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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울대학교 법학과

노영진

본 논문은, 경제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약

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약상, 그리고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건 및 효과에 대한 것이다. 

우선, 조약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각자 독자적인 

요건을 가진 별개의 항변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조약상 Necessity 근

거 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때로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

건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약 해석상의 원칙인 비엔나 협약 제31

조, 제32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뿐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조

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며, 조약상 Necessity 항변은 개별 조약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조약상 Necessity 항

변은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는 달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닐 수도 

있으며, 애당초 투자자에 대한 조약상 의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예외 조항으

로서 규정될 수도 있다. 특히 조약상 Necessity 조항이 해당 조약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효과를 가질 경우(carving-out), 처음부터 의무 위반이 없어 그로 

인한 국가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위

법성을 조각시키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약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

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는바, 예컨대 Necessity 항변의 ‘clean hands'와 관련한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국가가 해당 

상황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을 국제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으

로서 보충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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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르헨티나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Necessity 항변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LG&E 판정의 경우에서도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별도로 인정하였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Continental Casualty 판정의 경우 역시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lex specialis로 본 다음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요건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살폈을 뿐,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었다.

또한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었을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조약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구분하여야 한다. 조약상 

Necessity 항변의 경우, 원용의 효과가 애당초 투자자에 대한 의무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면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

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LG&E 사건의 판정부가 UN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2001년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제27조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

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라도 일단 긴급 상

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진다. 반

면에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경우, CMS, Enron, Sempra 사건의 판정

부에 의하면 설령 위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라도 보상 책임을 지게 

되고, LG&E, Continental Casualty 사건 판정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언급된 바 없어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조약 문

언을 작성할 때, 조약상 Necessity 규정 또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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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 재량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Necessity 항변은 조약에

서 그 관련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

다. Necessity 항변에 대한 논의는 국제 투자 중재에서 비교적 최근에야 논의

되기 시작한 주제이지만 향후 이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국가

와 투자자 권리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이로써 예외적

인 상황에서도 법치주의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국제 투자법, Necessity, ILC 제25조, 경제 위기, NPM 조항, 국가 책

임, 긴급 피난

학번: 2005-2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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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제 ‘.. 발(發) 세계 경제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1997년 후반 

무렵 한국은 아시아 경제 위기와 맞물려 IMF 경제 위기를 체험하였고, 2008

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굴지의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도

산하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침체 국면에 들어갔으며, 2010년 그리

스의 재정 위기 역시 세계 경제를 흔들리게 하였다. 세계 경제 위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계의 논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국

가도 ‘극단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국제 투자법 분야, 다시 말해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국제투자협정은 국제적으로 1990년경 385개1)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 말경 이르러서는 BIT가 2,857개, 그리고 그 밖에 FTA

를 포함한 기타 국제투자협정이 339개 체결되기에 이르렀다.2) 국제투자협정에

서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 조항(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을 

1) UNCTAD, "The Entry into Forc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IA Monitor No.3, 

2006  

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p.101.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적으

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국제투자협정이 체결되었는바, 1990년대 국제투자협정 체결이 가

장 활발하던 시점에는 일주일에 네 개 정도의 국제투자협정이 체결되었던 것에 비하여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 포착된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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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이 일반적인바, ISDS 조항은 현재 세계적으로 300여개의 FTA와 2,500

개의 BIT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81개의 투자협정과 7개의 

FTA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3) 이러한 투자협정의 적용에 따라 투자유치국으

로서는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내법뿐만 아니라 투자협정상 또는 국

제법상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부터 중재로써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

다4).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그와 

같은 예외적인 특수 상황 하에서 국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국제 투자 협정상의 의무와 상충될 경

우,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당 조약에서 그와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예

외를 두었다면 어떠한가. 이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5)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가.     

국제 투자법 분야에서, 위 조약상 그리고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문제는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미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the Treaty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이

3) 유준구, 최근 국제투자환경과 국제투자협정 (FTA/BIT)상 ISD 현황 및 쟁점, 주요 국제 문

제 분석, 2012. 11. 2.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4) 또한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제

27조는 국내법을 근거로 국가 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우리나라 학계는 일반적으로 이를 긴급 피난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UN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제25조

에 근거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일견 타당해보이나, 조약상 

Necessity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부정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비교 고찰하는데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도 가급적 긴급 피난이라고 번역하

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3 -

하 “미국-아르헨티나 BIT”라고 한다)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중재 사건들을 상당수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국가가 긴급 상황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를 의무 위반에서 제외시키거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을 조각시킴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려 할 때 

바로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Necessity 항변을 성공적으로 원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원용한다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

키는지, 다시 말해 국가는 해당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

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조약상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결과 조약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약상 규정을 

둔 경우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조약 내용으로 끌어온 것인지, 아니

면 별개의 항변인지도 문제된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의문들 중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CMS6), 

LG&E7), Enron8), Sempra9), Continental Casualty10)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모

6) CMS Transmission Co.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이하 CMS 

Case)

7) LG&E Energy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Decision on 

Liability (이하 LG&E Case)

8)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이하 Enron Case)

9)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이하 

Sempr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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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견을 일치시킨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을 제

외하고는 아르헨티나 가스 산업에 대한 거의 동일한 사실 관계에 관련한 판정

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기한 의문들, 즉, 국제 투자 중재에서 조

약상 Necessity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각 적용 요건, 적용 범위,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Necessity 

항변의 법적 의의보다 분명하게 밝혀 보는 과정에서, 국제 투자 협정상 국가

의 재량권과 투자자 보호가 서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경제 위기와 관련한 긴급 상황 발생시 국가가 원용할 수 있는 

Necessity 항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 투자법상 "Necessity" 항변이 갖는 일반적인 의의 및 기능

을 소개한 다음, 국제 투자 중재에서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특이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 관습법상의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제1절에

서는 ILC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제25조(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f State Responsibility, Article 25)에 대하여 살핀 다음 이를 바탕으

10)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이

하 Continental Casual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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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2절에서 국제 관습법상의 Necessity 항변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적용범위를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국제 투자 협정에 근거한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제1절에서 조약상  Necessity 항변에 대하여 개관하고, 제2 내지 3절에서는 

국제 투자 협정상 관련 조항의 과거와 현재를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Necessity 관련 조항인 Non-Precluded Measures clause

(이하 ‘NPM 조항')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제5절에서는 관

련 조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그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다

음, 제6절에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

본다. 아울러 제7절에서는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본다. 마지막

으로 제8절에서  Necessity 관련 조항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위 

조항이 자기 판단적인 조항(self-judging clause)인지를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조약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

었을 경우 효과가 무엇인지, 특히 이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보상

(compensation)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피겠다.

제6장에서는 국제투자중재에서  Necessity 항변이 본격적으로 원용되었던 아

르헨티나의 ICSID 사건에 대한 각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조약상 Necessity 항

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에

서 살핀 요건 및 효과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접근되고 적용되었는지 알아본

다. 

제7장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될 만한 과제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제8장에서 결론을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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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투자법상 Necessity Defense의 의의 및 영향

제1절 개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약 위반이 될 국가의 조치가 긴급 상황 하에서는 예외

적으로 허용 또는 양해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Necessity 

항변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개별 국제투자협정에서 ‘국가가 아래 열거된 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조약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 조항을 둔 경우 조약상 Necessity 항변이 인정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

자자가 국제 투자 중재에서 긴급 상황 하에서의 국가 조치에 대하여 조약상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 투자협정의 개별 

조항 또는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Necessity 항변을 함으로써 당시 조치가 적

법하였다고 방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Necessity 항변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핀 다음에, 

국가 투자 중재에서 드러나는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특이점을 몇 가지 알

아보겠다.

제2절 특성

 

1. 예외적 상황에서 발동

Necessity 항변은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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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용될 수 있다.11) 그래서 Necessity 항변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직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2). 

한편 이렇듯 Necessity 항변은 분명 제한적으로만 원용되어야 하지만, 이 점

만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위 항

변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 항변의 성

공적인 원용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긴급 상황에 대한 국가 주권의 발동 필요성

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도 있다.13)

2. 가치 형량 및 위험 분배

Necessity 항변의 본질상 문제되는 조치가 보호하려던 이익보다 침해한 이익

이 더 크면 안 된다는 점에서 위 항변에는 반드시 가치 형량이 수반되어야 한

다. Necessity 항변은 개념적으로 이미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를 전제하고 있

다. 특히 국제 투자 분야에서의 Necessity 상황의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합법

적 기대의 보호라는 국제투자법의 대전제는 투자 유치국의 방어수단으로 새로

이 주목받는 Necessity 항변과 필연적인 긴장관계에 있다14).

11) 이와 관련하여서는 Necessity 항변의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3장 제2절 제2-(1)항 참조. 

12) 2001 ILC Report p.195 para (2)

13) 한편 Andrea K. Bjorklund 교수는 비례 심사를 통하여 Necessity 항변의 남용 방지를 위

한 제한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위 항변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Andrea K. 

Bjorklund, Emergency Exceptions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Realm of 

Foreign Investment: The State of Necessity and Force Majeure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485  

14) 박은영,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긴급피난의 항변, 국제투자분쟁연구, 대한상사중재원 

2009, Vol. III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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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자 조약상의 투자자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의 본질

적 이익이 긴급 상황으로 인해 위협받게 되고, 긴급 상황에서의 해당 국가의 

재량을 강조하다보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체결된 

투자 조약이 유명 무실해진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Necessity 항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15)    

나아가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었을 경우에는 Necessity 상황에

서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되는바, 투자자와 국가 간에 위험을 

분배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3. 의무 면제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

국제투자조약상 Necessity 조항의 경우, 국가가 열거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해당 조약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on-Precluded 

Measures(이하 “NPM16)"이라고 한다) 조항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조약 조항의 문면상 국가로 하여금 조약상 다른 의무로부터 면제를 시켜 아예 

의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조약상 의무 위반에는 해당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 

살필 아르헨티나 중재 판정례를 살펴보면, 중재 판정부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조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 

책임의 문제 등에서 실제적으로 효과에 차이를 두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

15) 또한 무력 침공 등과 같이 국제법상 명확하게 금지되는 강행 규범의 위반 사례와는 달리, 

경제 위기의 경우 그 정도와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위기의 심각성에 관련한 사실 관계의 확

정 및 평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는 유기적

이고 복합적인 정책 결정에 의한 사항이다보니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16) 편의상 GATT 제20조의 형식과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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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반면에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위법

성 조각 사유라는 것이 학계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17) 조약의 경우에는 결

국 각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제3절 국제투자체제에서의 Necessity Defense 

1. 다양한 투자조약

국제 투자법과 관련하여서는, 통일된 다자간 합의가 없다. 예컨대, 경제 협력 

개발 기구(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1990년대 중반 추진하던 다자간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타결의 노력이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조약 체결상 Bargaining Power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투자 

협정은 주로 BIT 또는 양 자간 FTA 형태로써 두 개의 국가 사이에 주로 체

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협정의 수는 매우 많고, 협정들 간에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견 공통적으로 보

이는 조항의 경우조차 각자 drafting 되어 문언에 차이가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조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국제 투자 중재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권

리가 무엇인지, 국가에게 Necessity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모두 조약 해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학술적으로 국제법상 

17)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s, Artic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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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요건을 정의내린 다음 특정 분야에서 Necessity 요건을 제대로 살

피지 못한 채 무조건 연역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

데, 다양한 투자 조항을 개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언어로써 의도

한 조약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18) 

2. 아르헨티나 관련 투자자 - 국가 간 중재 판정에서 드러나는 비일관

성

아르헨티나 가스 사건의 경우, 중재 판정부마다 위기 상황 및 대응 조치와 관

련하여 인정된 사실 관계는 비교적 서로 비슷하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판정부마다 Necessity 조항 해석 방법, 접근 방법, 평가 방법이 매우 상이하였

던 탓에, 이에 중재 판정부들이 서로 정 반대의 결론에 이르는 사태가 일어났

던 것이다. 

