예
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 절차를 개시하였고, 2020년 1월 21일에 예비 적격
증명서가 발부됨에 따라 한국은 예비 IUU 어업국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다.463)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이 한·미 FTA 제22장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분쟁해결절
차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462)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환경협의는 미국의 유자망어업 조업금지 보호법(MPA: Moratorium Protection
Act)에 따라 미 국가해양수산청이 작성, 의회에 제출한 IUU 어업 위반행위 확인국에 관한 격년보고
서에 따른 것이다. 해당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국가해양수산청은 남극해양생물보존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획활동에 자국 선박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였
다. 이에 미 국가해양수산청과 무역대표부는 한국 선박의 불법 어획활동 문제를 규율하는 한국 국내
법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
다. NOAA Fisheries(2019), pp. 29-30.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에 우리 원양선박 2척이 남
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 이후 해당 지역에서 2017년 12월 2일∼4일 동안 추가 조업을 한
것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진 건이다.
해양수산부(2020), 「예비 IUU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보도자료(1월 22일),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0. 7. 11).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 이후, 검찰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를 인지하지 못한 한 선박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하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였음에도 조업
한 다른 한 선박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현행 원양산업발
전법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법조업을 통한 이익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 행정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해양수산부(2019 ),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보도자료(9월 20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6.
20). See also USTR(2019b), “USTR Welcomes Passage of Amendments to Korea’s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Following First Ever Environment Consultation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ss Release(November 1),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1).
463) 해양수산부(2020), 「예비 IUU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보도자료(1월 22일),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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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뿐 아니라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 환경 챕터, TSD 챕터에서
다자환경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한국이 FTA를 맺고 있는
‘모든’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당사국에 해당되므로, 규율대상(멸종위기 동식물,
오존층파괴물질)의 국가간 교역 금지 의무 등 제 의무의 이행에 주의를 요한다.

[표 5-1]에서처럼 우리나라 기발효 FTA 중 한·EU,464) 한·페루,465) 한·미,466)
한·호주,467) 한·캐나다,468) 한·중,469) 한·뉴질랜드,470) 한·콜롬비아,471) 한·
중미,472) 한·영473) FTA 등 10개 FTA에서 다자환경협정에 따른 환경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무 또는 그러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협의
의무474)를 규정하고 있다.

464) 한·EU FTA 제13.5조(다자간 환경 협정) 제2항.
465) 한·페루 FTA 제19.3조(다자간 환경협정) 제2항.
466) 한·미 FTA 제20.10조(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단 한·미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지지를 증진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규정하였으며(제1항), 이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환경사안에 대한 협상을 양 당사국이 협
의할 것을 규정하였다(제2항).
467) 한·호주 FTA 제18.2조(다자 간 환경협정). 단 한·호주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
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협정의 상호 지지하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규정하였
으며(제1항), 적절한 경우 이를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양 당
사국이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제2항).
468) 한·캐나다 FTA 제17.3조(다자간 환경 협정) 제2항.
469) 한·중 FTA 제16.4조(다자 간 환경협정) 제3항.
470)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다자간 환경 협정). 단 한·뉴질랜드 FTA는 직접적으로 국내적 이행의무
를 규정하지는 않고 다자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칙의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
였다(제2항).
471)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구체적 약속) 제2항.
472) 한·중미 FTA 제17.4조(구체적 약속) 제5항. 다만 노력 의무 조항(“shall endeavor”)으로 규정되어
있다.
473) 한·영 FTA 제13.5조 제2항.
474) 다자환경협정과 관련된 환경사안에 관한 협상을 당사국간에 협의할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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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한국의 FTA에 포함된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의무

FTA
상대국(발효)

MEAs
국내적
이행 의무

MEAs
목록 유무
(협정 수)

FTA
상대국(발효)

MEAs
국내적
이행 의무

MEAs
목록 유무
(협정 수)

1

칠레(2004)

X

X

10

호주(2014)

△

X

2

싱가포르(2006)

X

X

11

캐나다(2014)

○

○ (5건)

3

EFTA(2006)

4

ASEAN(2007)

X

X

12

중국(2015)

○

X

X

X

13

뉴질랜드(2015)

△

X

5

인도(2010)

X

X

14

베트남(2015)

X

X

6

유럽연합(2011)

○

7

페루(2011)

○

X

15

콜롬비아(2016)

○

X

X

16

중미(2019)

○

X

8

미국(2012)

△

○ (7건)

9

터키(2013)

X

X

17

영국(2020)

○

X

주 1: ○는 FTA 당사국이 당사자인 MEAs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명시한 경우, X는 그러한 조항이 부재한 경우,
△은 상기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MEAs와 무역협정의 상호지지를 위해 양 당사국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환경사안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
주 2: 일부 FTA의 경우 “협력” 조항에서 MEAs와 무역 관련 측면에서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보통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MEAs 이행 의무가 FTA상에서 통상분쟁화 될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려는 본고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표 5-1]의 목적에서는 무시함.
자료: 저자 정리.

상기 10개 FTA 중 다자환경협정의 목록을 망라적으로 규정하여 다자환경협
정 국내적 이행의무의 범위를 좁혀놓은 것은 [표 5-1]에서와 같이 한·미 FTA
와 한·캐나다 FTA뿐이다. 한·미 FTA의 경우 USMCA 제24장 환경 챕터와 동
일하게 (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ⅱ) 몬트리올 의정서 (ⅲ)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AnnexⅠ/Ⅱ) (ⅳ) 1971년 습지보존
협약(람사르협약) (ⅴ)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ⅵ)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CCAMLR) (ⅶ)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IATTC) 등 7개
다자환경협정을 열거하고,475) 이들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

475) 한·미 FTA 제20장(환경), Annex 20-A(적용대상 협정), 제1항. 한편 당사국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자환경협정 목록을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Annex 20-A,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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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476) 2019년 9월 19일에 미국이
한·미 FTA에 따라 환경협의를 요청한 건도 7개 협정 중 하나인 CCAMLR의
위반이 문제된 건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한·캐나다 FTA는 (ⅰ) CITES (ⅱ) 몬
트리올 의정서 (ⅲ)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ⅳ)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
한 로테르담 협약 (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등 5개 다자
환경협정을 열거하고477) 그 국내적 이행의무를 규정하였다.478)
반면 나머지 8개 FTA에서는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479)
을 규정하거나 심지어 양 당사국이 다자환경협정의 당사국일 필요도 없이 ‘자
국[FTA 일방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480)을 규정한 경우도 있어 다자
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의무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
다.481)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주요 다자환경협정 가입 현황은 [표
5-2]와 같다.

476) 한·미 FTA 제20.2조.
477) 한·캐나다 FTA 부속서 1-A(다자환경협정).
478) 한·캐나다 FTA 제17.3조 제2항.
479)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한·페루 FTA
제19.3조 제2항, 한·미 FTA 제20.10조 제1항, 한·호주 FTA 제18.2조 제1항, 한·캐나다 FTA 제17.
3조 제2항, 한·중 FTA 제16.4조 제3항,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 제2항 참고.
480)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o which it is a party,”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
제2항, 한·중미 FTA 제17.4조 제5항 참고.
481) FTA 일방당사국(A국)만이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정까지 국내적 이행의무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FTA
타방당사국(B국)은 자신은 당사국이 아닌 다자환경협정에 대해서도 A국의 국내적 이행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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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의 FTA 상대국들의 주요 다자환경협정 가입 현황(예시)
CITES1)

CCAMLR2)

UNFSA3)

CBD4)

MP5)

UNFCCC·KP6)

PA7)

BC8)

RC9)

SC10)

