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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노동영역에서의 한미 FTA 쟁점과 과제
* **

1)李 哲 洙
***

Ⅰ. 서

외교통상부가 자유무역 정 홈페이지 공식자료실1)에 소개한 노동 분야 련 

한미 간 FTA 상의 경과와 그간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완 한 합의에 이

르지 못하 지만, 국제 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를 해 노력하고, 노동권 

련 노동법규의 효과 인 집행의무를 부담하며, 노동 정문 이행 련 분쟁 발생 

시에 정부 간의 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노동 분야 력사업( 문

가 교환,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정보공유)을 실시한다는 에 해서는 원론

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 과 국제통상의 연계문제는 1990년 부터 이른바 블루라운드(BR. 

공식  명칭은 social clauses in the international trade)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진

된 바 있으나 주창세력과 개도국과의 한 입장 차이로 다자간 정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하 다고 볼 수 있다.2) FTA에서의 노동 련 논의는 국제

기 의 수를 제로 하고 있다는 에 있어 기본 으로 BR과 맥락을 같이 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논문 작성 후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현재 그 완전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http://www.fta.go.kr/storage/str1_list.php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범⋅이철수⋅Sinichi Ago, 무역기 과 국제무역, 한국노

동연구원, 1994, 25면 이하 참조. 그 당시 다수의 개도국 지도자들은 노동권과 무역의 

연계(a worker rights-trade linkage) 논의를 ‘보호무역주의자의 음모(a protectionist ploy)’ 

또는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라고 극렬히 비판하였다. Lance A. Compa/ 

Stephen F. Diamond, Human Rights, Labor Rights, and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9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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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체결당사국의 정문 이행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공 의견제출제도나 정

부 간 의  분쟁심 을 통해 정문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하는 

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정의 체결로 인해 국내 경제 는 국제 통상에 

불이익이 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비와 략 인 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상품 역과는 달리 노동의 문제는 양국의 법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인 교환 계로서는 풀릴 수 없

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미국과의 FTA에서 최 로 

노동 련 조항이 삽입될 것3)으로 상되는 바, 이는 향후 캐나다4) 등 다른 나라

와의 FTA에서 기본 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요성과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 진행 인 FTA 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 에 해 합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아직 한미 간 상이 진행 에 있고 그 

구체 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NAFTA 등의 경험을 통해 미

국 측의 입장과 략을 검토하고, 한미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상쟁 을 

추출한 후, 그에 한 필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Ⅱ. 미국이 체결한 FTA 노동 정의 주요내용

1992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 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에 하여 미국은 부속 정의 형태5)로 

 

3) 우리나라는 그간 칠레(2004.4.1 발효), 싱가포르(2006.3.2 발효) 및 EFTA 6개국(2006. 

9.1 발효)과 FTA 체결을 완료한 상태이다.

 

4) 현재 미국을 위시하여 아세안 국가,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 중 캐나다와는 2007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노동관련 조항이 삽입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 한-캐나다 FTA 보도자료 ‘제4차 한⋅캐

나다 FTA 협상 결과’ 참조 http://www.fta.go.kr/fta_korea/press_view.php?page=2&board_ 

id=1036&country_id=17?page=2&board_id=899&country_id=17)

 

5) 공화당 부시 정부에 의하여 주도된 나프타(NAFTA)에서는 노동문제가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 집권한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노동단체⋅환경단체⋅인권단체

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완책으로 체결 후 1년의 협상과정을 거쳐 NAALC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를 부속협정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자세

한 내용은 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한 체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2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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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노동 련 정(정식 명칭은 ‘노동에 한 체결국의 력에 한 북미

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이하 NAALC)을 체결하

다. 이는 자유무역 정에 있어서 최 의 노동 련 정이었는데, 이후 여타 나라

와 자유무역 정을 맺을 경우, 개별 조문이나 별도의 장 형태로 정문 상에 노

동 련 사항이 규정되고 있다. 재까지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요르단, 싱가포

르, 칠 , 호주, 모로코, 바 인,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

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콜롬비아, 이스라엘의 총 18개국과 FTA를 체결하

는데 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두 노동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NAALC와 여타 FTA의 노동 련 조항은 각 정 체결국에 따라서 세부 인 

문구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체 인 메커니즘과 기본 인 내용은 동일하다. 다

만, NAALC는 총 55개의 조문과 부속규정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FTA의 노동 련 규정은 7개 내지 8개의 조항으로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다. 