국제 투자 중재 분야에서 당사국이 체결한 국제 투자 협정 이외에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원으로는 국제 관습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비록 국제관습법상의 Necessity를 성문화하기 위한 ILC의 노력이 있었

기는 하나, 전통적인 국제 관습법을 국제투자 분야의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20) 더욱이 

BIT, FTA 등 국제 투자 협정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1990년대 들

18) Diane A. Desierto, Necessity and National Emergency Clauses: Sovereignty in 

Modern Treaty Interpret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 p. 11

19) 당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20) 국제법의 확장 및 세분화와 관련하여, 개별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고 

일관된 법원칙에 기하여 규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Jürgen Kurtz, Adjudging the exceptional at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ecurity, public order and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9, April 2010, pp 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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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최근인데다가, 이에 따라 국가-투자자 간 국제 투자 중재 사건들도 갑자

기 증가하다보니 국제 투자 중재의 선례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던 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CSID 등 국제 투자 중재의 경우, 판정부가 ad hoc 

방식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새롭고 상대적으로 선례가 드문 경우에 일관된 사법 심사 체계를 수립하는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규는 유사한 사항에 일관성 있

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당해 사법 체제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21).

21) Susan D. Franck, "The Legitimacy Crisi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rivatizing Public International Law through Inconsistent Decisions", Fordham Law 

Review, Vol. 73, 2005 p.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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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 관습법상의 Necessity Defense 

제1절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f State 

Responsibility: Article 25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의 개념과 적용 요건은 ILC의 2001년 국제 위법 행위

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이하 ILC 초안]22) 제25조에

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제25조 긴급 피난

1. 긴급 피난은 어떤 행위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가의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국가

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a) 그 국가가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에 대항하여 

본질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의 수단일 것, 그리고 (b) 그 의무의 상대방 

국가 혹은 국가들이나 국가 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 피난은 다음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사유로서 그 국가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a) 문제의 국제의무가 긴급피난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혹은 (b) 그 국가가 긴급피난 사태에 기여

22) 이는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ILC가 국가 책임과 관련한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작업에 

착수한 이후, 그 잠정 초안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들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바, 최종 

초안에 이르기까지 반 세기 가량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계 및 실무는 현

재 ILC 초안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별달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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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Article 25 Necessity 

1.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the wrongfulness of an act not in conformity with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at State unless the act: 

(a) is the only way for the State to safeguard an essential interest against 
a grave and imminent peril;

and 

(b) does not seriously impair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or States 
towards which the obligation exists, o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2. In any case,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n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wrongfulness if: 

(a)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in question excludes the possibility of 
invoking necessity; 

or 

(b) the State has contributed to the situation of necessity. 

국제법상 Necessity 항변이 다루어진 것은 1797년 Neptune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23) 19세기 내지 20세기 초에도 긴급피난을 다룬 일부 케이스들이 있

었으나 여전히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의 발전 과정 중에 불과한 것으로

서 긴급피난의 제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24) 

완전한 모습의 긴급피난에 관한 판단이 국제분쟁 해결기구의 판결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판결인

데25), ICJ는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26) 사건에서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

23) 박은영, 전게 논문(각주14) p. 25 

24) Ibid

25) Ibid p.26

26) Gabčíkovo-Nagymaros Project(Hungary/Slovakia), Sep. 25. 1997, ICJ REP. 7. p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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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시 ILC 잠정 초안 제

33조였고 이후 ILC 초안 제25조가 된 위 ILC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판단하였다.

ILC는 그 출범 이후 국제법상 국가 책임법을 우선적인 법전화 항목으로 지정

한 다음 1955년부터 성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국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의 내용을 정하는 국제법을 제1차 규범이라고 한다면, 국가 책임법은 국제법

상 1차 규범 위반에 대한 시정 수단으로서의 2차 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1960

년대 들어 R. Ago의 주도하에 국가 책임법의 성안 작업이 이루어졌다.27) 

1996년 ILC가 채택하였던 잠정 초안에서는 국제 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의 내용을 국제 범죄(international crime)과 국제 불법행위

(international delict)로 구분하였으나, 강대국들은 국제범죄의 개념 도입을 반

대하였다.28) 결국 1997년부터 마지막 특별보고자로 지명되었던 J. Crawford는 

국제범죄의 개념을 삭제하여, 2001년 최종 초안을 완성하였다.29) 그리하여 

ILC 초안은 국제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6가지 사유로

서, (i) 동의(consent, 제20조), (ii) 자위(self-defence, 제21조), (iii) 국제위법행

위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제22조), (iv) 불가항력(force majeure, 제23조), (v) 조난

(distress, 제24조), (vi) 긴급피난(state of necessity, 제25조)을 정하고 있다.

ILC는 commentary에서 긴급 피난 상황(state of necessity)을 정의하기를, “중

대하고 긴급한 위험에 처한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그

보다는 덜 중요하거나 덜 긴급한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해야하

는 경우”라고 하였다.30) 

51-52 

2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2, pp 338-339

28) Ibid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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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제25조는 “may not be invoked... unless..”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항변이 

원용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해석상 확대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할 수 있는 

negative 규정 방식을 취하였다. ILC의 Necessity 항변에 대한 제한적인 태도

는 위 조항에 대한 commentary에도 드러나는바, Necessity 항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외적이라면서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와 대응조치는 피

해국의 선행된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나 Necessity는 그렇지 않고, 불가항력

은 행위 주체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의무 불이행이 강제된 것에 불과한데, 

Necessity는 의도된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조난은 국가가 극한적 상황에

서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Necessity는 

국가 또는 국제 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문제된다고 설명

되고 있다.31)  

 제2절 State of Necessity의 요건

ILC 제25조 정하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은 누적적으로 모두 충족되

어야 한다. 

1.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Essential Interest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 적극적 요건

  - Essential Interest의 의미

30) 2001 ILC Report p.194 para (1)

31) Ibid, p. 195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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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헝가리는 1977년 슬로바키아

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추진하여 오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이를 정

당화하기 위하여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였다. 위 사

건에서 ICJ는 당시 ILC 잠정 초안 제33조였던 Necessity 요건에서 정하는 

“essential interest"에  환경 문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1996년 ILC 잠정 초안의 제33조32)의 commentary에서는 필요성을 원용하는 

국가 스스로의 이익과 관련하여 ‘본질적 이익’은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히 국가의 생존(existenc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정

치적 경제적 생존, 국가의 기본 기능의 지속, 국내 평화 유지, 자국민의 생존, 

환경 보전 등이 국가의 필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였다.33) 

그 후 200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ILC 초안 commentary도 “어떠한 이익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모든 상황에 의존하며, 예단될(prejudge) 수 

없다”고 한다.34)

전통적인 공법상의 Necessity 항변은 주로 국가 안보(security) 및 공공 질서

(public order) 등과 관련한 문제였는데 비하여, 국제투자중재에서 Necessity 

항변이 문제된 경우는 주로 경제 위기(economic emergency)와 관련한 것이었

다. 아래 아르헨티나 사건들에서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한 판단에

서 모든 중재판정부는 당시 아르헨티나가 처해 있던 경제 위기도 본질적 이익

32) ILC 잠정초안 제33조는 국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Necessity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그 국가의 본질적 이익(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ILC 초안 제25조에서는 ”그 국가의(of the 

State)"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던바, ILC 초안의 commentary[2001 ILC Report p.195 para 

(2)]에서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본질적 이익이란 해당 국가 또는 그 국민의 이익은 물론,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한다. 

33) R. Ago, Eighth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

34) 2001 ILC Report, p. 202 par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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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질적 이익’이 국가의 

존립보다 더 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하나, 한편 뒤에서 

살필 조약상 Necessity 항변 규정에서는 문언상 ‘본질적 이익(essential 

interes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보다는 ’필수적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 및 ‘공공 질서(public order)'라고 예외 사유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 위기가  ’필수적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 또는 ‘공공 질서(public order)'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아래 아르헨티나 사건들에서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35)에 근거한 조약상 Necessity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에도, 국

제관습법과 관련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위 조약상 예외 사유의 범

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Grave and Imminent Peril

ICJ는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 요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

로 위험이 급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중대성’ 여부는 앞서 살핀 ‘본질적 이익’의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

당 이익이 ‘본질적’인가와 관련하여 의미가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투자중재에서 경제 위기의 경우,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

으로 원용되기 위하여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제 위기 자체가 ‘본질적 이

35)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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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더라도, 과연 이 위기가 국제관습법

에서 정하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 '유일한 수단'의 판단 방법

국가는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는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 ILC commentary는 설령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더 비용이 들거나 덜 편리하더라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36) 

ICJ는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헝가리가 닥친 위험에 대응하

기 위하여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이라고 판시하면서 결국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 위기와 관련한 Necessity 

항변의 경우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경제 정책의 복합성으로 인

하여 과연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된다. 더

욱이 이 경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반드시 ‘유일한 수단’

이었음을 입증하기란 극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재판정부(Enron, Sempra)조차 ‘사후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위기 당시 국가의 정책수행자의 입장을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

급37)하였을 정도로, 과연 이 요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모호한 측면이 짙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투자중재에서 LG&E 사건의 중재판

36) 2001 ILC Report p. 203 para (15)

37) Enron Case para 309, Sempra Case para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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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

만, 그 판정문에는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었음

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유일한 수

단’과 관련한 판단 기준은 Enron 무효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혔는

바, 아래 아르헨티나 가스 사건을 분석하면서 알아보겠다.   

2. 한계 - 소극적 요건

국가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성공적으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세 가지 소극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행위가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의 Essential Interest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Necessity Defense가 허용되지 않는 의무 위반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특히 ILC 초안 제25조 제2

항은 두 번째,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in any case)‘라고 

강조하고 있다.