한국

○

○

○

○

○

○

○

○

○

○

칠레

○

○

○

○

○

○

○

○

○

○

싱가포르

○

x

x

○

○

○

○

○

○

○

스위스
E
노르웨이
F
T 아이슬란드
리히텐
A
슈타인

○

x

x

○

○

○

x

○

○

○

○

○

○

○

○

○

○

○

○

○

○

x

○

○

○

○

○

○

x

○

○

x

x

○

○

○

x

○

○

○

인도

○

○

○

○

○

○

○

○

○

○

유럽연합

○

○

○

○

○

○

○

○

○

○

페루

○

○

x

○

○

○

○

○

○

○

미국

○

○

○

x

○

x

x

x

x

x

터키

○

x

x

○

○

○

x

○

x

○

호주

○

○

○

○

○

○

○

○

○

○

캐나다

○

○

○

○

○

x

○

○

○

○

중국

○

○

x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베트남

○

x

x

○

○

○

○

○

○

○

콜롬비아

○

x

x

○

○

○

x

○

○

○

파나마

○

○

○

○

○

○

○

○

○

○

코스타리카

○

x

○

○

○

○

○

○

○

○

과테말라

○

x

x

○

○

○

○

○

○

○

온두라스

○

x

x

○

○

○

○

○

○

○

엘살바도르

○

x

x

○

○

○

○

○

○

○

니카라과

○

x

x

○

○

○

x

○

○

○

영국

○

○

○

○

○

○

○

○

○

○

WTO 회원국
중 해당 MEA
당사국 수

160

35

75

160

161

159

135

155

142

154

중
미

주: CITES, CBD, MP, BC의 경우 원조약에 대한 추가 개정서(Amendment) 또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의정서(Protocol)가
있으나 [표5-2]에서는 본 조약에 대한 가입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봄.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1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년 채택, 1975년 발효.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1980년 채택, 1982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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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3)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UN Fish Stocks Agreement). 1995년 채택, 2001년 발효.
4)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
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P: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7년 채택, 1989년 발효. 이후 (ⅰ) 런던 개정(1990년 채택, 1992년 발효, 197개 당사국), (ⅱ) 코펜하겐
개정(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197개 당사국), (ⅲ) 몬트리올 개정(1997년 개정, 1999년 채택, 197개 당사국),
(ⅳ) 북경 개정(1999년 채택, 2000년 발효, 197개 당사국), (ⅴ) 키갈리 개정(2016년 채택, 2019년 발효, 104개
당사국) 등 5차례 개정됨.
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P: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7)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8)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
9)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년 채택, 2004년 발효.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C: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년 채택, 2004년 발효.
자료: CTE·CTESS(2017), “Matrix on Trade-Related Measures Pursuant to Selec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WT/CTE/W/160/Rev.8, TN/TE/S/5/Rev.6, 9
October, pp. 183-193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다만 상기 규정으로 인해 향후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불이행을 이유로 한
FTA 남소가 우려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 10개 FTA 중 한·미 FTA를 제외한
한·EU,482) 한·페루,483) 한·호주,484) 한·캐나다,485) 한·중,486) 한·뉴질랜
드,487) 한·콜롬비아,488) 한·중미,489) 한·영490) FTA에서는 TSD 또는 환경 챕
터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FTA 일반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
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9개 FTA하에서는 다자환경협정을 국내적
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FTA 분쟁해
482) 한·EU FTA 제13.16조(분쟁해결).
483) 한·페루 FTA 제19.14조(분쟁해결).
484) 한·호주 FTA 제18.9조(분쟁해결).
485) 한·캐나다 FTA 제17.15조(분쟁해결). 단 동 FTA 제17장 환경 챕터는 챕터 자체적인 분쟁해결절차
로서 전문가패널 절차를 두고 있다. 제17.12조(정부간 협의) 및 제17.13조(전문가패널) 참고.
486) 한·중 FTA 제16.9조(분쟁해결의 비적용).
487) 한·뉴질랜드 FTA 제16.9조(협의) 제9항.
488) 한·콜롬비아 FTA 제20장(분쟁해결) 제20.2조(적용 범위) 제1항.
489) 한·중미 FTA 제17.1조(배경 및 목적) 제5항.
490) 한·영 FTA 제13.16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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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차에 제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한·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에서는
환경협의를 거친 이후 동 협정의 일반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박의 IUU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이 2019
년 9월 19일에 제기하였던 환경협의의 경우 일반분쟁해결절차 회부 이전에 우
리나라의 조속한 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미국은 한·미 FTA에 규정된 7
개 다자환경협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측 의무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
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도 한·미 FTA 일반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
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2장에서 USMCA 환경 챕터와 관련하여 확
인하였듯, 미국은 수산보조금과 IUU 어업 문제와 관련하여 WTO 다자 및 FTA
양자 협상 모두에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한·미
FTA 환경 챕터를 통해 우리 선박의 어업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환경의무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조항을 규정한 9개 FTA의 경우에도 우려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EU FTA491)나 한·캐나다 FTA492)에서와 같이 FTA 일
반분쟁해결절차 외에 환경 챕터 내에 별도의 특별분쟁해결절차를 둔 경우가 있
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 경우 전문가패널 절차를 통해 비록 법적 구속력 있는
판정이 발급되지는 않고 판정 내용의 이행에 대한 집행가능성이 협정상 명시되
어 있지는 않으나, 일방당사국(승소국)에 의한 ‘사실상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자체만으로도 피제소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
다.예를 들어 최근까지 전문가패널 절차가 진행되었던 한·EU 노동분쟁과 관련
해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EU FTA의 TSD 챕터는 전문가패널의 권고를 불
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더라도 제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럽
연합은 무역집행규정 등 역내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FTA 타방당사국에 의한
491) 한·EU FTA 제13.14조(정부간 협의) 및 제13.15조(전문가패널).
492) 한·캐나다 FTA 제17.12조(정부간 협의) 및 제17.13조(전문가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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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 의무 불이행에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
해 왔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CITES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몬트
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494)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 람사
르협약은 ｢습지보전법｣,495) ICRW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496) ｢수산업법｣,497) ｢수산자원관리법｣,498) CCAMLR는 ｢원양산업발전
법｣, IATTC는 ｢수산업법｣,499) ｢수산자원보호령｣500)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각 분야마다 주무부처가 상이한 가운데,501) 향후 FTA 환경 의
무의 국내적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사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환경 보호·규제 관련 FTA 당사국간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49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
한),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
종위기종 등), 제14조(보호시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49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등(“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물질의 제
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 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 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95)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등(“이 법은 ...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9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1항.
497)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498)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499)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제1항 제5호(“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00) ｢수산자원보호령｣ 제3조 제2항[“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
한 합의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5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
률(산업통상자원부),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환경부·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수산업법(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원양산
업발전법(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령(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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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국제 통상·환경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FTA 당사국이 상호 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준수 모니터
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유덕. 2020.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한 통상정책 설계: 유럽연합(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교 연구」. 『통합유럽연구』, 제11권 제1집.
강유덕, 고보민. 2016.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무역학회지』, 제41권 제3호.
강준하. 2020. 「USMCA와 환경」.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김은주. 2016. 「한국이 체결한 주요국 FTA환경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9권 제2호.
고용노동부. 2021.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대한
민국정책브리핑. (1월 26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
do?newsId=156433574&call_from=seoul_paper(검색일: 2021. 1. 26).
고용노동부, 유럽위원회 2020a.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한국 답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za
nQk7oCR4ev3ccW7cpOJ1GJ0tDANVXFcC4OytpiuYd7hT4CV1Ce1
QMInwCLPIAY.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201
100828(검색일: 2020. 11. 30).
. 2020b.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EU 답변]」. http://www.mo
el.go.kr/news/notice/noticeView.do;jsessionid=zanQk7oCR4ev3c
cW7cpOJ1GJ0tDANVXFcC4OytpiuYd7hT4CV1Ce1QMInwCLPIAY.
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20201100828(검색일: 2
020. 11. 30).
고용노동부. 2019a. 「유럽연합, 우리 정부에 전문가패널 소집 공식 요청」. 보도자료.
(7월 5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
do?news_seq=10085(검색일: 2020. 11. 30).
. 2019b. 「(참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노동 조항 이행에 관한 전문가패
널 개시」. 보도자료. (12월 20일). http://www.moel.go.kr/news/enews/