NAALC가 FTA에 있어서 최 의 노동 련 정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노동

정의 의의와 목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기구에 한 세부 인 설명이 필

요하 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NAALC는 노동 

사항에 한 규율방식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FTA 노동 련 규정

의 해석⋅ 용⋅이행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와 기 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듯 NAALC에서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에 한 미국의 기본  입장과 

원칙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NAALC를 먼  살펴보고 여타의 FTA

의 노동 정의 주요 내용을 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NAFTA 노동 련 부속 정의 주요내용

NAALC는 문(preamble)과 7개의 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과 제1장의 목  조항에서는 정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미국은 당사

국의 행 노동법을 국내 공장⋅사업장 등에서 수할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 확

와 국제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용, 근로조건, 생활조건의 개선과 기본 인 근

로자권리의 보호⋅향상을 선언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정 체결국가의 의무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노동법을 높은 수 으로 정비할 것을 노력하고 

한 정책을 통해 효과 으로 자국의 노동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

장 내지 제5장에서는 련 원회의 설치와 체결국간의 력  일련의 분쟁해

결 차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약의 해석과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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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담고 있다. 

NAALC 주요 내용을 개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법의 정의 - 용범 의 문제

NAALC 제49조에서는 동 정의 용을 받는 노동법제에 해 규정하고 있

다. 동 규정에 따르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강제노동의 지, 

아동  청소년 노동의 보호, 고용차별의 철폐  남녀 동일 임 , 산업안 과 

산업재해 보상, 이주 노동자 보호와 직 으로 계가 있는 법률, 규칙 는 조

항에 해 FTA가 용된다.

2) 공 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s / PC)

NAALC에서는 노동 정의 이행과 정 체결국 간의 력과 정보 교류를 도모

하기 해 국가행정실6)(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s, 이하 NAO)의 설치를 요

구하고 있다. 각 NAO는 자국 내의 정부기  간 는 상 방 국가와의 연락책 

역할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공 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NAO의 요 역할 의 하나는 일반 공 들로부터 노동 정 반에 한 항

의를 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이는 노동 정의 이행을 효과 으로 담보

하기 한 제도이다. NAALC에서는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정 반에 해

서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 정 제16조 3항 참조). 

각 국가별로 NAO의 운   심의 차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컨  미국의 

경우 공개청문회가 포함되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7) 

3) 분쟁해결제도

각 당사국은 정의 해석과 용에 하여 의문이 발생한 때에는 일단 력과 

의에 노력을 기울인다. 각 당사국간의 NAO 사이에 의가 먼  행해지고, 여

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국 각료 차원의 의가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가 심의 원회(Evaluation Committee of Experts)를 설치

 

6) 지금까지의 협상경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국가행정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노동부 내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7) 랜스 컴파, “노동문제 관련 이의제기와 해결절차-NAFTA 경우”, 국제노동 리  2006.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8면.



李 哲 洙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280～301284

하고, 동 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노동 력 원회에 제출하는 차를 거치게 된

다. 문가 심의 원회의 최종보고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국간 는 3국

간 분쟁처리 차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는 당사자국간 서면 의 교환이 행해지

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국은 국제노동 력 원회 이사회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알선, 조정을 행한다. 이사회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

는 경우 분쟁국의 요청에 따라 재 원회(arbitral panel)가 구성되어 해결책이 

제시된다. 

제5장(Resolution of Dispute)에서는 서면 의와 재패 (Arbitral Panel) 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 에 노동법이나 노동법 집행, 국제조약 련 분쟁해결에 한 

경력자나 문가 등으로 선정된 패  명부를 보유하고8) 그 안에서 패  5명을 

구성한다.9) 패 의 의장은 분쟁당사국이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분쟁국의 국 이 아닌 자를 추첨에 의하여 선출하게 된다. 패 의 

의장이 결정된 후 각 분쟁당사국은 분쟁상 국 국민 에서 패  두 명씩을 각

기 선정한다.10) 정 체결국이 국내법을 수하지 않는 기업을 묵인하는 등의 경

우 제재가 행해지는데, 재 원회에서 제소된 국가의 특정산업이 국내법상 근로

기 을 효과 으로 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정이 행해지면 벌과 이 부과되

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 최혜국취 의 정지와 세인하의 철회가 미

국과 멕시코의 경우 가능하며, 캐나다의 경우 벌과 의 제재만을 할 수 있다.

4) 제재의 내용

재패 의 심의 후 정이 내려지면 당사국들은 이에 한 행동계획(action 

plan)11)에 합의할 수 있다. 당사국이 행동계획을 완 히 이행한 경우에 패 은 

집행추징 (monetary enforcement assessment)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지 

않고 당사국이 행동계획을 완 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패 은 부속규

정 39에 의거 집행추징 을 부과할 수 있다. 한 지불당사국이 부과 후 180일 

안에 집행추징 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속규정 41B에 따라 신고당사국은 집행추

징 을 징수하는 것을 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NAFTA 혜택의 용을 정지할 

 

8) NAALC Article 30 참조.