(1) 해당 행위가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의 Essential Interest를 심각

하게 훼손하지 아니할 것

ILC 초안의 commentary는 이 요건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

가가 보호하고자 한 이익이 침해한 이익보다 더 커야 하고, 이는 단지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국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

을 때 그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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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 대한 본질적 이익의 중대한 침해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은 강행 

규범의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설명되는바, 강행규범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일

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사회의 본질적 이익은 바로 이러한 강행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는 만큼 이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원용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39) 

다만, 이 요건 부분은 ILC 초안이 국가 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었다보

니 그 문언상 국가와 사인 관계인 국제 투자 중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 중재에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였을 때 위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40) 그렇다

면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이익이 침해당해서는 안 될 대상이 누

구인지, 다시 말하자면 투자자인가 아니면 투자자의 본국인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르헨티나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위 요건

에 대하여도 그 충족 여부를 간단히 설시하였다. CMS, Enron, Sempra 사건

의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약상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되는 국가의 이익이 중대

하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아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1) 나아가 Enron,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LC 제

25조가 위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를 언급하고 있을 뿐임에

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사인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하여서도 판단하면서, 

38) 2001 ILC Report, p.204 para (17)

3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 286

40) Andrea K. Bjorklund, Emergency Exceptions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Realm of Foreign Investment: The State of Necessity and Force Majeure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eter Muchilinski and Federico Ortino,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487

41) CMS Case para 358, Enron Case para 341-342, Sempra Case para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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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이익은 Necessity 항변 원용으로써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2) 반면에,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조약 상대방 국가 또는 사

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가 ‘다른 국가의 권리

(any other State's rights)'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43)

(2) 해당 국제 의무가 Necessity Defense 원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

ILC 초안의 commentary는 이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

변을 배제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다. 명시적 배제의 예로서, 인도주의에 관련된 협약이 무력 충돌시에 군사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들고 있고, 묵시적 배제의 

경우 근거 규칙의 대상이나 목적에 비추어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44) 

국제 투자 중재의 경우, 해당 BIT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명시적

으로나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판단한 

CMS, Enron, Sempra 중재판정부 모두 미국-아르헨티나 BIT가 국제 관습법

상 Necessity 항변의 원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5) 

42) Enron Case para 342, Sempra Case para 391

43) LG&E Case para 257

44) 2001 ILC Report p.204 para (19)

45) CMS Case paras 354-355, Enron Case paras 333-334, 341, Sempra Case paras 

374-375, 39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6장 제4절 제2-가-(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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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을 것

ILC 초안의 commentary는 이 요건과 관련하여,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사건을 인용하면서 당시 ICJ가 헝가리에 대하여 자신의 작위 또는 부

작위를 통하여 Necessity 상황의 발생을 도운 이상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본 요건에 의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기 위해서는, 국

가가 단순히 부수적으로나 지엽적으로 상황 조성에 기여한 경우만으로는 불충

분하고 충분히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46) 다만 이 요건은 잠

정 초안에서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istress), 긴급 피난(state of 

necessity)에 공통적인 요건이었는데, 잠정 초안과 비교하여 볼 때 불가항력, 

조난의 경우 “contributed to"를 ”due to"로 수정함으로써 해당 상황이 원용하

는 국가의 행위에서 ‘기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Necessity 항변의 경우 기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ILC는 그 해설에서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불가항력과 조난에 

비하여, Necessity 항변의 경우 그 추상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남용 가능성이 

더 많고 국제법도 이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인 만큼 필요성의 원

용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47) 

국제투자중재에서는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가 경제 위기 발생에 기

여하였는지’ 여부가 Necessity 항변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와 함께 중요한 난관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일부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El Paso 사건48)에서는 비록 위 

46) 2001 ILC Report, p.205 para (20)

47) 김석현, 전게서(각주 39), p. 287

48)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Claimant) v. The Argentine Republic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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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ILC 제25조상 국제 관습법상의 Necessity 항변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조약상 Necessity 항변에 국제법상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당시 아르헨

티나가 경제 위기에 기여하였는지는 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49). 그러나 위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결론적으로는 청구

인이 이 요건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50)  

3. 적용 범위

Necessity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것

ILC 초안 제27조 (a)항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효과를 규정하면서, 본 장

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용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의 해당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51)고 규정하

고 있다.

Gabčí kovo-Nagymaros Project 판정에서도, ICJ는 “Necessity 상황이 존재한

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는 조약을 종료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ICSID Case No. ARB/03/15, (이하 El Paso Case) 

49) Ibid para 626

50) Ibid para 665

51) ILC Article 27. Consequences of invoking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The invocation of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is without prejudice to:

(a)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in question,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no longer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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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항변은 오로지 국가를 조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시

키기 위하여 원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항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약이 곧바로 종료되지는 아니한다. 조약은 Necessity 상황

이 존재하는 동안에 한하여 효력이 중단될 뿐이다. 이 경우 조약은 사실상 동

면 상태에 들어가나...(중략)... 계속 존재한다. Necessity 상태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되살아

난다”52)고 판시하였다. 

국제 투자 중재에서도 위와 같이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책임 및 의무를 규정

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다

만 LG&E 사안에서53) 중재 판정부는 위 ILC 초안 제27조 (a)항을 직접 원용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이 긴급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아래 효과에서 살펴보겠지만 Necessity 항변이 인

정되는 기간 중에는 아르헨티나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ILC 초안 제27조 (b)항의 의미상 모호성에 기인하였거나 혹은 위 규정을 국제 

투자 중재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54)  

 

52) ICJ Reports 1997, p.38

53) Continental Casualty 사안의 경우,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

지만 조약상 항변 원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급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5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5장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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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약상의 Necessity Defense 

 제1절 개관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로 하여금 조약상 투자자 보호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가 정책 재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약상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기하여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항은 일

반적인 경우라면 조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을,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조약상 의무의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약상 Necessity 항변의 경우, 조약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정해지는바, 조

약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조약상 Necessity 

항변의 근거 조항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그 요건 및 이와 관련한 해석 방

법에 대하여 살핀 다음, 조약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

변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위 조항을 자기 판단적(self-judging) 조

항으로 볼 것인지, 만약 조약상 Necessity 항변 요건이 성공적으로 충족된 경

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제2절 연혁55)

55)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Investment Protection in 

Extraordinary Time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8, 2007, p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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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조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예컨대 ‘본 조약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목적 또는 상황 하에서 국가로 하여

금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라는 

식의 규정을 Non-precluded Measures(NPM)56)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NPM 조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초창기 우호통상항해 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 FCN)에 일반적으로 포함되

었다. 그에 따라 ICJ의 US-Nicaragua FCN을 둘러싼 1984년 Nicaragua57) 사

건 및 1996년 US-Iran FCN을 둘러싼 Oil Platforms58) 사건에서도 위 FCN에 

포함되어 있던 NPM 조항의 자기판단성(self-judging) 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독일의 경우 1959. 11. 25. 파키스탄과 사이에 세계 최초의 국제 투

자 협정을 체결하였던바, 위 독일-파키스탄 BIT59)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BIT

에 NPM 조항을 포함하였다. 미국 역시 1982. 10. 27. 파나마와 사이에 최초의 

BIT를 체결하면서 NPM 조항60)을 포함하였고 그 이후의 BIT에서도 대부분 

56) 이는 위와 같은 규정이 영문으로 보통 ‘..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necessary for...' 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5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 v. U.S.), 1986 

I.C.J. 14, 15 (June 27) (이하 Nicaragua Case)

58) Oil Platforms (Iran v. U.S.), Preliminary Objection, 1996 I.C.J. 803, 811 (December 

12).(이하 Oil Platforms Case)

59) Pakistan an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reat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Protocol (2) 

60)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anama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미국-파나마 BIT) 제10조 제1

항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any and all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the produ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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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조항을 포함하였다. 

제3절 FTA 및 BIT에서의 Necessity 관련 조항의 예

(Non-Precluded Measures Clause / General Exception Clause)

국제투자협정에서 Necessity 항변의 근거 조항들의 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앞

서 살핀 NPM 조항과 같은 형식 뿐만 아니라 GATT 제20조(일반 예외 조항)

와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된 조항도 발견된다.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 형

식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NPM 규정 형식과 GATT 제20조(일반 예외 조

항) 유사 형식의 조항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1. Non-Precluded Measures Clause (NPM 조항)

미국 초창기의 FCN 및 BIT에서 사용되었던 형식인바, 국제 투자 중재에서 

이러한 NPM 조항에 대하여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아르헨티나 2001년 경제 위

기 관련 ICSID 중재 판정에서 문제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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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interests.61)

한편 미국-이스라엘 FCN의 NPM 조항이었던 제21조 제1항 (d)호의 조문은 

다음과 같았다.

Israel-U.S. FCN 제21조 제1항 (d)호

1. The present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d) necessary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a Party for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necessary to 

protect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2. General Exception Clause (GATT 제20조와 유사한 형식의 일반 예외 

조항)

국제 투자 협정상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도 발견되는바, BIT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편이고, 그보다는 FTA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더 많이 발견된다.62) 먼저 

GATT 제20조의 규정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GATT

Article XX63)

61) “본 조약은 당사자 일방이 공공질서의 유지, 국제평화나 안전의 유지 혹은 회복에 관한 자

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국의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

을 막지 아니한다."

62) Andrew Newcombe, General Except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Draft Discussion Paper,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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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6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

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

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

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

치 (d) 통관의 시행, 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 

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

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f)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h)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그 자체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i) 

정부의 안정화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

는 기간 동안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단,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

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

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j) 일반

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단, 

동 조치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1960

년 6월 30일 이전에 이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30 -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gold or silver;

(d)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customs enforcement, the enforcement of monopolies operated under 

paragraph 4 of Article II and Article XVII, the protection of patents, trade 

marks and copyrights, and the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e) relating to the products of prison labour;

(f)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g)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h) undertaken in pursuance of obligations under an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 which conforms to criteria submit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and not disapproved by them or which is itself 

so submitted and not so disapproved;

(i) involving restrictions on exports of domestic materials necessary to 

ensure essential quantities of such materials to a domestic processing 

industry during periods when the domestic price of such materials is held 

below the world price as part of a governmental stabilization plan; 

Provided that such restrictions shall not operate to increase the exports of 

or the protection afforded to such domestic industry, and shall not de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lating to 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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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 Provided that any such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and that any such measur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discontinu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ve ceased 

to exis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view the need for this 

sub-paragraph not later than 30 June 1960.64)

64) 참고로 GATT의 안보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다.

Article XXI

Security Exception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ny contracting party to furnish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considers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b)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fissionable materials or the materials from which they are 

derived;

(i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in other goods and materials as is carried 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i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c) to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taking any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

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

게 요구하는 것 또는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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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odel BIT (1984) U.S. Model BIT (2004)

General Exceptions

Article X

1.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in its jurisdictio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General Exceptions

Essential Security

Article 18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construed:

1.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determines to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2. to preclude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Financial Services

Article 20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reaty,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services

가. BIT

(1) 미국 Model BIT 1984, 2004, 2012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2004 Model BIT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1984

년 Model BIT가 전통적인 FCN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GATT 제20조

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

하여지는 그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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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2. Nothing in this Treaty applies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에서 진행된 2012 Model BIT65) 개정 작업은 국

가의 적정한 정책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Model BIT를 보강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 제18조에서 정하는 Essential Security 규정을 자기 판단

적(self-judging) 조항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66), 제20조에서 

Financial Service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면서, 피청구국이 중재판

정부에 대하여 같은 조 제1, 2항에서 정한 항변이 유효적절하게 성립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 제3(a)

항], BIT에 저촉되지 않는 법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적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제20조 제8항), 국가가 금융 분야와 관

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정책 재량권을 더욱 확보하는 

65) 2012년 미국 Model BIT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CIEP%20Meeting.pdf>

66) Article 18: Essential Security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construed: 
1.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determines to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2. to preclude a Party from applying measure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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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67). 그리고 환경(제12조) 및 노동(제13조) 분

67) Article 20: Financial Services
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reaty, a Party shall not be prevented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s for prudential reasons,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services supplier, or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Where such measures do not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y shall not be 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Party’s commitments or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2. (a) Nothing in this Treaty applies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a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7 [Transfers] or Article 8 
[Performance Requirements].