참고문헌 • 197

report/enewsView.do?news_seq=10609(검색일: 2020. 11.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양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http://www.law.go.kr/%
EB%B2%95%EB%A0%B9/%EC%9B%90%EC%96%91%EC%82%B0%E
C%97%85%EB%B0%9C%EC%A0%84%EB%B2%95(검색일: 2020. 9. 9).
권오상. 2013. 『환경경제학』, 제3판. 박영사.
남궁준. 2019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분쟁의 선결 쟁점 분
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박덕영, 김명자. 2016. 「한중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
구』, 10(1).
박정준, 심수진, 박수령. 2020. 「국제통상체제 하 환경규범 발전과 對한국 시사점」.
『무역통상학회지』, 제19권 제5호.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https://fta.go.kr/main/
situation/fta/term/(검색일: 2020. 12. 2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 현황」. https://www.fta.go.
kr/main/situation/kfta/ov/(검색일: 2020. 12. 27).
설송이, 제현정. 2018.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 관련 주요내용
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제23권.
연합뉴스. 2019.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7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9151400004
(검색일: 2020. 11. 30).
오선영. 2013. 「한-중 FTA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제60호.
외교통상용어사전. 「무역과 환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
=637158&cid=42143&categoryId=42143(검색일: 2020. 6. 6).
이요셉. 2018.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TA 통상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Vol. 06.
이천기. 2017. 「WTO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
가능성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제135호. 법무부.
. 2018. 「국가안보에 근거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WTO협정 합치성
검토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국제법 정책연구』, 제2권. 국립외교원.
이천기, 강민지. 2020.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20-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 강민지. 2019. ｢USMCA 개정의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권
제4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8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정복영, 오근엽. 2015.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무역학회
지』, 제4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조문희, 권혁주, 강민지. 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8-3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문희, 김영귀, 구경현, 박혜리, 금혜윤. 2018.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
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학회. 2013. 『주요국의 FTA환경협정 분석을 통한 환경법의 선진화 방안』.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해양수산부. 2019.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보도자료. (9월
20일).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7380&b
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1(검색일: 2020. 6. 20).
. 2020. 「예비 IUU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조기해제」. 보도자료. (1월 22일).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8655&boardK
ey=10&menuKey=971&currentPageNo=1(검색일: 2020. 7. 11).
KBS. 2020.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제사회 강한 요구…노조법 개정 더 못 미뤄”」.
『KBS World Radio』. (10월 21일). https://world.kbs.co.kr/service
/news_view.htm?lang=k&Seq_Code=366906(검색일: 2020. 12. 27).
KOTRA. 2016. 「중국 언론이 보는 최근 미국 TPP 동향에 대한 견해」. KOTRA 해외시장
뉴스. (11월 17일). https://www.ft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
/read/fta_infoBoard_03_view.jsp?typeID=8&boardid=134&seqno=
142003(검색일: 2020. 12. 20).

[영문자료]
Antweiler, Werner, Brian R. Copeland, and M. Scott Taylor. 2001. “Is Free
Trade Good For the Environ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6707.
Ashraf, Nadia and Jeske van Seters. 2020. “Making It Count: Civil Society
Engagement in Eu Trade Agreements.” ECDPM DISCUSSION PAPER,
No. 276. https://ecdpm.org/wp-content/uploads/Making-CountCivil-Cociety-Engagement-EU-Trade-Agreements-DiscussionPaper-276-July-2020-ECDPM.pdf(검색일: 2020. 8. 8).
Bade, Gavin. 2020. “How Biden would use trade agreements to fight global

참고문헌 • 199

warming.” Politico. (October 14). https://www.politico.com/news/2
020/10/14/biden-trade-fight-global-warming-429495(검색일: 2020.
11. 27).
Baghdadi, Leila, Inmaculada Martinez-Zarzoso, and Habib Zitouna. 2013.
“Are RTA Agreements with Environmental Provisions Reducing
Emis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0(2).
Bakhshi, Samira and William A. Kerr. 2010. “Labour Standards as a
Justification for Trade Barriers: Consumer Concerns, Protectionism,
and the Evidence.” The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11(1).
Barrett, Scott. 1994. “Self-Enforc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xford Economic Papers, 46.
Barry, Christian and Sanjay G. Reddy. 2006. “International Trade and Labor
Standards: A Proposal for Linkage.”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39(3).
Bhagwati, Jagdish. 1995. “Trade Liberalisation and ‘Fair Trade’ Demands:
Addressing the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Issues.” World

Economy, 18(6).
. 2001. “Free Trade and Labour.” Financial Times. (August 29)
Biden T. and K. Harris.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https://joebiden.com
/made-in-america/(검색일: 2020. 12. 20).
.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https://joebiden.com/climate-plan/(검색일: 2020. 12. 20).
Bloomberg. 2018. “Key Democrat Demands Changes to New North American
Trade Deal.” (November 14)
Blümer, Dominique, Jean Frédéric Morin, Clara Brandi, and Axel Berger.
2019.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Defending
Regulatory Space or Pursuing Offensive Interests?” Environmental

Politics, 29(5).
Brandi, Clara, Jakob Schwab, Axel Berger, and Jean Frédéric Morin.
2020. “Do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Make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Greener?” World Development,

200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129.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0.104899(검색일: 2020.
5. 20).
Bronckers, Marco and Giovanni Gruni. 2018.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Labour Standards in the EU’s Free Trade Agreements.” D.
Prévost, I. Alexovičová, and J. Hillebrand Pohl eds. Restoring Trust

in Trade: Liber Amicorum in Honour of Peter Van den Bossche.
Hart Publishing.
Burgoon, Brian. 2004. “The Rise and Stall of Labor Linkage in Globalization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41(2), pp. 196–220.
Busse, Matthisas. 2000. “Do Labor Standards Affect Comparative
Advantage? Evidence for Labor-Intensive Goods.” CIES Discussion
Paper, No. 0142.
. 2002. “Do Labor Standards Affect Comparative Advantag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0(11).
Carraro, Carlo and Domenico Siniscalco. 1993.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3).
Campling, Liam, James Harrison, Ben Richardson, Adrian Smith, and
Mirela Barbu. 2019. “South Korea’s Automotive Labour Regime,
Hyundai Motors’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Trade-Based Inte
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November 29).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Special Issue. https://onlinelibrary.wiley.com
/doi/epdf/10.1111/bjir.12506(검색일: 2020. 11. 30).
Carrère, Céline, Marcelo Olarreaga, and Damian Raess. 2017. “Labor
Clauses in Trade Agreements: Worker Protection or Protectionism?”
CEPR Discussion Paper, No.12251.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botari, Aliona, Melesse Tashu, Selcuk Caner, Denise Edwards-Dowe,
Brian Jones, Vinette Keene, Robert Mills and Sumiko Ogawa. 2013.
“Chapter 6: Enhancing Fiscal Revenue.” IMF eLibrary. https://www.
elibrary.imf.org/view/IMF071/12381-9781616352653/12381-978
1616352653/ch06.xml?language=en&redirect=true(검색일: 2020. 12.
27).

참고문헌 • 201

Centre for European Reform. 2020. “EU Efforts to Level the Playing Field
Are Not Risk-Free.” (July 16). https://www.cer.eu/insights/eu-efforts
-level-playing-field-are-not-risk-free(검색일: 2020. 8. 16).
Chichilnisky, Graciela. 1994. “North-South Trade and the Global
Environ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Copeland, Brian R. and M. Scott Taylor. 2004. “Trade, Growth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2(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 “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ctober 2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
ST-13541-2016-INIT/en/pdf(검색일: 2020. 10. 6).
CPTPP. 2017. “Trans-Pacific Partnership Ministerial Statement.” Annex II
- List of Suspended Provisions. (November 11). https://www.mti.gov.
sg/-/media/MTI/improving-trade/multilateral-and-regional-forums
/CPTPP/tpp-ministerial-statement_11-nov-2017.pdf(검색일: 2020.
12. 20).
CRS. 2020a. “NAFTA and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2).
CRS. 2020b.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 Updated August 24, 2020.” CRS Report, R45249. (August 24).
CRS. 2020c.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IN FOCUS. (December 14).
https://fas.org/sgp/crs/misc/IF10038.pdf(검색일: 2020. 12. 18).
CTE·CTESS. 2017. “Matrix on Trade-Related Measures Pursuant to Select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Note By The Secretariat –
Revision.” WT/CTE/W/160/Rev.8, TN/TE/S/5/Rev.6. (October 9)
Dehejia, Vivek H. and Yiagadeesen Samy. 2008. “Labor Standards an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23(4).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주한 EU 대표부)
보도자료. 2019.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Government
Consultations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Press Release. (January 21). https://eeas.europa.eu/delegations/