 

9) NAALC Article 32 참조.
10) NAALC Article 39 참조.
11) NAALC Article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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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2) 정 발효 후 일년 동안은 집행추징  부과에 있어 미화 2천만 달러

를 과해서는 안되고, 그 후부터는 집행추징 은 최근 연간의 총 무역 거래를 

기 으로 총액의 0.007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5) PC 제출 황

NAFTA에서 제기된 PC 련 사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수건수가 총 34

건으로서 미국 련 11건, 멕시코 련 21건, 캐나다 련 2건이었다. 내용별로 

제기된 사항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련 사항이 25건, 단체교섭권 련 사항

이 11건, 업권 련 사항이 3건, 아동노동 련 사항이 2건, 채용⋅고용상 차

별 련 사항이 5건, 최 근로기  련 사항이 12건, 산업안   보건 련 사

항이 15건(사항별 복 가능)이었다. PC제기 이후에 그 처리 황은 검토거부가 8

건, 공청회 개최가 16건, 장 회의 개최가 14건이었다. 아직까지 재패 의 

단계까지 가거나 집행추징 이나 무역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없다.13) 

2. 기타 FTA 노동 정의 주요내용

노동 정과 련되는 조문은 칠 와 미의 경우를 제외하고 7개 조문,14) 즉 

공동책무, 효과 인 노동법 집행(무역⋅투자 증진을 한 노동법 보호수  하 

지 규정 포함), 차보장  공  인식, 제도  장치, 노동 력, 정부 간 의, 

노동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FTA 노동 련 조항을 심으로 하여 그 주

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15)

12) NAALC Article 41 참조.
13) 2006년 11월 8일 외교통상부 회의자료, [붙임1] NAFTA에 제기된 PC사례(1994∼2005

년), 18면 참조. 
14) 칠레와 중미(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경우 

중재인 구성(Labor Rosters) 조문까지 포함하여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고 한다(허재

준, “미국이 체결한 FTA의 노동 장 비교”, 국제노동 리  2006. 8월, 한국노동연구원, 

2006, 53면 참조).
15)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Singapore_FTA/Final_Texts/asset_ 

upload_file708_403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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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책무(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

ILO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ILO 선언 상의 책무를 재확인하면서, 정 체

결국은 국제노동기 의 법제화에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6)

나. 효과 인 노동법 집행(Enforcement of Labor Laws)과 무역⋅투자 증진을 

한 노동법 보호수  하 지

정 체결국은 무역에 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법 집행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노동법 집행과 련된 재량권은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 무역  투자 증진을 해 국제 으로 인정

된 노동기 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7) 

16)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1은 “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라는 

표제 하에 “1. The Parties reaffirm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nd their commitments under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17-1 Each Party shall 

strive to ensure that such labor principles and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set forth in Article 17.7 are recognized and protected by domestic law. 2. 

Recogniz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domestic labor standards,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labor laws and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strive 

to ensure that its laws provide for labor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set forth in Article 17.7 and shall strive to improve those 

standards in that light.”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정 체결국간에 있어서 국제노동기준

을 국내법적으로 확인,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기본권에 합치하는 노동기준

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2는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LABOR LAWS”라는 표제하에 “1. (a) A Party shall not fail to effectively enforce its 

labor laws, through a sustained or recurring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b) The Parties recognize that each Party retains the right to exercise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vestigatory, prosecutorial, regulatory, and compliance 

matters and to make decision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forcement 

with respect to other labor matters determined to have higher priorities. Accordingly, 

the Parties understand that a Party is in compliance with subparagraph (a) where a 

course of action or inaction reflects a reasonable exercise of such discretion, or results 

from a bona fide decision regard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라고 규정하여 효과적

인 노동법 집행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2. The Parties recogniz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encourage trade or investment by weakening or reducing the protections afforded in 

domestic labor laws. Accordingly, each Party shall strive to ensure that it does not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or offer to waive or otherwise derogate from,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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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보장  공 의 인식(Procedural Guarantees and Public Awareness)

각 당사국은 국내노동법의 집행을 하여 법 인 이해당사자에게 한 -공

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차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한 노동법에 

한 공 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18) 

다만 의 미국-싱가포르 간 FTA 규정  “… 정 체결국은 ILO 선언의 5항

이 노동기 이 보호무역의 목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것을 상기한

다”19)고 규정한 것은 호주나 모로코 등과 맺은 FT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문

이다. 이러한 조문들은 양자간 FTA 상시 다의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을 감안하여 삽입되게 된다. 이는 확인  규정

으로 볼 수 있으며 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 체결국의 의사를 분명히 한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간 FTA에서는 노동 정상의 어떠

한 규정도 당사국 사법부의 재 에 한 심사요구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규

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20) 

laws in a manner that weakens or reduces adherence to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referred to in Article 17.7 as an encouragement for trade with the other 

Party, or as an encouragement for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reten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라고 규정하여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노

동법 보호수준 저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18)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3은 “PROCEDURAL GUARANTEES AND PUBLIC 

AWARENESS”란 표제하에 “1.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a legally 

recognized interest under its law in a particular matter have appropriate access to 

administrative, quasi-judicial, judicial, or labor tribunals for the enforcement of the 

Party’s labor laws. The Parties recall that paragraph 5 of this ILO Declaration states 

that labor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for protectionist trade purpos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administrative, quasi-judicial, judicial, or labor tribunal proceedings 

for the enforcement of its labor laws are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parties to such proceedings may seek remedies to ensure the 

enforcement of rights under domestic labor laws. 4. Each Party shall promote public 

awareness of its labor laws.”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3은 “… The Parties recall that paragraph 5 of this 

ILO Declaration states that labor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for protectionist trade 

purposes.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이러한 취지의 조문은 NAALC, 칠레와의 FTA, 오만과의 FTA 규정에서도 발견된다. 