 (b)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public entity” means a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of a 
Party. 

3. Where a claimant submits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the respondent invokes paragraph 1 or 2 as a defens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 The respondent shall, within 120 days of the date the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submit in writing to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a request for a 
joint determination on the issue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paragraph 1 or 2 is a valid 
defense to the claim. The respondent shall promptly provide the tribunal, if constituted, a copy of 
such request. The arbitration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only as provided in 
subparagraph (d). 

(b)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shall make themselves available for 
consultations with each other and shall attempt in good faith to mak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ny such determination shall be transmitted promptly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o the tribunal. The determination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c) If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within 120 days of the date by which they 
have both received the respondent’s written request for a joint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a), have not mad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that subparagraph,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or issues left unresolved by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The provisions of 
Section B shall apply, except as modified by this subparagraph. 

(i) In the appointment of all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o the tribunal, each disputing party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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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tribunal has expertise or experience in financial services 
law or practice. The expertise of particular candidates with respect to the particular sector of 
financial services in which the dispute aris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ing arbitrator. 

(ii) If, before the respondent submits the request for a joint determination in conformance with 
subparagraph (a), the presiding arbitrator has been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27(3), such 
arbitrator shall be replaced on the request of either disputing party and the tribunal shall be 
reconstituted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c)(i). If,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sumed under subparagraph (d), the disputing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appointment of a new presiding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the presiding arbitrator consistent with subparagraph (c)(i). 

(iii) The tribunal shall draw no inferenc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or 2 from the fact 
that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have not made a determination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iv) The non-disputing Party may make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o the tribunal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and to what extent paragraph 1 or 2 is a valid defense to the claim. Unless it 
makes such a submission, the non-disputing Party shall be presumed, for purposes of the 
arbitration, to take a position on paragraph 1 or 2 not inconsistent with that of the respondent. 

(d) The arbitr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may proceed with respect to the claim: 
(i) 10 days after the date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joint determination has been received 

by both the disputing parties and, if constituted, the tribunal; or 
(ii) 1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120-day period provided to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in subparagraph (c).
(e) On the request of the respondent made within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120-day period 

for a joint determin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or, if the tribunal has not been 
constituted as of the expiration of the 120-day period, within 30 days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the tribunal shall address and decide the issue or issues left unresolved by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prior to deciding the merits of 
the claim for which paragraph 1 or 2 has been invoked by the respondent as a defense. Failure 
of the respondent to make such a request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the respondent to 
invoke paragraph 1 or 2 as a defense at any appropriate phase of the arbitration. 

4. Where a dispute arises under Section C and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one Party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y that the dispute 
involves financial services, Section C shall apply except as modified by this paragraph and 



- 36 -

paragraph 5. 
(a) The competent financial authorities of both Parties shall make themselves available for 

consultations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dispute, and shall have 180 days from the date such 
notice is received to transmit a report on their consultations to the Parties. A Party may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C only after the expiration of that 180-day period. 

 (b) Either Party may make any such report available to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Section C to 
decide the dispute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or a similar dispute, or to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Section B to decide a claim arising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that gave rise 
to the dispute under Section C. 

5. Where a Party submits a dispute involving financial services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C in 
conformance with paragraph 4, and 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within 30 days of the date the 
dispute is submitted to arbitration, each Party shall, in the appointment of all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tribunal has expertise or experience in 
financial services law or practice. The expertise of particular candidates with respect to financial 
servi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ing arbitrator. 

6. Notwithstanding Article 11(2)-(4) [Transparency – Publication], each Party, to the extent 
practicable, 

 (a) shall publish in advance any regulation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financial services that 
it proposes to adopt and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b) shall provide interested persons and the other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such proposed regulations; and 

 (c) should at the time it adopts final regulations, address in writing significant substantive 
comments received from interested person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regulations. 

7. The terms “financial service” or “financial services”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subparagraph 5(a)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of the GATS. 

8.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 party of measures relating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or covered 
investments, i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Treaty,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hat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financial services 
contra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 in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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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관련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적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가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명시하였다.  

(2) 캐나다 BIT

캐나다는 BIT에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

가 많다. 2004 캐나다 Model BIT(Canadian 2004 Model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 제10조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

Article 10(General Exceptions)

1.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that 

would constitute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investments or 

between investors,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enforcing measures

necessary:

(a)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b) to ens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c) f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reasonable measures for prudential reasons, such as:

(a)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epositors,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policy-holders, policy-claimant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b) the maintenance of the safety, soundness, integrity or financial responsi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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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and

(c) ensuring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a Party's financial system.

3.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non-discriminatory measures of 

general application taken by any public entity in pursuit of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ies or exchange rate polici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a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7 (Performance Requirements) or Article 14 (Transfer of 

Funds);

4.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 to require any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t determines to be contrary to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b)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ny actions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 relating to the traffic in arms, ammunition and implements of war and to such 

traffic and transactions in other goods, materials, services and technology 

undertake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or 

other security establishment,

(ii) 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iii)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respecting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 to prevent any Party from taking action in pursu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5.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a Party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impede law 

enforcement or would be contrary to the Party's law protecting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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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s, personal privacy or the confidentiality of the financial affairs and 

accounts of individual custom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6.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investments in cultural 

industries.

7. Any measure adopted by a Party in conformity with a decision adopt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IX:3 of the WTO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also in conformity with this Agreement. An investor purporting 

to act pursuant to Section C of this Agreement may not claim that such a 

conforming measure is in breach of this Agreement.

나. FTA68)

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양자간 FTA에서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의 일

반 예외 조항이 많이 발견되는바, 그 중 몇 가지를 살피면 아래와 같다.69)

(1) Singapore-Japan New Ag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rticle 83

1.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Part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either Party of measures:

68) Andrew Newcombe, 전게 논문(각주62) pp 4-5

69) Th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2005. 6. 29. 체결) 제6조(일반 예외 조항)에서도 

GATT 제20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08. 4.경 체결된 China-New Zealand 

FTA는 제200조(일반 예외 조항)에서 GATT Art. XX와 GATS Art. XIV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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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contract;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personal records and accounts;

           (iii) safety;

(d) relating to prison labour;

(e)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an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f) to conserve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2)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Th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14:  General Exceptions

1.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Party,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either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41 -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o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services contracts;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or

 (iii) safety; or

(d) inconsistent with Article 6.5,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또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이하 ‘한-ASEAN FTA 투자 협정’)에

서도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음과 

같다. 

* 한-ASEAN FTA 투자 협정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1.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Parties or their investor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vestors or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Party of measures:

(a)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or to maintain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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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i) the prevention of deceptive and fraudulent practices to deal with the effects of 

a default on a contract;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and

(iii) safety;

(d) inconsistent with Article 3 (National Treatment),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investments or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e)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stic, historic or 

archaeological value; or

(f)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

2. Insofar as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are concerned, 

paragraph 2 (Domestic Regulation) of the Annex on Financial Services of the 

GATS shall be incorporated in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다. 분석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 예외 조항의 경우, 적용 범위를 리스트 

형식으로 명시하는데 반하여, 기존 NPM 규정 방식은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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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기존 NPM 규정 

방식보다 반드시 정부 재량을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발생한다든지, 더 좁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든지, 또는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명

시된 리스트 형식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존의 NPM 조

항보다 국가의 재량 및 유연성을 더 축소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위 적용 범

위가 기존의 NPM 조항보다 더 넓게 정해졌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국가의 보

다 폭넓은 정책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Continental 

Casualty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가 NPM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GATT 제20

조와 관련한 접근 방법으로써 아르헨티나 정부 측에 보다 많은 재량을 인정하

였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는 하다.70) 또한 

미국의 2004년 MODEL BIT도 국가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이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GATT 제20조와 유사한 조항 형식을 취하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1).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약은 체결 당사국의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해당 조약 조항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조약에 보다 명확히 규

정하거나 그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조약마다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NPM 조항을 포함하여 온 독일과 미국의 BIT도 체결 국가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예컨대 미국-방글라데시 BIT의 경우 방글라

데시의 요청으로 노동 문제에 NPM 조항을 적용시키도록 규정하였으며, 미국

-러시아 BIT의 경우 러시아의 요청으로 위 조항의 자기 판단성을 명시하였

다.72)

70)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s 193-199

71) Essential Security 조항(제18조)의 경우 “it considers necessary"라고 하여, 위 조항의 

자기 판단적(self-judging) 성격을 명시하였다.

72)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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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약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NPM 조항의 경우에도, 단순히 그 문면만으로 GATT 제20조와 유사한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범위가 명시된 조항보다 투자 유치국 측에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중재판정부는 전자와 같은 경우 남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

로 이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73). 

라. 기타: FTA에서의 General Exception Clause의 위치(투자 Chapter / 

일반 Chapter)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BIT에서는 일반적 예외 규정을 둔 경우가 드물다. 

한편 FTA의 경우에는 투자 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 대한 chapter를 두

고 있는바, 투자 chapter가 아닌 일반 chapter에서 General Exception Clause

를 둔 경우 투자 chapter는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기도 한다74). 따라서 조

약에서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를 준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일반 예외 규정을 두면서, 예외 조항이 투자 chapter가 아니라 그 외 일반 

chapter에 위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투자 분야에도 적용되는지 특별히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시 GATT 제20조, 제21조처

럼 General Exception Clause 뿐만 아니라 National Security Exception 규정

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아75), 투자 항목이 General Exception Clause의 적

73) CMS Case para 317, Enron Case paras 304, 333, 334, Sempra Case paras 345, 

373 

74) 한-칠레 FTA 제20.1조 제1항 (a), 제2항, 반면에 한-싱가포르 FTA 제21. 2조 제2항 다

호는 GATS 제14조의 (a)(b)(c)호는 투자 챕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5) 한-싱가포르 FTA 제21.1조, 제21.2조, 한- 칠레 FTA 제20.1조, 제20.2조, 한-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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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National Security Exception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바, 안보 ‘security'의 의미와 관련하여 협정 당사국 사이에 그 의미를 명

확히 하는 주석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명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일

반 예외 사항에서 투자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 별도의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

지 않는 한 BIT 의무와 관련한 조약상 예외가 아예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

으므로 정책 재량권 확보 등을 이유로 유보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보 

목록에서 유보하도록 하여야 한다.76) 

반면에 투자 chapter 내에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둔 경우77)에는 앞에서 살

핀 바와 같이 투자와 관련하여 국제투자중재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둔 효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약의 문언

에 따라 BIT 의무에서 아예 벗어나도록 예외를 둔 것이든지, 위법성 조각 사

유를 둔 것이든지 다양하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의 공공 정책 

재량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자기 판단적 조항에서 나아가, 투자 유

치국이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항변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는 중재판정

부가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비를 판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한-미 FTA 제23.2조 각주 2 및 

미국-페루 FTA 제22.2조 각주 278)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다. 한편 한-인도 

CEPA 부속서 10 제 가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 같

FTA 투자협정 제20조, 제21조, 한-미 FTA 제23.1조, 제23.2조

76) 최원목, 해외 자원 개발에 따른 투자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지침, 해외자원개발협회, p. 