202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south-korea/56833/node/56833_en(검색일: 2020. 11. 30).
de Wet, Erika. 2008. “Governance through Promotion and Persuasion:
The 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Special Issue: Public Authority &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matic Studies. German Law Journal, 9(11).
Diamantoudi, Effrosyni and Eftichios Sartzetakis. 2006.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 Analytical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8(2).
Dziczek, Kristin, Michael Schultz, Bernard Swiecki, and Yen Chen. 2018.
“NAFTA Briefing: Review of current NAFTA Proposals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North American Automotive Industry.” (April).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https://www.cargroup.org/wp-content/
uploads/2018/04/nafta_briefing_april_2018_public_version-final.pdf
(검색일: 2020. 10. 6).
Eckhardt, Jappe. 2013. “EU Unilateral Trade Policy-Making : What Role
for Import-Dependent Fi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1(6).
Edmonds, Eric V. and Nina Pavcnik. 2006. “International Trade and Child
Labor: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8.
Elliott, Kimberly Ann and Richard B. Freeman. 2003. “Can Labor Standards
Improve under Globaliz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sty, Daniel C. 2001. “Bridging the Trade-Environment Divi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3).
European Commission. “Expert Groups Explained.” https://ec.europa.
eu/transparency/regexpert/index.cfm?do=faq.faq&aide=2(검색일:
2020. 7. 17).
. “CETA Chapter by Chapter.” https://ec.europa.eu/trade/policy/
in-focus/ceta/ceta-chapter-by-chapter/(검색일: 2020. 7. 17).
.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https://ec.europa.eu/trade/
trade-policy-and-you/contacts/chief-trade-enforcement-officer
/(검색일: 2020. 12. 20).

참고문헌 • 203

. 2014. “CETA – Summary of the Final Negotiating Results.” https://
trade.ec.europa.eu/doclib/docs/2014/december/tradoc_152982.
pdf(검색일: 2020. 8. 2).
. 2018. “EU Steps up Engagement with Republic of Korea over
Labour Commitments under the Trade Agreement.” (December 17).
News Archive.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
id=1961(검색일: 2020. 6. 21).
. 2019a. “Commission Reinforces Tools to Ensure Europe’s Interests
in International Trade.” (December 12). News Archive. https://trade.
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91(검색일: 2020. 10. 15).
. 2019b. “Mission letter.” (September 10). https://ec.europa.eu/
commission/commissioners/sites/comm-cwt2019/files/commissioner
_mission_letters/mission-letter-phil-hogan-2019_en.pdf(검색일:
2020. 12. 20).
. 2019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Brussels.
(December 11)
. 2020a. “European Commission Appoints Its First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July 24).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
/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409(검색일: 2020. 10.
15).
. 2020b. “Negotiations and Agreements - Implementing EU Agreements.”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
ations-and-agreements/(검색일: 2020. 6. 10).
. 2020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Guidelines on
Certain State Aid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Post 2021, C(2020)
6400 final.” (September 21).
. 2020d. INCEPTION IMPACT ASSESSMENT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f. Ares(2020)1350037 – 04/03/2020.
European Commission Services. 2018. “Feedback and Way Forward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rade and

20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Free Trade Agreements.”
(February 26). Non paper of the Commission services. http://trade.
ec.europa.eu/doclib/docs/2018/february/tradoc_156618.pdf(검
색일: 2020. 11. 30).
European Parliament. 2010. “Human Rights,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5 November 2010 on Human Rights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2009/
2219(INI), P7_TA(2010)0434. https://www.europarl.europa.eu/doc
eo/document/TA-7-2010-0434_EN.pdf(검색일: 2020. 7. 17).
. 2017.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CETA.”
(January). Briefing.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
etudes/BRIE/2017/595894/EPRS_BRI(2017)595894_EN.pdf(검색
일: 2020. 7. 17).
. 201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4 March 2019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SP Regulation (EU) No 978/2012.” https://www.
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8-2019-0207_EN.html?
redirect(검색일: 2020. 10. 15).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2020.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COM(2019)0623 – C9-0197/2019 – 2019/
0273(COD). (July 6).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1.
“Regulation (EU) 2021/16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February 2021 amending Regulation (EU) No 654/2014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49. (February 12).
European Union. 2012. “Regulation (EU) No 97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Applying a Scheme

참고문헌 • 205

of Generalised Tariff Preference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732/200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03.
(October 3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
PDF/?uri=CELEX:32012R0978&from=EN(검색일: 2020. 10. 15).
. 2017a. “Joint Interpretative Instrument on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1. (January 14). https://eur-lex.europa.eu/le
gal-content/EN/TXT/PDF/?uri=CELEX:22017X0114(01)&from=
EN(검색일: 2020. 7. 17).
. 2017b. “Opinion 2/15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f
16 May 2017 - Opinion Pursuant To Article 218(11) TFEU.” https://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62015
CV0002(01)&from=EN(검색일: 2020. 9. 15).
. 2018. “Republic of Korea –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Chapter 13 of the EU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quest
for Consultations by the European Union.” (December 17). http://
trade.ec.europa.eu/doclib/docs/2018/december/tradoc_1575
86.pdf(검색일: 2020. 11. 30).
. 2019a. “Republic of Korea –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Chapter 13 of the EU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of Experts by the European Union.”
(July 4).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july/tradoc
_157992.pdf(검색일: 2020. 11. 30).
. 2019b. “Regulation (EU) 2019/4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the Un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79I. (March 21). https://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
R0452&from=EN(검색일: 2020. 12. 20).
Finus, Michael. 2001. “Game Theor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Finus, Michael and Dirk T.G. Rübbelke. 2013. “Public Good Provision
and Ancillary Benefits: The Case of Climate Agreements.”

20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56(2).
Flanagan, Robert J. 2003. “Labor Standard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Robert J. Flanagan and William B. Gould ed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Globalization, Trade, and Public Poli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06. Globalization and Labor Conditions: Worker Conditions

and Worker Rights in a Glob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ntagné, Lionel, Guillaume Gaulier, and Soledad Zignago. 2008.
“Specialization across Varieties and North–South Competition.”

Economic policy, 23(53).
Gantz, David A. 2011.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NAFTA and Other U.S. Free Trade Agreements.” Inter-American

Law Review, 42. University of Miami.
. 2019.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port.
(June 13)
General Council. 2020. “Advancing Sustainability Goals through Trade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 Draft Ministerial Decision.”
WT/GC/W/814. (December 17)
George, C. 2014.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Emerging
Trends and Policy Drivers.” OECD Trade an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14/02. OECD Publishing.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Summaries: 23. Trade and Labour.”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
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eta-aecg/chapter_sum
mary-resume_chapitre.aspx?lang=eng#a23(검색일: 2020. 10. 6).
. Timeline of the CPTPP.”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
-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
/cptpp-ptpgp/timeline_negotiations-chronologie_negociations.
aspx?lang=eng(검색일: 2020. 7. 8).
. “Chapter Summaries: 24. Trade and Environment.” https://www.
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

참고문헌 • 207

-commerciaux/agr-acc/ceta-aecg/chapter_summary-resume_chapi
tre.aspx?lang=eng#a24(검색일: 2020. 7. 17).
. “Chronology of events and key milestones.” https://www.inter
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
merciaux/agr-acc/ceta-aecg/chronology-chronologie.aspx?lang=
eng(검색일: 2020. 8. 5).
. “View the timeline.”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
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etaaecg/view_timeline-consultez_chronologie.aspx?lang=eng(검색
일: 2020. 8. 5).
Government of Canada & European Commission. 2008.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a Closer EU-Canada Economic Partnership - A Joint
Study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http://www.sice.oas.org/tpd/can_eu/Studies/CAN_EU_JointStudy
_e.pdf(검색일: 2020. 12. 10).
Greenpeace,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SOMO),
Transnational Institute(TNI), Milieudefensie. 2017. “Position Paper on
the Enforceability of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In EU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https://www.somo.nl/wp-con
tent/uploads/2018/07/of_trade_and_sustainable_development_chap
ters_in_eu_trade_and_investment_agreements_juni_2017.pdf(검색
일: 2020. 7. 17).
Häberli, Christian, Marion Jansen, and José-Antonio Monteiro. 2012.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Domestic Labour Market
Regulation.” Chapter 10 of Douglas Lippoldt ed. Policy Prior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and Jobs. OECD.
Harrison, James, Mirela Barbu, Liam Campling, Ben Richardson, and
Adrian Smith. 2018. “Governing Labour Standards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Limits of the European Union’s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7(2). (March 25).
Heine, Jorge, Nicolás Albertoni. 2018. “The Way Forward for International
Trade: Lessons from the TPP reborn.” Global Policy. (June 25). https://