미국-호주간 FTA에서는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as calling for the examination under this Agreement of whether a Party’s 

court has appropriately applied that Party’s labour laws.”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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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 Public Communications 포함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 련 장의 이행을 돕기 하여 의체, 사무국, 

자문기구를 구성하거나 소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상의 차

이로서 별도의 의체인 노동 원회를 둘 것인지 아니면 FTA 합동 원회 아래 

노동분과를 둘 것인지로 별될 수 있다. 문성과 융통성, 향후 력사업 등의 

수행, 무역문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21) 

한 공 의견제출제도로 불리는 PC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정 

체결국 정부가 노동 정문을 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노사단체 등 일반 이 

정문 반국가를 상 로 시정요구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동 정문의 이행을 담보하여 국제노동기 의 수율을 높이고 공 의 감시를 

통하여 정문 이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22) 

21)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4는 “INSTITUTIONAL ARRANGEMENTS”라는 표

제하에 “1. The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Chapter 20 

(Administration and Dispute Settlement) shall include discussion of matt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is Chapter, including the Labor Cooperation Mechanism established 

under Article 17.5, and the pursuit of the labor objectives of this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may establish a Subcommittee on Labor Affairs consisting of officials 

of the labor ministry and other appropriate agencies or ministries of each Party to 

meet at such times as they deem appropriate to discuss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Each meeting of the Subcommittee shall include a 

public session,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2. Each Party shall designate an 

office within its labor ministry that shall serve as a contact point with the other Party, 

and with the public,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Chapter. 3. Each Party may 

convene a national labor advisory committee, comprising members of its public,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its labor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other persons, to 

advise it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

동위원회 안에 노동분과를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 장의 이행을 위

한 사무국(office)을 노동부 내에 두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 기타 공중의 대표자

를 포함하는 자문기구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4.5에서 “5. Each Party’s contact point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shall provide for the submission, receipt, and consideration of 

public communications on matters related to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shall 

make such communications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and, as appropriate, to the 

public. Each Party shall review such communications,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procedures. The Parties, when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shall jointly 

prepare reports on matte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pter, and shall 

make such reports public.”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장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공중의 의견을 제출, 접수, 심사하며 상대국과 공중에 알린다. 협정 체결국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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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동 력(Labor Cooperation)

정 체결국은 노동 력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이러한 력 메커니즘을 통해 ‘노

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한 ILO 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이 구체화하고 있는 핵심 인 노동기 의 수를 

증진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한 약’인 제182호 약의 수와 

기타 공동 책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23) 

바. 정부간 의(Labor Consultations) -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포함

미국과 싱가포르 FTA의 경우에 노동 장과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하여 

상 국과 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 해결에 실패하 을 경우에는 노동분과

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24) 

한 FTA의 노동 장에서 규정한 효과 인 노동법 집행에 실패한 경우에 별도

의 분쟁해결 차로서 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25), 만약 의가 상 국에 의 

법의 절차에 따라 공중의견을 심사한다. 당사국들은 적절하다고 여기면 합동으로 노

동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3)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5도 “LABOR COOPERATION”라는 표제하에 

“Recognizing that cooperation provides enhanced opportunities to promote respect for 

core labor standards embodied i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and compliance with ILO Convention 182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and to further advance other common commitments, the Parties 

establish a Labor Cooperation Mechanism, as set out in Annex 17A to this Chapter.”

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24)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6은 “LABOR CONSULTATIONS”이란 표제하에 “1.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regarding any matter arising 

under this Chapter.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consultations shall commence 

within 30 days of a Party’s delivery of a request for consultations to the other Party’s 

contact point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 17.4.2. (중략).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resolve the matter, either Party may request that the Subcommittee on Labor Affairs 

be convened.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25) 미국의 FTA를 살펴보면 어느 한 협정 체결국이 제2조 1(a)항을 어기면 (효과적인 노

동법 집행 실패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데, 그 이행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2003년 이후에 체결된 미국의 FTA협정문들은 두 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칠레, 중미, 안데스 국가와의 협정문으로 제2조 1(a)에 관한 

사항이라도 노동에 관한 장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행한 

후에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호주, 

바레인, 모로코, 싱가포르, 오만 FTA 협정으로서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하기 전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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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송부되고 60일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못하 다면, 어느 당사국이건 상 국

에 서면 통지를 통하여 합동 원회(Joint Committee)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도 60일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의제기 당사국은 분쟁해결패 (dispute 

settlement pannel)에 사안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26)