41 <world.moleg.go.kr/fl/download/18144/0TUDU13DV67U9T6H5CBR>

77) 한-ASEAN FTA 투자 협정 제20조는 투자 협정 내에 일반적 예외 규정을 둔 경우이다.  

78) Peru-US FTA 제22.2조의 각주 2 “For greater certainty, if a Party invokes Article 

22. 2 in an arbitral proceeding initiated under Chapter Ten(Investment) or Chapter 

Twenty-one(Dispute Settlement), the tribunal or panel hearing the matter shall find 

that the exception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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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항 제 나호에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와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를 가

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재판정부가 예외 조항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강제하

는 조약 규정을 둔 경우라도 이것만으로 반드시 투자유치국의 손해배상 책임

을 면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인도 

CEPA의 예외 조항이 BIT 의무에서 아예 벗어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처럼 단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

로 해석할 문언상 근거가 부족한바, 만약 예외 조항에 의하여 BIT 의무에서 

아예 벗어나는 경우 애당초 의무 위반이 없어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없는 것

이므로 위 부속서 10 제 나호는 위 규정을 둔 구조나 형식상 혼돈을 불러일으

키기 쉬운 부적절한 형식의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제4절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의 구성  

조약상 NPM 조항은 문언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투자 유치국이 조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한 것과 허용되는 목적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NPM 조항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를 표시한다. 셋째, 해당 목적을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조

약상 배제하지 아니하는, 즉 ‘허용되는 목적’을 나열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

이 모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또는 투자자 중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

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79)

1. Nexus(국가의 해당 조치와 허용 목적 간의 관련성) 

NPM 조항은 국가가 취한 조치가 NPM 조항에서 정해진 허용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하게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

79)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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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투자자 사이에 위험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약 문언상 표현

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necessary'라는 표현 이외에도, ‘proportional 

to'(Colombian Model BIT 제8조), 'appropriate to'(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Investment Agreement for the COMESA 

Common Investment Area 제22조 제2항), ’related to‘(Canadian Model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 2004 제10조 제4

항), ’directed to'(New Zealand - China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제11조), ‘for'(India - Croatia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제12조 제2항), 

'designed and applied'(COMESA Investment Agreement 제22조 제1항)과 같

이 그 표현이 다양하다.80)  

이러한 목적과의 관련성 요건은 국가가 취한 해당 조치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얼마나 밀접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81) 또한,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목적

과 해당 조치간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necessary'라고 표현된 경우

보다 ’related to'라고 표현된 경우에는 목적과 해당 조치 간의 관련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 훨씬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82)  

2. Scope (적용 범위)83)

80) Andrew D. Mitchell and Caroline Henckels, Variations on a Theme: Comparing the 

Concept of 'Necessit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WTO Law,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2 p. 12

81)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31

82) Andrew D. Mitchell and Caroline Henckels, 전게 논문(각주80), p. 12

83)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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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조항은, 조약상 의무 전체와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규정될 수도 있고, 보

다 제한된 형태로써 특정된 몇 개 조항과 관련하여만 적용되도록 정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전체 조약에 적용되는 포괄적 형태의 NPM 조항을 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인도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은 BIT에서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조치)'라는 방식으로 NPM 조항을 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조약 전

체에 대하여 정부 조치의 예외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clude the host state from 

taking measures in pursuit of the stated permissible objective' 라고 정함으

로써 조약 내 어느 조항도 NPM 조항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였다. GATT 제20조와 같은 일반 예외 조항은 

이와 같이 조약 전체에 대하여 NPM 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체 조약 중 몇 개의 특정한 조항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형태의 NPM 

조항을 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중국 BIT는 NPM 조항에서 정해

진 목적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내국민 처우(National Treatment) 조항

이나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 Nation)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

(treatment less favourable)'라고 보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

다84). 

3. Permissible Objectives (허용되는 목적)

84) 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Protocol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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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조항은 허용되는 목적에 한하여 해당 조약이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벗어

나게 함으로써 국가가 공공 정책 수립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 그에 따라 조약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NPM 조항의 허용 목적으로는, 국

가 안보(security), 국제 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공공 

질서(public order), 공중 보건(public health), 사회 윤리(public morality) 등이 

있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등장하는 목적에는 극도의 위기 상황('extreme 

emergency85)',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Czech Rep. - India 제12조), 천연 자원의 보전(‘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Canada - Uruguay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부속서1 III2(c)), 금융 시스템의 아전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

기 위한 만전의 조치(‘prudential measures aimed at th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위 Canada - Uruguay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부속서1 III3(c)) 등이 있다.86)  

이하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국가 안보(security), 국제 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공공 질서(public order)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피자

면 아래와 같다.87) 

- Security

자신의 국가 안보를 NPM 조항의 허용 목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조약들마

다 이에 대하여 약간의 용어상 차이를 발생하고 있는데, 독일의 BIT 경우 

85) 이는 인도의 투자 협정에서는 빈번히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34

86) Andrew D. Mitchell and Caroline Henckels, 전게 논문(각주80), p. 11

87)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p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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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urity"라고 하는 반면, 인도와 미국은 "essential security interest"

라고 한다. "national security"라는 용어는 비교적 드물게 사용되는 편이고, 인

도의 NPM 조항은 “circumstances of extreme emergency"도 포함함으로써 

security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매우 위급한 긴급 상황까지도 문언상 포함

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 위기의 경우도 이와 같은 'security'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security 개념은 좁게 해석하면 주로 전쟁, 무력 

공격 등과 관련된 국가 안보 개념에 국한될 것이다. security 는 옥스퍼드 영

어 사전상 ‘국가와 국민, 기관 등의 안전, 특히 예를 들면 군사적 위협, 공격,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여기에는 경제적 정치

적 위기, 금융 시스템, 보건, 환경 문제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88) 또한 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변천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이다89). 그리고 아르

헨티나 사건에서의 중재판정부들은 일단 경제위기도 essential security clause

에 의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대하

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자신의 국가와 관련한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NPM 조항의 

허용 목적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미국 BIT의 NPM 조항 및 캐나다 2004년 

Model BIT, 터키, 콰타르 BIT 등지에서 발견된다.

88) UNCTAD,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in IIAs, 2010 pp. 7-9 
<http://unctad.org/en/Docs/diaeia20085_en.pdf>

89) 자세한 내용은 OECD, SECURITY-RELATED TERM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I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를 참조.   

<http://www.oecd.org/daf/inv/investment-policy/42701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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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Order

NPM 조항에서 공공 질서 유지를 허용 목적으로 두는 국가에는 독일, 미국, 

인도,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등이 있다. 

public order는 security와 함께 국제투자협정에 등장하며, security와 마찬가지

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타 광의의 security 개념에 해당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보건, 환경 등의 문제가 public order에 포섭될 수도 있다90). 다만 

미국이 그 BIT에서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

가가 국민의 안전(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에 비하여, 프랑스법상 ordre public은 이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

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91) 그리

하여 ordre public를 영어로 번역하면 'public policy'라고 봄이 보다 적합하다. 

그런데 때로는 public policy조차 그와 관련한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사

회의 근본적인 질서와 관련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92)  

한편 아르헨티나 사건에서의 중재판정부들은 일단 경제위기도 essential 

security 또는 public order와 관련한 예외 조항에 의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

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90) Ibid

91) José E. Alvarez and Tegan Brink, Revisiting the Necessity Defense, p.318 FN 19

92) supra footnote 89 참조, ECJ의 태도가 그러하다.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presupposes, in any event, the existence, in addition to the perturbation of the social 
order which any infringement of the law involves, of a 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threat to the requirements of public policy affecting one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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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exus
Permissible 

Objective
Scope

U.S
"necessary 

for"

자주 포함되는 것

- essential security 

interest

-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public order

 

가끔 포함되는 것

- public morals

포괄적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Germany

"that have to 

be taken for"

"taken for 

the reason 

of"

"necessary 

for"

자주 포함되는 것

- public security

- public order

- public health

- public morality

가끔 포함되는 것

-interest of law 

and order and 

security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제한적

“NPM measures 

shall not deemed 

treatment 

favourable for 

purposes of 

national and MFN 

treatment 

standards"

Belg.-Lux.
"required to" 자주 포함되는 것

- public order

제한적

“NPM clause 

 

표93) 

 

93)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서(각주55), p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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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for"

가끔 포함되는 것

- security of the 

state

-public or national 

interest or security

provides exception 

to treatment 

standard of 

continuous 

protection and 

security"

India

"necessary 

for"

"taking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자주 포함되는 것

-essential security 

interest

- circumstances of 

extreme emergency

가끔 포함되는 것

- prevention of 

diseases and pests 

in animals or plants

- public order

포괄적

“Nothing in this 

Agreement 

precludes..."

 제5절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의 해석 방법 

1.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조약은 조약 해석과 관련한 국제 관습법을 설시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및 제

32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조약 해석의 원칙과 관련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32조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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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1항 조약은 조약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항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

와 함께 다음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체결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다른 당사국이 

조약과 관련되는 문서로서 인정한 문서

제3항 문맥과 함께 다음이 참작될 수 있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의 적용에 관련하여 당사국 간의 추후 합의

 (b)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 관행

 (c)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국제법의 관계 규칙

 제4항 당사국이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한 경우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에는 조약 조항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또는 명백하게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섭 기록이나 조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포함하여 보충적 수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함으로써, 문맥에 맞게 통상

적인 의미에 따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상 NPM 조항에서 사용되는 “necessary", "essential security interest", 

"public order" 등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해당 조약의 의미를 해석

함에 있어 여전히 모호하여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약에서 

위 단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해석 및 문맥에 따른 해석 등 해당 조항에 대한 다각도에 걸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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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것은 여전히 조약에서 

사용된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 조약의 대상과 목적 

일반적으로 BIT 등 국제 투자 협정은 투자유치국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하

여 우호적인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함으로써 양 당사

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약과 관련한 당

사국의 의사는 조약 전문(preamble)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바, ICSID 

중재 판정부가 BIT 대상 및 목적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약의 

전문을 자주 인용하고는 한다. 