208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www.globalpolicyjournal.com/blog/25/06/2018/way-forward-in
ternational-trade-lessons-tpp-reborn(검색일: 2020. 7. 8).
Hillman, Jennifer. 2019. “Democrats Are Right to Insist on Better Enforcement
Provisions in the USMCA.” (October 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Renewing America.” Blog. https://www.cfr.org/blog/democratsare-right-insist-better-enforcement-provisions-usmca(검색일: 20
20. 11. 20).
Hoel, M. 1992.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ventions The Case of
Uniform Reductions of Emissions.” Environment and Resource

Economics, 2.
Hofmann, C., A. Osnago, and M. Ruta. 2017. “Horizontal Depth: A New
Database on the Content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981. Washington, DC.: World Bank.
Horn, Miriam-Lena. 2020. “The EU’s Toothless Trade Policy.” (January 27).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ety. https://www.ips-journal.eu/regio
ns/global/the-eus-toothless-trade-policy-4027(검색일: 2020. 11. 30).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Improvements to the USMCA
- Secured by Democrats in the ‘December 10th Agreement’.” https://
waysandmeans.house.gov/sites/democrats.waysandmeans.house.
gov/files/documents/Improvements%20to%20the%20USMCA_0.
pdf(검색일: 2020. 11. 20).
ILO. “Ratification for Republic of Korea.” https://www.ilo.org/dyn/norm
lex/en/f?p=NORMLEXPUB:11200:0::NO::P11200_COUNTRY_ID:1
03123(검색일: 2020. 10. 20).
. “Up-to-Date Conventions and Protocols not Ratified by Republic
of Korea.”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1210:
0::NO:11210:P11210_COUNTRY_ID:103123(검색일: 2020. 10. 20).
. “C098 -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
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243(검색일: 2020.
10. 20)
. “Ratifications of Fundamental Conventions by Number of Ratifications
- State(s) Having Ratified All of the 8 Fundamental Conventions.”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0011:14279086626

참고문헌 • 209

213::::P10011_DISPLAY_BY:2(검색일: 2020. 11. 30).
. 2017.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From Challenges
to Opportunities, Report VI, 106th Session.” https://www.ilo.org/
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
document/wcms_549949.pdf(검색일: 2020. 10. 15).
. 2015. “Social Dimensions of Free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ILO Governing Body. 1997. Follow-up on the discussion of the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85th Session (1997)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a) Inclusion on the agenda
of the 86th Session (1998)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f an item concerning a Declaration on workers’ fundamental
rights, GB.270/3/1, 270th Session, Geneva. (November)
Jakovleski, Velibor, Scott Jerbi, Thomas Biersteker. 2019. “The ILO’s Role
in Global Governance: Limits and Potential.”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Vol 11.
Kamata, Isao. 2016. “Labor claus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ffects on labor conditions: An empirical analysis.” IDE Discussion
Paper 609.
Kokott, Juliane. 2011. “Case C-366/10, The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6 October 2011.”
Kraatz, Susanne. 2015.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and Labour.”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4/53
6315/IPOL_BRI(2014)536315_EN.pdf(검색일: 2020. 9. 15).
Kucera, David and Dora Sari. 2019. “New Labour Rights Indicators:
Method and Trends for 2000–15.”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8(3).
Laan, Tara. 2020. “Vanessa Corkal,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Estimating
tax subsidies for fossil fuels in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https://www.iisd.org/system/files/
2020-12/tax-subsidies-fossil-fuels-canada.pdf(검색일: 2020. 12. 27).

210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Lamy, Pascal. 1999. “Speech by Mr. Pascal Lamy Commissioner for Trade
The EU’s Approach to Trade and Core Labour Standards in the
New WTO Round.” ICFTU Conference at Seattle. (November 2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
H_99_190(검색일: 2020. 9. 22).
Levinson, Arik and M. Scott Taylor. 2008. “Unmasking the Pollution Haven
Effec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9(1).
Limão, Nuno. 2007. “Ar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th Non-Trade
Objectives a Stumbling Block for Multilateral Liberaliz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3).
Lechner, Lisa. 2016. “The Domestic Battle over the Design of Non-Trade
Issue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3(5).
Loris, Nicholas D. and Brett Schaefer. 2018. “The Kigali Amendment
Offers Little Benefit to the Climate, Great Cost to the U.S. Economy.”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 3309. (April 30). https://www.
heritage.org/environment/report/the-kigali-amendment-offers-little
-benefitthe-climate-great-cost-the-us-economy(검색일: 2020. 6. 2).
Lowe, Sam. 2019. “The EU Should Reconsider Its Approach to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ER INSIGHT. Centre for European
Reform. (October 31)
Maggi, Giovanni. 2016. “Issue Linkage.” The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1.
Mah, Jai S. 1997. “Core Labor Standards and Export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Economy, 20(6).
Malkawi, Bashar and Shakeel Kazmi. 2020. “Environmental Provisions
in USMCA: Regression or Progression?” Borderlex. (June 29). https://
borderlex.eu/2020/06/29/environmental-provisions-in-usmcaregression-or-progression/(검색일: 2020. 9. 17).
Maskus, Keith E. 2002. “Regulatory Standards in the WTO: Compa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Competition Polic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re Labor Standards.” World Trade Review, 1(2).
Mathiesen, Karl. 2018. “EU Says No New Trade Deals with Countries

참고문헌 • 211

Not in Paris Agreement.” Climate Home News. (February 2). https:
//www.climatechangenews.com/2018/02/02/eu-difficult-imagine
-trade-deals-countries-not-paris-agreement/(검색일: 2020. 12. 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ublic of Korea. 2020. “Panel of
Experts Proceeding Established under Article 13.15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 Contents of the Hearing of 8 and 9
October 2020.”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
do;jsessionid=zanQk7oCR4ev3ccW7cpOJ1GJ0tDANVXFcC4Oytpi
uYd7hT4CV1Ce1QMInwCLPIAY.moel_was_outside_servlet_www
2?bbs_seq=20201100828(검색일: 2020. 11. 30).
Monteiro, José-Antonio. 2016. “Typology of Environment-Related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6-13.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WTO).
Mosley, Layna and Saika Uno. 2007. “Racing to the Bottom or Climbing to
the Top? Economic Globaliz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8).
Murray, Jill, 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and Jaemin Lee. 2021. “Panel
of Experts Proceeding Constituted Under Article 13.15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January
20).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january/tradoc
_159358.pdf(검색일: 2021. 1. 26).
Nadarajah, Ramani. “CETA’s Implic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anada.” CELA Publication No.
1039. Can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ttps://cela.ca/
wp-content/uploads/2019/07/1039_CETA_Brief_October-15_-20
15.pdf(검색일: 2020. 8. 2).
Neal, Richard E. 2019. “Improvements to the USMCA - Democrats Secure
Wins For The People in the New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ecember). https://waysandmeans.house.gov/sites
/democrats.waysandmeans.house.gov/files/documents/USMCA%20
win%20factsheet%20.pdf(검색일: 2020. 10. 3).
NOAA Fisheries. 2019. Report to Congress -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eptember)