시정권고 불이행시에 이의제기 당사국은 벌과 (annual monetary assessment)의 

부과를 패 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한도(연간 미화 1,500만달러) 내에서 부

과할 수 있다. 만약 납입당사국이 벌과 을 탁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당사국

은 세혜택의 지를 포함한 기타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7)

사. 노동법의 정의(Definitions)

노동법이란 정 체결국의 법령 는 조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국제

으로 승인된 노동권과 직 으로 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a) 결사의 권리 

(b) 단결권  단체교섭권 (c) 모든 형태의 강제 는 의무  노동의 사용 지 

(d) 아동  청소년에 한 노동보호, 아동 고용에 있어 최  연령과 가혹한 형

태의 아동노동 철폐, 그리고 (e) 최  임 , 근로 시간, 산업 안   보건에 

한 용인할 수 있는 근로 기 이 그것이다.28)

간 협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이다(허재준, 앞의 글, 2006, 52면).
26)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6.4는 “4. If a Party considers that the other Party 

has failed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7.2.1(a), the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pursuant to Article 20.4.2(a) (Addi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r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rticle 

20.4(2)와 Article 20.4(4)는 “2. If the consultations fail to resolve the dispute within 

60 days of the delivery of a Party’s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Article 20.3.1, 

either Party may, by deliver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s office 

designated under Article 20.2.1(a), refer the matter to the Joint Committee. 4.(a) If the 

Joint Committee has not resolved a dispute within 60 days, the complaining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 dispute settlement panel.”라고 규정하고 있다.
27)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20.7.2는 “2. The panel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monetary assessment in US dollars.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shall not 

exceed 15 million US dollars annually, adjusted for inflation as specified in Annex 

20A.”라고 규정하고 있고, Article 20.7.6은 “6. If the complaining Party cannot obtain 

the funds from the other Party’s escrow account within 30 days of the date on which 

payment is due, the complaining Party may take other appropriate steps to collect the 

assessment or otherwise secure compliance, including suspending tariff benefits.”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7은 “DEFINITIONS”라는 표제로 “For purpo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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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이 체결한 FTA 노동 정에서는 공통 으로, 국

제노동기 을 법제화하기 해 정 체결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을 확인하고 

있고 노동법이 효과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국제노동기 의 법제화와 련하여서는 “…노력해야 한다(shall strive to)29)” 

라는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노동법 집행과 련하여서는 “…하여야 

한다(shall not fail to)30)”의 형식을 취하여, 의무 반에 해 차별  취 을 하

고 있다. 아울러 NAALC 제2조31)에서는 노동법제의 제⋅개정 권한과 련하여 

정 체결국의 주권을 존 하고 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32) 이 게 본다

면 국제 노동기 을 존 하여 국내법을 정비하는 것은 정 체결국의 법  의무

라고 볼 수 없고 일반 인 노력의무, 즉 국제노동기 을 수하며 지속 으로 국

this Chapter: 1. labor laws means a Party’s statutes or regulations, or provisions 

thereof,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follow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rights: 

17-2 If, on the date a Party delivers a request, the Parties have not established the 

Subcommittee, they shall do so during the 30-day period described in this paragraph. 

(a) the right of association; (b)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c) a 

prohibition on the use of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d) labor protection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cluding a minimum age for the employment of 

children and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and (e)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with respect to minimum wages, hours of work,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예컨대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1.
30) 예컨대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2.
31) “Affirming full respect for each Party’s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the right of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domestic labor standards, and to adopt or modify accordingly 

its labor laws and regulations, consistent with high quality and productivity workplaces, 

and shall continue to strive to improve those standards in that light.”
32) 이러한 점을 NAALC의 특성 중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NAALC의 특성은 다음 세 가

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협정 체결국에 대하여 노동법이나 기준을 상호조

율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협정 체결국에 노동관련 당국(노동부)

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법 집행기관의 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노동분쟁과 관련

하여 고용주의 유죄 여부를 판결하거나 위반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증거

를 수집하는 초국가적인 법원을 설립하지 않는다. 결국 NAALC의 핵심개념은 협정 

체결국들이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국

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에서 감시와 감독체계의 구축이 노동관련 협정의 핵심적 내용

이 된다(랜스 컴파, 앞의 글,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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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기 을 국제  노동기 에 맞게 법제화한다는 책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실무 으로 심을 끄는 부분은, 무역과 투자 증진을 해 기존의 노동

법 보호수 을 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33)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보호주

의  목 으로 노동 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만, 정 

체결국 간 노동법제의 보호 수 과 방식이 상이하고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와 더

불어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이 수반된다는 실  사정을 감안하면 탄력  해석

과 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앞서 살펴보았듯이 FTA 노동 정의 요체는, 정 체결국으로 하여  자발

으로 자신의 노동법을 효과 으로 집행하도록 도모하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 

비하여 공 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정부간 의(Consultations), 

분쟁해결패 (Dispute Settlement Panel) 등의 시정 차 는 시정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효과 인 노동법 집행’(effective enforcement of labor laws)은 FTA 노

동 정의 핵심 개념이고 출발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련 NAALC 제3조에서 

정부의 집행행 (Government Enforcement Action)에 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집행은 행정부에 의한 노동법령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컨  근로감독 의 임명과 교육, 각종 알선⋅조정⋅ 재서비스, 각종 구제 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주무 청의 심사 등을 들 수 있다.