그런데 BIT의 전문에 표시된 ‘투자 촉진 및 보호’ 그리고 ‘양국의 경제적 번

영’ 등 역시 여전히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수준을 적어도 국제 관습법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또는 조약에 기하여 그 

수준을 더 높이고자하는 BIT의 주요 내용에 중점을 두고 BIT를 보게 될 경

우 BIT 목적 중 ‘투자자 보호’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반면에 ‘양국의 경제적 번

영’이란 투자자 보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효과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며, 그

에 비하여 위와 같은 ‘양국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의미를 위 조약이 투자자 측 

국가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국에 대하여도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게 될 경우, ‘양국의 경제적 번영’은 ‘투자자 

보호’적인 성격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때

로는 투자 유치국의 필요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투자자 보호 원칙을 제

한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 과정상의 자료를 통하여(비엔나 



- 56 -

협약 제31조 제2항) 당시 당사국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BIT 

체결에 관한 협상 과정이란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투자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

을 맞추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특히 NPM 조항의 의의

를 살핌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

였지만 BIT 자체의 문언과 문맥에 따른 해석이 위와 같은 협상 과정의 참고 

자료에 의하여 과도하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것이다. 조약 체결 과정에는 고

도의 정치적인 성격도 수반되는바 예컨대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해당 조약에 

대한 입장,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해당 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등

은 때로는 BIT 자체의 문언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것일 수 있으며, 나

아가 상황에 따라 그 입장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래에서 살필 아르헨티나 ICSID 중재 판정 과정에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자기 판단성이 문제되었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

하였던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아르헨티나 BIT를 체결하던 

1991년 무렵까지만 하여도 BIT 상 NPM 조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입장을 변

경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전에 체결된 미국-니카라구아 BIT와 관련된 과거 

Nicaragua 사건에서는 위 BIT의 NPM 조항이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고 주장

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

존 미국의 BIT 체결 관행 등을 살피건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 또한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측인 미국

정부는 기존의 다른 경우와는 달리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는 자기 판단

적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osé  E Alvarez 교수는 

Kenneth Vandevelde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Nicaragua 사건에서의 미국 정부

의 주장은 당시 사건으로 인한 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94)           

94) José E, Alvarez and Kathryn Khamsi, The Argentine Crisis and Foreign Investor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48, 위 논문에서 저자는 당시 미국의 태도는 BIT의 

NPM 조항이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볼 경우 조약의 의의를 갉아먹는다고 인식을 하고 이에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William W. Burke 는 미국의 BIT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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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해석

BIT 조항에 따른 Necessity 항변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개념상 

구분한다고 하여, 그 해당 조약 조항의 적용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후자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5).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 (c)호에 

따른 당사국 간의 관련 국제법 규칙으로서, 또는 제32조에 따라 해석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약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 관습

법상의 요건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NPM 조항에서 발견되는 “essential 

interest of security"의 의미에 경제적 위기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

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관습법상 “essential interest of security"의 개념

상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도 포함된다고 인정되는데, 조약의 

문언 및 문맥,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약 해석에 있어서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해석이 

기본이므로, 예를 들면,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규정하는 ILC 초안 제25조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Necessity 항변이라는 상위 개념에 기하여 만연히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

묵시적으로 NPM 조항의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 336  

95) Diane A. Desierto, "Necessity and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of 

non-Precluded Measure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pring 2010, p.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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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요건을 위 국제 관습법상  요건으로 대체하여서는 부당하다. 

    

4. GATT Articel XX에 대한 WTO 판정과 유사한 해석

Continental Casualty 사건에서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해석함에 있

어서 GATT 제20조에 대한 WTO 체제의 분석 방법을 차용하였던바, 이는 중

재 판정부의 접근 방법 및 심사 강도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해당 BIT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여부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NPM 조항의 문언을 보건대, 위 중재판정부가 이와 유사하지도 아니한 

GATT 제20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전혀 별개의 체제인 국제 통상법 분야에서 

끌어와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계의 비판이 있다.96)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BIT 예외 조항 중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

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취한 방

법처럼 이미 사례가 많이 누적된 국제 통상법 분야의 분석 틀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97)  

5. 참고: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조약 성안 

(Drafting) 작업과 관련한 첨언

NPM 조항 등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들, 즉 ‘security interest', 'public order'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security interest', 'public 

96) José E, Alvarez,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Investment,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1, p.309

97) José E Alvarez 교수도 GATT 제20조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 예외 조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Ibid.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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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등은 대체로 같은 규정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맥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만약 협정 당사국 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약 내에서 각 사유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향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

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각 예외 사유마다 예시 규정을 둘 경우에도, 예컨

대 security가 무력 침공에 대비한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문맥상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 유치국이 정책 

재량권 확보를 위하여 NPM 조항 등을 둔 것일 경우, 지나치게 제한적인 상

황을 예시하여 놓는다면, 향후 위 조항에 기하여 예외를 주장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피겠지만 NPM 조항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라도 손해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므로 성공

적인 원용 효과와 관련한 손해 배상 의무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6절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Defense와의 관계

이와 관련하여 Kurtz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98)

  

1. 국제 관습법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

 

위 견해에 대하여는 조약 문언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99) 조약을 해석함

98) Jürgen Kurtz, 전게 논문(각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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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조약에 사용된 모든 단어에 의미와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100) 

2. Lex Specialis 특별법 우선의 원칙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특별법으로 보아 

우선시켜야한다는 견해이다. ILC 초안 제55조에서는 “본 조항들은 국제위법행

위의 존재의 요건 또는 국가의 구제책임의 내용 또는 이행이 국제법의 특별규

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Kurtz에 의하면 lex specialis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째는 조약 조항을 우선하되 국제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

는 조약 조항이 특별법인 이상 국제 관습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

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한 사례로는 ICJ의 Oil Platform 사건이 있고, 후자의 

입장을 취한 사례로는 ICSID의 UPS v. Canada 사건101)이 있다.102)

   

99)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23, Jürgen 

Kurtz, 전게 논문(각주20), pp 344-347  

100)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23,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Conventional 

Gasoline, WT/DS2/AB/R (April 29, 1996) 이를 비엔나 협약상 조약 해석의 일반적인 원

칙이라고 보았다. 

101)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and Government of Canada, ICSID Award 

on the Merits, (24 May 2007), 이 사건은 Necessity 항변이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Canada Post의 행위가 Canada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attribution), ILC 제4, 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중재판정부는 NAFTA 

Chapter 15가 lex specialis로서 위 ILC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았다.

102) Jürgen Kurtz, 전게 논문(각주 20) pp 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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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법상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

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위법성

을 조각하기 위한 항변으로서 국제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견

해이다. 언뜻 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제 관습법을 전적으로 배제하

는 입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견해는 조약상 

Necessity 항변이 국제 관습법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분야의 틀을 원용할 

수 있는 점과 관련하여 이론 체계상 이러한 점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103) 

4. 평가

조약상 NPM 조항과 ILC 초안 제25조는 기본적으로 문언을 달리하는바, 이를 

동일시할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장기에 걸쳐 국제

사회의 대다수에 의하여 규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

용하는 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BIT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하

여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조약행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104) 

그렇다고 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국제 투자법상 문제되는 쟁

점과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형성된 원칙인바, 그 연혁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 

및 법적 효과 등을 비교하더라도 전자를 후자와 사이에 특별법 관계가 있다할 

만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 무조건 ILC 초안 제25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조약상 

NPM 조항만으로 특별법으로서 충분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

당 조약으로써 국제 관습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였다는 효과를 인정

103) Ibid, p.357

104) 박은영, 전게 논문(각주 14)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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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조약상 NPM 조항과 ILC 초안 제25조는 단지 별개의 법체계에 해당하

고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 (c)호 및 제32조에 의하여 국제 관습법 뿐만 아

니라 관련되는 국제 법규들이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만약 조약상 NPM 조항이 아예 투자 협정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황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약

이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위 조항이 1차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2

차 규범인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보다 먼저 살펴져야 한다. 만약 1차 

규범 위반이 인정되면 그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관습법

상 Necessity 항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Necessity 항변의 ‘clean hands'와 관련한 근본 취지를 고려하건대, 조

약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변을 원용하

는 국가가 해당 상황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는지’와 관련한 요건은 제32조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균형 있는 조약 해석

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제7절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개관

2007년경 발간된 책에서 원용된 통계에 따르면, NPM 조항은 당시 체결되었

던 2000여개의 BITs 중 약 200여개의 BITs에서 발견될 뿐이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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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영국-아르헨티나 BIT에는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

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2001년 경제 위기 당시 조치에 대하여 영

국 국적 투자자가 제소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두 개 사건(BG Group,  National Grid)106)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바 있다.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약에서 Necessity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

는지에 관련하여, 양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모두 결론적으로 위 경제위기와 관

련하여 아르헨티나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National Grid 사건과 BG Group 사건

National Grid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조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아르헨티나에

게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07).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BG Group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조약상 규정이 없더

라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위 항변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108) 국제 관습법상 

105)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서(각주55), p. 313

106) BG Group and the Republic of Agentina, UNCITRAL Award (December 24, 2007) 

(이하 BG Group Case), National Grid P.L.C. v. Argentina Republic, UNCITRAL Award 

(November 3, 2008) (이하 National Grid Case)

107) National Grid Case, paras 255-262

108) BG Group Case, para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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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항변은 국가 대 국가 간 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가 사인인 투자자에 대한 배상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원

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09) 나아가 ILC 초안

에 대한 commentary를 원용하면서 “해당 국제 의무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

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원용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영국-아르헨티나 

BIT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아르헨티나 BIT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을 묵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판단하지는 아니한 채, 만

약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조약상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배상 책

임을 진다고 보았다.110) 위와 같이 위 중재판정부는 조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판시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만에 하나(even if) 아르헨티나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국제 관습법

상 Necessity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111), 결국 이로써 

조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차치하고라도, 아르헨티나는 이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바뀌지는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112).  

3. 기타

참고로 조약에서 GATT 제20조 같은 일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109) Ibid, para 408

110) Ibid, para 409

111) Ibid, para 411

112) Ibid, para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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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약에서는 그러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113) 그러나 ICJ 등 국제 판례법을 보더라도 조약상 명시적인 규정

이 없는 이상 국가로부터 적법한 정책 결정권을 전적으로 박탈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BIT에서 정한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에는 국가의 일반 경찰

권도 포함될 것인바,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114) 

제8절 조약상 Necessity 관련 조항의 Self-Judging 여부   

조약상 NPM 조항이 자기 판단적 조항인지, 즉 국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조

약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하여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니카라구아 FCN에서 정하는 NPM 조

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GATT 제21조와 달리, 위 FCN 조항은 “which it considers necessary"라는 

표현이 없는 이상,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Oil 

Platform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판단의 주체에 대한 명시적 표현

이 없었던 FCN의 NPM 조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판정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NPM 조항의 판

단 주체는 각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1. 조약 문언상 명백한 경우

113) José E. Alvarez, 전게서(각주96) p. 322에서 재인용: J. Kurtz, "The Use and Abuse 

of WTO Law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Competition and Its Discontents", 단, 

Kurtz의 위 견해는 조약상 Necessity 조항이 없는 경우에 조약에 근거한 예외 범위에 관한 

것이지, 조약상 Necessity 조항이 없는 경우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로 보이지는 않는다.  

114) José E. Alvarez, 전게서(각주96)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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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t considers necessary"와 같이 자기 판단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

는 것이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고 국제 판정례도 이와 같은 경우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 Russia-US BIT 상 NPM 규정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은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삽입되었

다115). 