212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Nordhaus, William. 2015. “Climate Clubs: Overcoming Free-Riding I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Oka, Chikako. 2011. “Does Better Labor Standard Compliance Pay? Linking
Labor Standard Compliance and Supplier Competitiveness.” Paper
presented at the ILO/IFC Better Work Conference, “Workers,
Businesses, and Government: Understanding Labour Compliance in
Global Supply Chains,” Washington, DC, October 28-29.
OECD. “Levelling the Playing Field.” https://www.oecd.org/trade/topics/
levelling-the-playing-field/(검색일: 2020. 6. 3).
. 2000. International Trade and Core Labor Standard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nel Report. 2017.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adopted 14
June.
Pelosi, Nancy. 2019. “Transcript of Pelosi Weekly Press Conference Today.”
Press Release. (September 12). https://www.speaker.gov/newsroom
/91219-0(검색일: 2020. 11. 30).
Porter, Michael E. 1991. “Towards a Dynamic Theory of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Porter, Michael E. and Claas Van Der Linde. 1995.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Raess, Damian and Dora Sari. 2018. “Labo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LABPTA): Introducing a New Dataset.” Global Policy,
9(4).
Reuters. 2020. “TIMELINE-The long bumpy road from NAFTA to USMCA.”
https://www.reuters.com/article/usa-trade-usmca-timeline-idUS
L1N2E803Q(검색일: 2020. 7. 8).
Rodrick, Dani. 1996. “Labor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Do They
Matter and What Do We Do About Them?” R. Z. Lawrence, D. Rodrik
and J. Whalley eds. Emerging Agenda For Global Trade: High States

for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Overseas Development

참고문헌 • 213

Council Essay No. 2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Rubio, Santiago J. and Alistair Ulph. 2006. “Self-Enforc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58(2).
Salem, Samira and Faina Rozental. 2012. “Labor Standards and Trade:
A Review of Recent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Economics. (August)
Santos, Alvaro, “The Lessons of TPP and the Future of Labor Chapters
in Trade Agreements.” Gerogetown University Law Center. https://
scholarship.law.georgetown.edu/cgi/viewcontent.cgi?article=3111&
context=facpub(검색일: 2020. 10. 6).
Seib, Gerald F. 2002. “Clinton Backs the North American Trade Pact,
But Candidates’ Stances on the Issue Aren’t Clear.” The Wall Street

Journal, A14. (October 5).
SICE. 2020.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 Australia, Brunei Darussalam,
Canada, Chile,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Singapore, and Vietnam.” http://www.sice.oas.org/tpd/tpp/tpp_e.
asp(검색일: 2020.7.10).
Silva, J. M. C Santos and Silvana Tenreyro.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Stern, David I. 2007. “The Effect of NAFTA on Energy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in Mexico.” Policy Studies Journal, 35(2).
USDOC. 2018a.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1.”
. 2018b.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January 17.”
USDOC ITA. 2020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428-848, December 7.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

21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germany/2020-27335-1.pdf(검색일: 2020. 12. 27).
. 2020b.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Italy.” C-475-841, December 7. https://enforcement.trade.
gov/frn/summary/italy/2020-27336-1.pdf(검색일: 2020. 12. 27).
USTR. “Free Trade Agreements.”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20. 4. 10).
. “Trans-Pacific Partnership: Leveling the Playinig Field.” https://
ustr.gov/sites/default/files/USTR-Tariff-Information-by-Sector
-6115.pdf(검색일: 2020. 6. 3).
. 2016. “US-Viet Nam Plan for the Enhancement of Trade and Labour
Relations.”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La
bour-US-VN-Plan-for-Enhancement-of-Trade-and-Labor-Rela
tions.pdf(검색일: 2020. 10. 13).
. 2019a. “U.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TPA 105-003.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889.pdf?mod=article_
inline(검색일: 2020. 7. 8).
. 2019b. “USTR Welcomes Passage of Amendments to Korea’s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Following First Ever Environment
Consultation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November 1). Press Release.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
press-office/press-releases/2019/november/ustr-welcomes-pass
age-amendments(검색일: 2020. 7. 11).
. 2019c. “USTR to Request First-Ever Environment Consultations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in Effort
to Combat Illegal Fishing.” (September 19). Press Release. https://
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
/september/ustr-request-first-ever(검색일: 2020. 5. 25).
Turnell, Sean. 2002. “Core Labour Standards and the WTO.”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13(1).
U.S. Embassy & Consulates in Italy. 2017. “Statement by President Trump
on the Paris Climate Accord.” (June 1). https://it.usembassy.gov/
statement-president-trump-paris-climate-accord/(검색일: 2020.

참고문헌 • 215

11. 28).
von der Leyen, Ursula. 2019a. “A Union That Strives for More My Agenda
for Europe - b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19-2024.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political
-guidelines-next-commission_en.pdf(검색일: 2020. 12. 20).
. 2019b. “Phil Hogan - Commissioner-Designate for Trade.” (September
10). Mission Letter.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
-political/files/mission-letter-phil-hogan-2019_en.pdf(검색일: 20
20. 12. 20).
Wolffgang, Hans-Michael and Wolfram Feuerhake. 2002. “Core Labour
Standards in World Trade Law - The Necessity for Incorporation
of Core Labour Standard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 36(5), pp. 883-901.
World Economic Forum. 2020. “How Can Trade Rules Support
Environmental Action? Global Future Council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Briefing Paper (March).
WTO. “Trade and Labour Standards.” https://www.wto.org/english/
thewto_e/minist_e/min99_e/english/about_e/18lab_e.htm(검색
일: 2020. 11. 10).
. 199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96)/DEC.
(December 18).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
min96_e/wtodec_e.htm(검색일: 2020. 10. 6).
World Trade Online. 2019a. “Pelosi: USMCA Enforcement Issues Cannot be
Fixed in Implementing Bill.” Inside U.S. Trade, 37(14). (April 2)
. 2019b. “Foreign Affairs Minister: Mexico Unwilling to Give More
on Labor Reform.” Inside U.S. Trade, 37(19). (May 8)
Yamaguchi, Shunta. 2018. “Analysis of RTAs and the Environment by
the JWPTE.” OECD Workshop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Environment: Establishing Dialogue with Regional Stakeholders.
https://www.oecd.org/environment/workshop-regional-tradeagreements-environment-dialogue-with-regional-stakeholders2018.htm(검색일: 2020. 10. 15).

216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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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일본 EPA(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유럽연합·칠레 연합협정(EU-Chile Association Agreement).
유럽연합·카리브공동체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CARIFORUM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OJ L 289/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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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UN Fish Stocks Agreement).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ur Cooperatio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을 통한 북미자유무역협정 대체 의정서(Protocol
Replacing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Agreement Between Canad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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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Paris Agreement).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우리나라 국내법령]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미국 국내법령]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9 U.S.C.
§§2461 et seq).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An Act to implement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Public Law 103-182, Dec. 8, 1993).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19 U.S.C.
§§ 3701-3739).
초당적 양원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 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 Title I of Pub. L. 114-26 (June
29, 2015), 129 Stat. 319, 320-361).
카리브연안특혜제도(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19 U.S.C. §§2701-2707).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이행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ub. L. 116-113 (2020. 1. 29)). https://www.
congress.gov/116/plaws/publ113/PLAW-116publ113.pdf(검색일:
2020. 12. 17).

220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DIE)(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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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Trade Agreement Database 2.0. 2020. https://datatopics.worldbank.
org/dta/about-the-project.html(검색일: 2020. 10. 21).
TREND. http://www.chaire-epi.ulaval.ca/en/trend(검색일: 2020. 11. 1).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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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우리나라 기발효 FTA 내 환경규범의 주요
구성요소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및 한·미 FTA 환경협의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1. 우리나라 기발효 FTA 내 환경규범의 주요 구성요소
FTA 상대국
(발효)

별도
챕터
유무

전문상
언급

환경
예외1)

대중
참여·
2)
자문

환경
협력

정보
교환

MEA
이행
의무

환경법
이행
의무

분쟁
해결
3)
제도

1

칠레(2004)

☓

○

○502)

☓

○503)

☓

☓

☓

☓

2

싱가포르(2006)

☓

☓

○504)

☓

○505)

☓

☓

☓

☓

3

EFTA(2006)

☓

○

○506)

☓

☓

☓

☓

☓

☓

4

ASEAN(2009)

☓

☓

○507)

☓

○508)

○509)

☓

☓

☓

5

인도(2010)

☓

○

○510)

☓

○511)

○512)

☓

☓

☓

○514)

○515)

○516)

○517)

○518)

○519)

6

유럽연합(2011)

○

○

○513)

7

페루(2011)

○

○

○520)

☓

○521)

○522)

○523)

○524)

△525)

8

미국(2012)

○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534)

○535)

○536)

○537)

○538)

9

터키(2013)