집행의 개념과 련하여 이를 넓게 해석하여 입법과 사법도 포함되는지가 문

제될 수 있다. 입법의 경우 조항을 달리하여 노력의무의 상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집행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사법작용을 집행에서 배

제한다는 명시  규정은 발견되지 않지만, 컨  결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

상 고도의 규범  단을 하는 사법작용의 자율성을 최 한 존 해야 한다는 , 

단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주권이 마찰할 소지가 있다는 에서 

신 한 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NAALC 제5조 8항에서 

“For greater certainty, decisions by each Party’s administrative, quasi-judicial, 

judicial or labor tribunals, or pending decisions, as well as related proceedings 

shall not be subject to revision or reopen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33) 예컨대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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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의 결이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지 

않는다는 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34)

분쟁의 해결과 련, 다소 용례 상의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통상 으로 채

택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5):

첫째 공 고발 혹은 공 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이다. 이 제도는 

일반 인 공 의 감시를 통하여 정문이 정하고 있는 상 국의 노동기  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한 일차 인 단계로서 기능한다. 고발자 격요건으로 

노사단체 든 일반 개인이든 제한을 두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의제기 상의 경우 

상 국에서 발생한 노동법 련 사항에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36) 

처리상황은 상 국  일반인에게 공개한다.37) 

둘째 정부간 의(Consultation)제도이다. 정 체결국  한 당사국이 상 국 

창구에 의를 요청하면 상 국은 지체 없이 혹은 일정 기한 내38)에 의에 

응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하여 개인 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분과 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39) 

셋째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Panel)를 두는 것이다. 정부간 의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구성되는데 ‘효과 인 노동법 집행에 실패한 경우’ 

즉 무역에 향을 미치는 형태로 지속 으로 노동법 집행을 이행되지 않은 경우

를 요건으로 한다. 사실 계 규명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넷째는 시정권고 불이행시 제재에 해당하는 벌과 의 부과이다. 벌과 은 분쟁

해결기구에서 노동법 불이행이 무역에 미친 향, 불이행 지속시기 등을 감안하

여, 일정 액수 이내(미국-싱가포르간 FTA의 경우는 1,500만 달러 이내)에서 결정

한다. 불이행 국가는 양국 합동 원회 명의의 계좌에 벌 을 탁해야 하며, 

탁불이행시 상 국은 무역혜택정지(미국-싱가포르간 FTA의 경우는 세혜택 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 탁된 액은 노동법 집행 개선 노력 지원 

34) NAALC Article 5.8 이 외에도 미국-칠레 FTA Article 3.4, 미국-호주 FTA Article 3.5, 

미국-오만 FTA Article 3.8에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5) 허재준, 앞의 글, 2006, 52면 이하 참조.
36)

 NAALC Article 16.3 참조.
37)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4.5 참조.
38) 미국과 싱가포르 FTA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9) 미국과 싱가포르 FTA Article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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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Ⅲ. FTA의 상쟁 과 응방안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 련 FTA 상의 주요 목 은 국제노동기 에 

반하지 않게 법제화를 정비하고 이를 효과 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이를 해 공 의견제도, 분쟁조정 차를 정비하고 체결당사자간 노동 력

을 강화하기 해 상시 인 노동 력 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R을 심으로 한 국제노동기 과 국제무역 연계 논의와 재 FTA 노동 정문 

논의의 가장 큰 차이 은 FTA는 체결당사국의 국제노동기 의 법제화뿐만 아니

라 법이 효과 으로 집행(enforcement)되는 것을 담보하기 해 독자 인 분쟁처

리 차와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토 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 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추출해 보고 이에 한 나름 로의 의견을 개진하

고자 한다.

1. 용범

FTA 상 과정에서 논의되는 국제기 은 ILO의 기본 약이라 할 수 있는 결

사의 자유에 한 제87호 약, 단체교섭권 진에 한 제98호 약, 강제노동 

지에 한 약, 차별철폐에 한 약, 아동노동 지에 한 약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임 , 근로시간, 산

업안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별을 용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양국의 

법운용에 있어 격한 차이가 있고 주로 정부의 집행보다는 사법부의 결 는 

사법  단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2. 국내 노동법 보호수  하 지의 문제

통상 으로 FTA 정문에서는 상 국으로부터의 자본  투자 유치를 목 으

로 자국의 근로조건을 하시키는 것을 지하고자 하고 있다. 원론 인 입장에

서 보면 국제기 을 상회하더라도 투자 유치를 해 노동법 등의 개정을 통해 



2007. 3.] 노동 역에서의 한미 FTA 쟁 과 과제 295

법정 근로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정한 국제통상을 해시키는 행 라고 평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부분에 해서는 매우 략 인 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재 근로기  보호수 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재 우리는 노동의 유연