2. 조약 문언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자기 판단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NPM 조항에서 국가가 

가지는 재량이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하여 해석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조문의 

문맥과  해당 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116) 그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표현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자기 판

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Enron, Sempra 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전문

가였던 William W. Burke는 아르헨티나-미국 BIT 제11조의 경우 당시 미국

의 BIT 협상가들이 묵시적으로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 명시

적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반면

에117), 청구인 측 전문가였던 José  E Alvarez는 당시 미국의 BIT 협상 관행

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예전에는 더욱 투자자 보호 중심적이었던 미국 BIT

의 성격을 고려하건대 그 효과를 잠식하는 NPM 조항을 자기 판단적 조항으

115) 위 조약을 Russia 측이 비준하지는 아니하였다.

116)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382

117) Ibid, pp. 3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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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여118), 의견이 대립되었다. 비록 두 학자

의 의견은 대립하였지만 조약 조항이 명시적으로 자기 판단성을 표시하지 않

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 의사를 면밀히 고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약 해석 방법론적으로 통하는 면도 있다고 보인다.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는 판단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관련 사건

의 모든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아르헨티나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판단적 조항(self-judging 

clause)인지와 관련하여, 이를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19)

 

3. 한계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면 중재 판정부에 의한 심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가 

문제된다.

아르헨티나 사건 중 LG&E,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다른 

중재판정부보다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한 국가 재량을 가장 넓게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었던 BIT 제

11조가 자기 판단적 조항인가라는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자기 판단성을 부정하

면서, 나아가 설령 위 조항이 자기 판단적 조항일지라도 BIT 제11조 항변을 

성공적으로 원용하기 위하여는 중재판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20) 

118) José E, Alvarez and Kathryn Khamsi, 전게 논문(각주94) pp. 419-427

119) CMS Case paras 370, 373-374, LG&E Case paras 212-214, Enron Case paras 

331-332, 335-339, Sempra Case paras 374, 379-386,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87, El Paso Case paras 590-610.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1-다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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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하여 William W. Burke는 자기 판단적 조항이 비엔나 협약 제

26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국의 재량을 보다 존중하는 완화된 심사 강

도인 good faith review를 하여야 한다면서 이로써 투자 유치국의 정책 재량

권과 투자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121)

자기 판단적 조항일 경우에도, 남용의 위험은 방지하여야 하므로, 중재판정부

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약상 자기 판단적 조항

을 둠으로써 NPM 조항의 발동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비교적 국가에게 더 많

은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투자자간 위험을 분배한 당사국의 의사

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심사 강도는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120) LG&E Case paras 212-214,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87

121) William W. Burke-White & Andreas von Staden, 전게 논문(각주55), pp. 3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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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Necessity Defense의 효과- 특히 보상(Compensation)과 관련하

여 

조약상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경우, 아예 조약상 의무 위반

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거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

될 수 있다. 만약 조약상 의무 예외에 해당하여 아예 의무 위반이 없었던 것

으로 인정된다면 애초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없게 되고, 

이는 아래에서 살필 각 CMS, Sempra 무효위원회 및 El Paso 사건 등의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도 같은 의견으로 지지되고 있다. 

한편 조약상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조약상 그 효과에 대한 별다

른 규정이 없다면,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경

우에 국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도 그와 별개로 여전히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LC 초안 제27조 (b)항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으로 인한 보상 문제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원용은 문제된 행위로 인해 야기된 중

대한122)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 책

122) ‘material loss'의 의미가 ‘중대한 손실’인지 아니면 ‘물질적 손실’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위 조항에 대한 ILC commentary를 보면 ‘중대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

다. 다만 위 commentary에서는 위 material loss가 여타 'damages'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뒤에서는 ‘State relying on a circumstance precluding the wrong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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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ILC Article 27. Consequences of invoking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The invocation of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 is without prejudice to:

(a)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in question,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no longer exists;

(b)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for any material loss caused by the act in 

question.

다만 ILC 초안의 commentary는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에서 ‘compens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

(reparation)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123) 대신에,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성

공적으로 원용한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은 국

가에게 발생한 중요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124) 또한 이 항에서의 ‘중대한 손실(material loss)’이란 ILC 초안의 여타 

규정들에서 발견되는 손해(damage)의 개념보다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 항은 오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원용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 분담을 조정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25) 

한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위법 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함과 

동시에 그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존재하였을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 

should nonetheless be expected to make good any material loss suffered by any 

State directly affected'라고 하고 있는바[2001 ILC Report p.210 para (4)], 만약 위 

material loss를 ‘물질적 손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any material loss'는 ‘모든 손실’을 의

미하게 될 것이므로 앞 뒤 설명이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문맥상 ‘물질적 손실’이라기보다는 

‘중대한 손실’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23) 2001 ILC Report p.210 para (4)

124) Ibid

12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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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배상의 방법으로, ‘완

전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PCIJ가 Factory at Chorzow 사건126)에서 같

은 취지로 판시한 이후, ILC 초안 제31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를 ‘ILC 초안 제27조 (b)항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reparation)

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 항에서의 material loss란 ILC 초안의 여타 규정

들에서 발견되는 손해(damage)의 개념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라는 위 ILC 초

안 commentary의 설명과 종합하여 보건대, 위법성이 조각되는 효과를 발생시

키는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에 의할 지라도 그 보상의 범위는 적어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서 정하는 ‘완전 배상’보다는 그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127) 

한편 위 규정이 Necessity 상황이 발생한 도중에도 보상 책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Necessity 상황이 종료되고 의무가 재개되었을 때의 보상 책임을 정하

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전자와 같이 해석할 여지도 있

다.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위 조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보상 문제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위 조항의 모호성을 고

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위 규정이 위 문제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ILC 초안의 

정비 작업 중 정당방위 및 대응조치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성 조각 

사유들에 있어서 보상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와 관련하여 선행된 위법행위가 

전제되는 경우가 아니한 경우여서 ‘무고’한 제3국이 입은 손실임을 감안한 것

이라는 견해128)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27조는 Necessity 상황이 발생한 도중

에도 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

126) Chorzow factory case, (GER. v. POL.) 1928 PCIJ (SER. A) No. 17, (1928. 9. 13.) 

127) José E, Alvarez and Kathryn Khamsi, 전게 논문(각주94) p.458 

128) 김석현, 전게서(각주 39),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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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만약 BIT 등 조약에서 Necessity 항변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면 그 조항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

이다.129)

   

129) 이 경우 조약과 국제 관습법 간의 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겠으나, ILC 초안 제55조에 기

하여, 위 조약 조항이 국제 관습법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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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아르헨티나 사례 분석 

(9개 사건: CMS, CMS annulment, LG&E, Enron, Enron annulment, 

Sempra, Sempra annulment,  Continental Casualty, El Paso)

제1절 개관

위 사건들은 2001년경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투자자들이 

ICSID에 제소하였던 사건 및 원 판정에 대하여 무효위원회(annulment 

committee)에 불복한 사건이다. CMS, LG&E, Enron, Sempra 중재판정은 아

르헨티나의 가스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동일한 사실 관계 및 정부 조치

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사실 관계의 구성이 약간 다

르고, 특히 법적 평가에 대하여는 중재 판정부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

다130). 또한 원 판정과 그에 대한 무효위원회의 판정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131)132) 반면에 Continental Casualty는 아르헨티나에 포트폴리오 

130) 결론에 있어서는 CMS, Enron, Sempra 원 판정이 대체적으로 유사하고, 이와 대조적으

로 결론은 서로 달리하였지만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건을 구분한 법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CMS 무효위원회 판정과 LG&E 원 판정

이 유사하다. Enron, Sempra 무효위원회의 판정은 위 항변과 관련한 판단 근거를 훨씬 구

체적으로 논증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Enron 무효위원회의 판정과는 달리 Sempra 무

효위원회의 경우 “이유 불비”의 위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 판정부가 미국-아르헨티

나 BIT Article XI을 그릇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an excess of power"의 위법을 저질렀

다고 판단하고 원 판정을 취소하였다. 

131) 위 4개 사건 중 현재까지 CMS, Enron, Sempra에 대한 무효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CMS 사건의 경우, 무효위원회에서 일부 법리 오해의 점이 인정되기도 하였지만 판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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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한 보험회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가스 사건들과는 달리 WTO에 가까운 법적 접근 방식으

로133)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재량을 훨씬 폭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가장 최

근에 있었던 El Paso 사건(판정일 2011. 10. 31.)의 경우 석유 등을 이용한 화

력 발전 회사에 투자한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아르헨티나가 당시 경제 위기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2절 사실 관계

1. 아르헨티나 가스 사건 (CMS, LG&E, Enron, Sempra) 

소되지는 않았고, Enron, Sempra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무효위

원회는 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132) 참고로 ICSID Convention 제52조 제1항은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

고 있는바, (a)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 (b) 중재 판정부가 중대하게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c) 중재인 중 부패 문제가 있은 경우, (d)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부

터 심각한 이탈이 있었던 경우, (e) 판정문에서 판정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위원회는 원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Article 52 (1):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133) 위 사건의 중재위원장이었던 Giorgio Sacerdoti는 WTO 항소 기구의 전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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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인 경제 개혁의 단행 과정에서 각종 공공 사업

을 민영화하였고, 그 중에는 가스 운송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사건들의 

청구인들인 미국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가스 운송 사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던 자들인바,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 페소(peso)

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peg)제를 채택134)하는 등 각종 입법으로써 

외환 안정 정책을 폈다. 가스 사업의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달러로 가

스 요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를 요금 부과 당시의 환율에 따라 아르헨티나 페

소(peso)화로 전환하여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요금을 미국 생산자 가격 지

수(United States Producer Price Index, US PPI)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되도

록 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초

반에는 가스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는 미국 생산자 가격 

지수에 따라 6개월마다 요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던 것을 가스 공급 업자들과의 

합의하에 연기하였다.135) 2001년 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아르헨티나 정부

의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는 더욱 나빠져, 아르헨티나는 예금 인

출을 제한하는 Corralito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136) 그 후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상황은 수 일 만에 몇몇의 대통령이 연달아 바뀔 정도로 극도로 불안해

졌으며,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2. 1.경 비상 입법137)을 단행함으로써 외환 시

스템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비상 입법은 아르헨티나 페소(peso)화를 미

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peg)제를 폐지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페소(peso)화

134) 1991 Convertibility Law, No. 23928

135) 아르헨티나의 가스업 규제 기관인 ENARGAS가 이를 승인하였다. ENARGAS Resolution 

No. 1471 on January 10, 2000.

136) Decree No. 1570/2001

137) Emergency Law No. 25.561, January 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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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 절하되었고, 공공 요금을 미국 생산자 가격 지수에 따라 조정되도록 

하거나 달러화로 계산하였던 것을 철폐하고 가스 운송 사업의 경우 요금을 기

존의 1 달러를 1 페소로 보아 페소(peso)화로 계산하도록 하였다138).    