○

○

○533)

10

호주(2014)

○

○

○539)

☓

○540)

○541)

○542)

○543)

△544)

○546)

○547)

☓

○548)

○549)

○550)

11

캐나다(2015)

○

○

○545)

12

중국(2015)

○

○

○551)

☓

○552)

○553)

○554)

○555)

☓

13

뉴질랜드(2015)

○

○

○556)

○557)

○558)

○559)

○560)

○561)

☓

14

베트남(2015)

☓

☓

○562)

☓

☓

☓

☓

☓

☓

15

콜롬비아(2016)

○

○

○563)

○564)

○565)

○566)

○567)

○568)

☓

○

○570)

○

○571)

○572)

△573)

○575)

○576)

○577)

○578)

○579)

○580)

16

중미(2019)

○

○

○569)

17

영국(2020)

○

○

○574)

주: 1) ‘환경예외’를 광의로 해석하여, 적극적 항변사유로서의 GATT 제XX조 제(b)항 환경예외 유형 뿐 아니라 환경조치가
해당 협정하에서 허용됨을 원론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예: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및 적용배제 조항(예: “환경 등 정당한 공공목적을 위해 고안·적용되는 조치는 ...를 구성하지 않는다”)까지를 환경예외
범주로 분류함.
2) ‘대중참여’는 국내환경법상의 대중참여가 아닌 FTA 환경 챕터에의 참여를 의미함.
3) ‘분쟁해결제도’는 FTA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일반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환경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
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는 그러한 분쟁해결제도 회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협정에 없는 경우, △는
그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없이 당사자간 협의만을 규정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법학회(2013), p. 22; 박정준, 심수진, 박수령(2020), p. 42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함.

502) 한·칠레 FTA 제10.7조(이행요건) 제6항, 제10.18조(환경 조치), 제20.1조(일반적 예외).
503) 한·칠레 FTA 제9.5조(양립성).
504) 한·싱가포르 FTA 제8.8조(규제권한의 보유) 제2항 제(b)호, 제8.11조(분야별 부속서) 제5항, 제
10.18조(환경 조치),
505) 한·싱가포르 FTA 제18.9조(환경).
506) 한·EFTA FTA 제2.13조(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 제(b)항.
507)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11조(일반적 예외).
508)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3.1조(협력의 범위 및 이행) 제(k)항, 기본협정 부속서(경제협력) 제11
조(환경산업) 제1항 및 제2항, 제15조(광업) 제(c)항.

224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509) 한·ASEAN FTA 기본협정 부속서(경제협력) 제11조(환경산업) 제2항 제(c)호, 제16조(에너지) 제(a)
항 및 제(d)항.
510) 한·인도 CEPA 제10.16조(보건․안전 및 환경 조치), 제10.18조(예외) 제1항 제(b)호, 부속서10-A(수
용) 제3항 제(b)호.
511) 한·인도 CEPA 제13.2조(에너지). 제13.13조(재생에너지자원) 제1항 및 제2항.
512) 한·인도 CEPA 제13.13조(재생에너지자원) 제2항 제(a)호.
513) 한·EU FTA 제2장 부속서 2-C(자동차 및 부품) 제7조(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 제4.4조(기술
규정).
514) 한·EU FTA 제13.12조(제도적 장치) 제4항 및 제5항, 제13.13조(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제3항.
515) 한·EU FTA 제13.11조(협력), 부속서13(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516) 한·EU FTA 부속서 13(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항 제(a)호, 제(d)호, 제(e)호, 제(l)호.
517) 한·EU FTA 제13.5조(다자환경협정).
518) 한·EU FTA 제13.7조(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제1항.
519) 한·EU FTA 제13.14조(정부간 협의), 제13.15조(전문가 패널), 제13.16조(분쟁해결).
520) 한·페루 FTA 제9.7조(이행요건) 제2항 및 제4항 제(c)호 (ⅱ)목, 제9.9조(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제
1항, 부속서9B(수용) 제(c)항 제(ⅱ)호, 제12.1조(적용범위) 제2항 제(a)호, 제16.2조(이 장의 예외)
제3항, 제16.7조(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제8항.
521) 한·페루 FTA 제19.11조(환경 협력), 부속서 19A(협력) 제1항.
522) 한·페루 FTA 제19.6조(생물 다양성) 제5항, 제19.7조(환경과 기업) 제1항, 부속서 19A(협력) 제1항
제(a)호, 제(c)호, 제(d)호, 제(g)호.
523) 한·페루 FTA 제19.3조(다자환경협정).
524) 한·페루 FTA 제19.5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제1항.
525) 한·페루 FTA 제19.12조(환경 협의).
526) 한·미 FTA 제11.8조(이행요건) 제3항 제(c)호, 제11.10조(투자와 환경), 부속서11-B(수용) 제3항
제(b)호, 제13.1조(적용범위) 제2항 제(a)호, 제18.8조(특허) 제2항 제(a)호
527) 한·미 FTA 제20.6조(제도적 장치) 제2항 내지 제4항,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1항 및 제3항.
528) 한·미 FTA 제20.8조(환경협력).
529) 한·미 FTA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530) 한·미 FTA 제20.2조(환경협정), 부속서 20-A(적용대상 협정), 제20.10조(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531) 한·미 FTA 제20.3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제1항 제(a)호.
532) 한·미 FTA 제20.0조(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533) 한·터키 FTA 상품협정 제2.12조(일반적 예외), 제3.1조(목적 및 원칙) 제(g)항, 제5.10조(투명성) 제
3항 제(e)호
534)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10조(협력).
535)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11조(접촉선).
536)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5조(다자환경협정).
537)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3조(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538)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5.12조(제도적 장치 및 분쟁 해결).
539) 한·호주 FTA 제11.9조(이행요건) 제5항 제(b)호, 부속서 11-B(수용), 제12.2조(예외) 제2항, 제
13.8조(특허) 제2항 제(a)호.
540) 한·호주 FTA 제18.8조(협력) 제1항 내지 제3항.
541) 한·호주 FTA 제18.8조(협력) 제3항.
542) 한·호주 FTA 제18.2조(다자환경협정).
543) 한·호주 FTA 제18.3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제1항.
544) 한·호주 FTA 제18.7조(협의).
545) 한·캐나다 FTA 제6.6조(투명성) 제3항 및 제5항, 제6.7조(자동차 표준 관련 조치) 제8항, 제8.8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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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요건) 제2항, 제8.10조(투자와 환경), 부속서 8-B(수용) 제(d)항, 제10.1조(적용범위) 제2항 제(a)
호, 제16.12조(특허) 제2항 제(a)호, 제22.1조(일반적 예외) 제1항 및 제2항.
546) 한·캐나다 FTA 제17.10조(협력).
547) 한·캐나다 FTA 제4.13조(협력) 제4항 제(d)호, 제17.10조(협력).
548) 한·캐나다 FTA 제1.3조(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부속서 1-A(다자환경협정), 제17.3조(다자환
경협정).
549) 한·캐나다 FTA 제17.5조(법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제1항.
550) 한·캐나다 FTA 제17.12조(정부간 협의), 제17.13조(전문가 패널), 제17.15조(분쟁해결), 부속서 1
7-A(전문가 패널과 관련된 절차).
551) 한·중 FTA 제6.7조(투명성) 제1항, 제15.15조(특허 보호) 제2항.
552) 한·중 FTA 제16.7조(양자 협력).
553) 한·중 FTA 제16.7조(양자 협력) 제2항 제(c)호.
554) 한·중 FTA 제16.4조(다자환경협정).
555) 한·중 FTA 제16.5조(법과 규정을 포함한 환경조치의 집행) 제1항.
556) 한·뉴질랜드 FTA 제10.13조(투자와 환경), 부속서 10-B(수용) 제5항, 제13.5조(이 장에 대한 예외)
제2항 제(b)호 및 제3항, 제20.1조(일반적 예외) 제1항 및 제2항.
557) 한·뉴질랜드 FTA 제16.9조(협의) 제1항.
558) 한·뉴질랜드 FTA 제6.8조(공동협력) 제1항 제(b)호, 제2항 제(c)호, 제6.9조(투명성) 제4항, 제16.8
조(협력), 부속서 16-A(협력).
559) 한·뉴질랜드 FTA 부속서 16-A(협력) 제1항 제(b)항 및 제(c)항.
560) 한·뉴질랜드 FTA 제16.3조(다자환경협정).
561) 한·뉴질랜드 FTA 제16.2조(일반원칙) 제5항,
562) 한·베트남 FTA 제6.7조(투명성) 제2항, 부속서 9-B(수용) 제(c)항 제(ⅱ)호, 제12.7조(특허) 제2항
제(a)호.
563) 한·콜롬비아 FTA 제21,1조(일반적 예외) 제1항.
564)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구체적 약속) 제4항.
565) 한·콜롬비아 FTA 제16.11조(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제2항.
566) 한·콜롬비아 FTA 제17.8조(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제3항 제(e)호, 제16.5조(생물다양성) 제4항
및 제5항.
567)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구체적 약속) 제3항, 제16.14조(협력), 부속서 16-A(협력), 제17.8조(에
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제17.11조(과학ㆍ기술 협력) 제3항 제(h)호.
568) 한·콜롬비아 FTA 제16.4조(구체적 약속) 제2항.
569) 한·중미 FTA 제23.1조(일반적 예외) 제1항.
570) 한·중미 FTA 제17.11조(협력).
571) 한·중미 FTA 제17.4조(구체적 약속) 제5항.
572) 한·중미 FTA 제17.4조(구체적 약속) 제1항, 제17.5조(법 집행) 제1항.
573) 한·중미 FTA 제17.10조(환경 협의).
574) 한·영 FTA 부속서 2-C(자동차 및 부품) 제7조(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 제4.4조(기술규정) 제
1항 제(g)호.
575) 한·영 FTA 제13.12조(제도적 장치) 제4항 및 제5항, 제13.13조(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제3항.
576) 한·영 FTA 제13.11조(협력), 부속서 13(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577) 한·영 FTA 부속서 13(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항 제(a)호, 제(d)호, 제(e)호, 제
(l)호.
578) 한·영 FTA 제13.5조(다자환경협정).
579) 한·영 FTA 제13.7조(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제1항.
580) 한·영 FTA 제13.14조(정부 간 협의), 제13.15조(전문가 패널), 제13.16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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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및 한·미 FTA
환경협의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국 또는 해당 연안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하
는 행위
2.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
기록(어선위치추적장치에서 전송되는 데이
터를 포함한다)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어획
량을 거짓 보고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
수역에서의 조업, 금어기 중의 조업 및 설정
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
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4.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조업이 금지된 자
원에 대하여 직접 조업하는 행위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
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
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
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어선의 표시, 표지 및 등록된 내용을 위조하
거나 은폐하는 행위
7. 승선 검색과 관련된 증거의 은폐, 훼손 및
제거 행위
8.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
치의 위반행위
9. 국제수산기구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
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
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0. 옵서버의 이동, 승선ㆍ하선, 조사 등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
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
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
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
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
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
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
는 행위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
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
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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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11.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
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거나 항
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고의로 작동
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
손하는 행위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
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
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
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
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
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
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
물 가액(價額)(이하 “수산물 가액”이라 한다)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
한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5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
의 경우에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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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
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원
양어업을 한 자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
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
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
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
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3억원(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
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한 자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위반
한 자를 포함한다)
2.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1항
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 중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의2제
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6
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 수산물 가액에 1.5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하한액은 2
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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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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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처벌의 정도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
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와 원양산업발
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
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
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
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
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
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
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
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은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준
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대한민국 국민 중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을 위반한 자(해당 국가에서 위반행위에 대
하여 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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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
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2.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
을 제출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보완요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한다) 출항 또는 조업하거나,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자
4.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출항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출항한 자
5. 제28조의4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자
④·⑤ (현행과 같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양산업발전법」 상단의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발췌,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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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New High Standard for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Law and Economic Perspectives
Cheon-Kee Lee, Jukwan Lee, Hyeri Park, and Yoo-Duk Kang