성을 제고시키기 해 기존의 경직된 노동보호 법제를 개선하기 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로 미국의 경우 해고의 자유 법리(“employment at will” doctrine)를 채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해고의 정당 사유의 존재와 사용자의 입증이 제되지 

않으면 고용 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의 

노동유연화 는 규제완화를 도모하기 해 다방면의 법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행법의 기 을 완화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계 종료

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용범 에 직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근방식의 차

이로 구체 인 근로조건에 직⋅간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40) 이 을 상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공정근로기 법(FLSA)상에 임 , 연소자, 최 임  규정만 존재

할 뿐 우리와 같은 범 한 역에 해 규제를 행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은 

특히 우리의 비정규직 제한, 견근로 제한 등에 있어 극명하게 비된다. 미국

은 범한 외조항(exemption)이 존재함에 반해 우리는 직종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차별  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향후 부분별 용제외(업종, 연령, 규모, 

근무의 특성 등 고려)를 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제기 을 상회하는 경우 당사국의 주권을 존 하여 비록 법정 근로

조건의 수 을 완화시키거나 외 용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FTA의 

분쟁 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법의 포함 여부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각 주의 입법의 독자성이 강하고 특

히 차별과 같은 개별 인 사건의 경우에는 주법의 용을 통해 구체 인 노사

40) 예컨대 미국의 근로시간, 임금의 규제를 면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되지만

(외부노동시장형 모델), 우리의 경우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규

제완화가 필요하다(내부노동시장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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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규율한다. 이와 달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노동을 규율

하는 규범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형평의 에서 미국에 

하여 주법도 FTA의 용 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공 의견제출제도

공 의견제출제도는 양 당사자국 정부가 노동 정문을 반한 경우 양 당사자

국의 노사단체 등 일반 (public)이 정문 반 국가를 상 로 시정요구 등 의

견을 제출하는 제도이다. 컨  기업의 법 반행 에 해 정부가 계속하여 시

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정부의 행 를 상으로 노동단체 등이 의견

을 제출하게 된다. 체로 노사단체나 NGO 는 개인이 정문 반행 에 

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문 이행기 이 한 조사를 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간 의를 거쳐 분쟁해결 차에 회부시키기도 하고 재량으로 각하시키기도 한다. 

공 의견제출제도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 미국 간의 FTA 체결 실례를 살펴보

았을 때,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노동계와 의회의 설득 등을 해 필요하다는 이유

로 강력하게 정문에의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상된다. 도입할 경우 제출요건

과 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오남용 가능성을 막기 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출요건을 범 하게 열어놓지 않고 일부 제한 으로 운용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국의 정문 반사항에 해서는 PC 제기를 허

용하지 않음으로써 상 국의 집행에 한 감시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방안과 

각국의 정문이행기 이 의견을 먼  수하고 스크린을 한 후 상 국에 통보, 

의하는 방식을 취하여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NAALC는 심의 상 범 를 타당사국 토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련사

항으로 규정41)하고 있다.

5. 노동 의회(Labor Affairs Council)의 상

실무  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 상국이 별도로 

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노

동 의회이다. 노동 정문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동 의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성 확보를 하여 

41) NAALC Article 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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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기구를 상정할 수 있고, 노동부 외의 각종 

경제, 통상 련 고 직 공무원을 포함한 기구를 상정할 수도 있다. 문성과 효

율성 차원에서는 자의 방안이 장 을 가지고 있고, 후자의 방안은 비록 직

인 무역에 한 규정이 아닌 FTA의 노동에 한 장의 이행여부가 문제되더라도 

그 경제  연계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련 경제  통상부서와의 긴 한 

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에서 강 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노동 의회는 실

무  의의 실패를 제로 하므로 그 조직의 상과 련하여서는 장 이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분쟁해결 심 제도(Dispute Settlement Panel)의 도입문제

분쟁해결 심 제도란 정문 반과 련하여 공 의견제출  정부가 의 

단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립 인 정기구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정기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국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 을 부과하거나 기타 무역 제재( 컨  최혜국 우 

정지)를 가하게 된다. 단순한 의에 거치지 않고 실질 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는 에서, 도입여부, 정기구의 립성 보장, 제재의 상, 제

제 수단 등에 있어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재 상품분과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 그간 미국이 

모든 FTA에서 포함시켜온 , 정문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도입을 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정기구의 립성과 문성을 확보하기 하여 분쟁 에 미리 노사 계에 

한 문가로 이루어진 패 명부를 작성하고 분쟁발생시에 상 국의 명부에서

( 는 상 국 국 의 인물 에서) 교차로 패 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패 명부 작성 시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게 한 후 추첨을 