Trade-related issues such as market access, and tariff elimination or
reduction have been the main concerns of free trade agreements or
“FTAs” since the 2000s. But more of the recent FTAs appear to focus on
non-trade concerns such as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workers.
A typical example is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EU FTA”), which was signed in 2009
and provisionally taken into force in 2011. Ever since Korea-EU FTA the
European Union has included a chapter 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TSD” in its FTAs to extensively provide for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Further, it is noteworth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resorted to 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mechanisms within their FTAs to ensure their trade partners effectively implement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at the domestic
level. For instance, on December 17, 2018, the European Commission
formally requested a consultation to Korea under Korea-EU FTA on the
grou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shown sufficient efforts in
ratifying the remaining four of the eight ILO core conventions and thus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TSD Chapter of the same FTA. This is the
first case that the European Union has ever initiated a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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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under a TSD Chapter. The Panel of Experts was composed on
December 30, 2019, and it recently published the final report on January
25th, 2021.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recent trends in
the use of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and
provide meaningful guid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in conducting
negotiations for new FTAs or for amendments of its previous FTAs. It discusses possible approaches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able to take
when conducting future FTA (re-)negotiations, and responding to environment or labour claims posed by FTA partner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aspect of “enforceability” of environment
and labour obligations in FTAs.
In Chapter 2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identifies main components and key features of environmental provisions under the FTAs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It further examines environmental chapters
of the CPTPP and the USMCA. One of the main features the U.S. FTAs
have is their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NAAEC and was virtually repeated with minor variations in the following FT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ce Korea-EU FTA a TSD
chapter has been included in every FTA it negotiates and concludes. As
opposed to the U.S. approach which is based on enforceability and sanctions, EU FTAs tend to focus on consultation and dialogue between FTA
partners. Consultation and the “Panel of Experts” under TSD chapters, a
provision on non-application of an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a TSD chapter, and establishment of Domestic Advisory Groups (“DAGs”)
and Civil Society Forum (“CSF”) are examples of such tendency.
In Chapter 3 this study discusses the question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issues, and identifies key features of labour provisions under
FTAs of the U.S., the EU, and Korea. It further examines labour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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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PTPP, USMCA, and CETA. One of the main features the US FTAs have
is their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NAALC and repeated only with minor changes in the following FTAs. In
case of the EU, FTA labour provisions were first introduced in the
Association Agreement with Israel and a comprehensive labour chapter
was later adopted for the first time in EU-CARIFORUM EPA. Under the
TSD Chapter of Korea-EU FTA, labour provisions regarding “continued
and sustained efforts” for ratification of ILO core conventions; upholding
of labour protection; the TSD Committee; DAG; CSF; and a TS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ere included, and these components have been
included only with minor variations in the following FTAs.
In Chapter 4,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background and impacts of
strengthened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It focuses on
three aspects including (ⅰ) inherent limitation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ⅱ) the need for levelling the playing field, and (ⅲ) domestic
politics. Theoretically, when a trade agreement is linked with new issues
of non-trade character, it can broaden the scope of negotiation, and can
lead to higher chances of concluding an agreement with increased social
welfare. This study also confirms such results empirically: it finds tha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FTAs
shows a tendency of increasing trade between FTA partners and that developing countries, by accepting enhanced environmental obligations,
can increase their trade. Further, strengthened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lea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and a
positive contribution to an index or indicators on the level of workers'
right protection.
Chapter 5 sheds light on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ly the European Union’s further strengthening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in their FTAs, and of using their FTAs as a leverage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pursuant to the Paris Agreement. It als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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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s to predict possible impacts on Korea and draw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Korea’s legal and policy responses to such
chang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slowly but surely moving towards ensuring its FTA partners’ compliance of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and is considering a multiple of options to improve the enforceability of its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any future development of the EU’s recently created
position of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 (CTEO) and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Trade Enforcement Regula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recently announced report by the Group of Experts under
Korea-EU FTA regarding Korea’s non-ratification of some of core ILO
conventions.
Lastly,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emphasized
on the need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FTAs, a rather cautious
approach would be desirable in preparing and introducing provisions on
effectiv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labour standards (e.g. MEAs, ILO conventions) in future FTAs (re-)negotiation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domestic monitoring system be prepared and/or otherwise improved in order to ensure Korea’s effective
(and “convincing”)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and labour obligations in order to avoid any unnecessary tensions with its FTA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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