통하여 정단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단인 패 의 

의장 선출방식일 것이다. 립 인 패 의장 명부를 사 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

하고 우선은 분쟁당사국 양국의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NAALC에서는 사 에 패 명부를 작성하는데, 노동법이나 노동법 집행, 국제

조약 련 분쟁해결 문가로서 합의에 의해 지명되고, 그 패  명부 안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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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 의 의장은 분쟁당사국이 합의로 정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국의 국 이 아닌 자로서 추첨에 의하

여 선출하게 된다. 패 의 의장이 결정된 후 각 분쟁당사국은 분쟁상 국 국 자 

에서 패  두 명씩을 각기 선정한다. 상품 분과나 환경 분과 등 다른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패 의 구성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므로 노

동 분과에서도 타 분과의 논의경과  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마찰을 이기 해 심 상도 제한 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NAALC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 상은 정부가 반복 으로 집행의무를 해태하고 

국제통상에 향을 미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집행행 의 범 와 련하여 사

법부의 재 이나 사법기 의 결정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

다. 원론 인 측면에서 보면 계약당사국의 입법⋅행정과 별도로 사법 작용을 제

외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양국의 사법제도와 기능이 격히 다르다는 , 삼권분

립의 원칙 상 고도의 규범  단을 하는 사법작용의 자율성을 최 한 존 해야 

한다는 , 단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주권이 마찰할 소지가 있

다는 에서 차별 인 근이 필요할 것이다. 컨  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는 법 의 구성⋅운 과 같은 사법행정상의 공정성이나 객 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재수단으로 상품 거래의 역에서는 통상 으로 과징 이나 무역제재가 사

용되고 있으나, 노동 분야는 양국의 노사 계  노동법제의 격한 차이로 인해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 인 무역제재 방식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환경 개선에 을 맞추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 론

노동 분야에서의 FTA 상과 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과제로 별할 수 있

을 것이다. 우선 재 진행 인 정문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다음으로 향후 정이 체결된 후 개되는 문제 상황에 한 비책을 마

련하는 문제이다. 자의 문제는 재 논의 인 공 의견제출제도(PC), 정부간 

의, 분쟁해결심 기구의 도입 문제와 같은 분쟁 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기

본  심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용 상 국제기 에 차별 약을 포함시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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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 법원의 결을 분쟁의 상으로 삼을지의 여부 등이 부수 으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문제는 정체결 과정에서 내부 으로 합의된 바 있듯 

노동환경의 개선을 해 향후 양국 간 력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이나 그 집행에 있어 정문 반 사항이 없는지를 검하

고 구체 으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효과 으로 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 심사라 할 수 있다.

공 의견제출제도나 정부간 의 는 분쟁해결 방식은 여타의 상품 역 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정 반에 

한 제재의 내용은 차별 인 근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법제와 

같이 사회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규명되어야 하는 역에서는 단순한 상품 

교역과 달리, 제재의 주목 을 과거 반행 에 한 응징에 둘 것이 아니라 장

래의 노동환경 개선에 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노

동법제가 격히 다르다는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상황은, 컨  우리나라가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하기 해 일정한 사업 는 직종에 해 용상의 외조

항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보호수 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는 경우이

다. 법률의 제⋅개정 자체는 원칙 으로 FTA의 분쟁 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이 보호무역의 목  는 투자증진을 목 으로 한 경우에는 미

국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공 의견

제출제도를 활용해 미국의 노조나 한국의 노조가 이 문제를 이슈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리의 행법이 미국법제보다 보호수 이 높고 국제노동기 에 충실

하다는 을 고려하면, 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에게 일방 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주제어: 한미자유무역 정, 북미자유무역 정, 노동 정, 공 의견제출제도, 노동

의회, 분쟁해결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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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in Legal Issues on Labor Clauses in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42)Cheol-Soo Lee
*

Labor related discussions in FTA (Free Trade Agreement) have common 

features with so-called BR (Blue Round) in relation to the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However, big differences can be found between 

FTA and BR. While FTA specifies obligations of the parties along with various 

enforcement mechanism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FTA, BR does not 

clearly mention about those mechanisms. Thes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FTA 

requires delicate preparation and strategic approach of Korea negotiators in order 

to prevent unexpected damage and disinterest from occurring in our domestic 

economy or even in international trades after ratification of FT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the rational solution to the 

various issues arising from present negotiation on the labor chapter of FTA.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in progress but the specified contents 

have not been revealed yet, thu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main position of 

the U.S. and its strategy in NAFTA first, then will state some key issues 

expected to rise in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along with my own 

opinions and views about this related matter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such as; a)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definition of the labor law), b) the statement of shared 

commitment, c) public communications, d) status of the labor affairs council, e) 

the function and composi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Furtherm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nd understanding the big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3.] 노동 역에서의 한미 FTA 쟁 과 과제 301

differences in labor legislative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S.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for concluding FTA.

Key words: FTA, NAALC, labor chapter, public communications, labor affairs 

council, dispute settlement pa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