이에 미국 투자자들인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경제 위기 하에서 아르헨티나 정

부가 취한 조치들이 미국-아르헨티나 BIT139)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CSID 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Continental Casualty 사건140)

이 사건 역시 1997년경부터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조치에 따라 새롭게 민영화 

되었던 분야인 아르헨티나 산업 재해 보험 분야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였던 

미국 국적의 보험회사가,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1년

경 경제 위기 하에서 단행한 외환 정책이 미국-아르헨티나 BIT를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던 사건이다. 청구인은 미국 달러화로 

계산된 자산에 기초하여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취한 일련의 조치, 특히 (i) 예금 인출을 제한한 조치(전항의 

Corralito), (ii) 해외 송금을 금지한 조치(위 Corralito), (iii) 아르헨티나 페소

(peso)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페그(peg)제를 폐지함으로써 페소화를 평

가 절하한 조치(전항의 비상 입법 25.561), (iv)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1 

138) "pesification" 이라고 한다.

139) 정식 명칭은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rgentine 

Republic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of 

1991'이다.

140)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원 판정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 모두 항

소하여 무효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무효 위원회는 위 판정의 취소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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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당 1.40 페소의 비율로 미국 달러 기준 계약을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계

산하도록 강제한 조치(pesification, Decree 214, February 3, Decree 471, 

March 8, Decree 644, April 18, 2002), (vi) 국채에 대한 국가 부도(default) 선

언(Res. 73, April 25, 2002)을 문제삼았다. 중재 판정부는 기초 사실을 인정함

에 있어서, 2001-2002년 경제 위기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하였던 조치와 관련

한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권고 사항을 상세하

게 설시하고 있다.141)     

3. El Paso 사건

이 역시 미국 국적의 에너지 회사가 아르헨티나의 화력 발전 회사에 주식 투

자를 하였다가,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1년경 경제 

위기 하에서 단행한 경제 조치가 미국-아르헨티나 BI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던 사건이다. 

제3절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

아르헨티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국내법,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 그리고 국제 관습법에 기하여 Necessity 항변을 하였다142). 

141)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s 104-116 

142) CMS, Enron, Continental Casualty 사건에서 아르헨티나는 BIT 조항에 따른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IV(3)을 그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

-아르헨티나 BIT Article IV(3)은 다음과 같다: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Party 

whose investments suffer loss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revolution,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surrection, civil 

disturbance or other similar events shall be accorded treatment by such other Party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its own nationals or companies 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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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과 관련한 주장에서, 아르헨티나는 위 조항은 

국제법의 특별법(lex specialis)로서,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여타 국제법 조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위 조항에 의하여 아르헨티나는 자신의 판단

(self-judging)에 따라 당시 상황에 필요하였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따라서 청구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아

르헨티나는, ‘2000년경 아르헨티나가 처해있던 위기 상황의 존재’가 Necessity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제4절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분석

중재판정부들 중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항변 요건과 국제 관습법

상 Necessity 요건을 동일시하였던 판정부들을 제외하고는143), 두 항변을 판단

할 때, 그 판단 순서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항변을 우선하여 살

피고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위 조약상 항변과의 관계에 따라 아예 

검토를 생략하거나 보충적으로 그 중 일부 요건만을 살폈다.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위 항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nationals or companies of any third country, whichever is the more favorable 

treatment, as regards any measures it adopts in relation to such losses.” 아르헨티나

는 위 조항의 문면상 이는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라고 주장했다. 한편, Enron 사건의 청구인 측 전문가 J. E. Alvarez 교수는 위 조항은 아

르헨티나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National Treatment 및 Minimum 

Treatment Standard을 규정한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조항

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Enron Case paras 317, 319). Enron 중재 판정부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했고, Enron 무효위원회는 해석을 잘못했는지 여부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원 판정부가 위 해석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명백한 근거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Enron Case para 398). 

143) CMS Case paras 357, 358, 383, Enron Case paras 333-334, Sempra Case para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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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Casualty와 El Paso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조약상 Necessity 항변

이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특별법 관계(lex specialis)’에 있다고 판단

하고 따라서 ILC 제25조상 Necessity 항변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

다144). 그러므로 아르헨티나 사건을 살핌에 있어, 아래에서는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먼저 살피고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그 다음에 살

피도록 하겠다.   

1.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에 따른 Necessity Defense

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 조항

미국-아르헨티나 BIT Article XI 조항을 살피자면, 다음과 같다.

“본 조약은 당사자 일방이 공공질서의 유지, 국제평화나 안전의 유지 혹은 회

복에 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국의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이는 GATT 제20조 방식의 일반 예외 조항 같은 형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FCN에 규정되어 있던 NPM 규정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판단 주체에 관

144)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68, El Paso Case para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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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요건 분석

(1) Necessary Measures

(가) CMS, Enron, Sempra

CMS, Enron, Sempra의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위 조약상 Necessity 항

변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함께 살핀다. 

CMS, Enron, Sempra의 중재 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의미

를 해석함에 있어,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Defense, 즉 ILC 초안 제25조에

서 정하는 요건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CMS, Enron, Sempra의 중재 판정부는 미국-아르

헨티나 BIT 제11조에서 정하는 항변의 요건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의 요건과 동일시한 결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요건 분석 및 이 사

건 사실 관계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을 바꾸어 국제 관습

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한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본 항에서는 각 

중재판정부의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대한 접근 및 분석 방법에 대하

여 살피도록 하겠다. 

CMS 사건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별개의 독립된 항변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ILC 초안에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논증하였다.145) 그 후 이 점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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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별개의 독립된 항변으로 

본 CMS 무효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항변의 요건을 혼동함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였던 것으로 지적받았다.146) 

한편 Enron, Sempra의 중재 판정부는, CMS 사건 중재판정부와는 달리, 미국

-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대입하는 것에 대하여,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였지

만147), 최소한 근거 및 논리를 제시하고자 시도는 하였다. 즉, Enron, Sempra

의 중재 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사용된 “necessary", 

“essential security interest" 등의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데 위 BIT에서 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

한 해석은 국제 관습법에 기하여야 한다고 봄으로써 그 요건을 동일하게 파악

하였다148).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 조항을 둔 이

상 이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하므로 국제관습법과 

독립하여 BIT 자체로써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측 주장에 대

하여, 위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BIT 자체로써 의미가 명확하다면 아르헨티나의 

145) CMS Case paras 357, 358, 383 

146) CMS Transmission Co.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a Republic, 

2007. 9. 25. (이하, CMS Annulment Case) paras 129-135 단 위 무효위원회는 이를 이

유로 원 판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ibid para 136 

147) 차후 Enron, Sempra 무효위원회에서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

변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원 중재 판정에 

‘manifest excess of power’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각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nron 

Corporation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a Republic, 

2010. 7. 30. (이하 Enron Annulment Case) paras 403-406,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Decision on the Argentina 

Republic's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ward, 2010. 6. 29.(이하 Sempra Annulment 

Case) paras 160-165.

148) Enron Case paras 333-334, Sempra Case paras 375, 37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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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처럼 BIT 제11조 조항을 둔 이상 이는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 BIT 조항의 경우 그 자

체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국제 관습법에 기하여 해석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149) 그에 따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건이 충

족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항변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았다.150)

(가-1) CMS annulment 

CMS 무효위원회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별개의 독립된 항변으로 구분하고151), 전자는 조약

상 의무 자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조각시키

는 것으로서 일단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52) 

나아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없었더라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원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는 특별법(lex specialis)로서 우선 적용되어

야 하며,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하여 ILC와 같이 위법성 조각 사

유로 볼 경우에는 국제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해당 조치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비로소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53) 

149) Ibid

150) Enron Case para 339, Sempra Case para 388

151) CMS Annulment Case para 133

152) Ibid, paras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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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Enron annulment 

Enron 무효위원회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판단 부분에서 

원판정부가 국제관습법상 ILC 제25조 요건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중대한 권한 

남용(a manifest excess of power)을 저질렀다면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던바154),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판단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원판정부가 국제관습법상 위 항변 요건을 잘못 심

사하였던 이상, 원판정부가 ‘국제관습법상 위 항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

로 BIT 제11조상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권한 남용(a manifest excess of 

power)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55) 또한 위 

무효 위원회는 CMS 무효위원회의 판정을 인용하면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서로 별개의 

항변으로서 그 요건을 달리한다고 하면서156), Enron 사건의 원판정부가 미국-

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의 관계를 검토하고, 위 두 개의 항변을 이 사건에서 모두 다루어야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그 판단이 누락된 채 만연히 위 요건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국제 관습법상 위 항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BIT 제11조상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은 

중대한 권한 남용(a manifest excess of power)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57) 위 무효위원회는 위 쟁점에 대하여 나아가 직

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 판정부가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면 BIT 

153) Ibid paras 133-134

154) Enron Annulment Case para 395

155) Ibid paras 404, 405

156) Ibid para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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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 Necessity 항변의 효과는 국가를 조약상 의무 자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아르헨티나가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umbrella clause를 위반하였다는 원판정부의 판단 부분도 함께 취

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58) 

한편 위 무효위원회는 Enron 사건의 원판정부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

조상의 Necessity 항변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ILC 초안 제25조의 요건을 반영하여 해석하였던 점 자체에 대하여서

는, 원 판정의 해석이 옳고 그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효위원회의 역할 

밖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취소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59) 

(가-3) Sempra annulment

Sempra 무효위원회는 CMS 무효위원회와 비슷한 논리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별개의 

독립된 항변으로 구분한 다음160), 전자는 조약상 의무 자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서 일단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61) 따라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

11조상의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서로 별개의 항

변으로서 그 요건이 다르고,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

을 우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판정부가 만연히 위 요건을 동일하게 파

157) Ibid 

158) Ibid, para 407

159) Ibid, para 403

160) Sempra Annulment Case paras 216-219

161) Ibid, para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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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나머지 당시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국제 관습법상 위 항변 요건을 충족하

지 않았으므로 BIT 제11조상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은 중대한 권한 남용(a manifest excess of power)

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62)

(나) LG&E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시 경제 위기 상황에 비추어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이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기한 Necessity 항변 요건

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163), CMS, Enron, Sempra의 중재 판정부와는 

정 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위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기한 Necessity 항변을 

CMS, Enron, Sempra 중재 판정보다 상대적으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로

부터 독자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였다.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가장 먼

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 자체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당

시 상황이 위 BIT 제11조가 정하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

고 성공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효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

는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가 ‘공공질서의 유지, 자국의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였던바164), 이는 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문언 그대로에 따른 

분석임을 알 수 있다. 위 판정부는 가장 먼저 조약을 적용한 다음, 필요한 한

도 내에서 일반 국제법,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시

162) Ibid, paras 208-209, 214

163) 다만 위기가 끝난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164) LG&E Case, paras 204, 20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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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65) 즉, 조약상 권리 및 항변도 해당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해 필요

한 한도 내에서는 보충적으로 일반 국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위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가장 먼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자기 

판단적(self-judging) 조항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위 조항은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며, 설령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심사를 여전히 받아야하므로 그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166)고하였다.   

그런 다음 위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처해 있던 당시 상황과 아르헨티나

가 취한 조치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167) 아르헨티나 정부가 예금 인출 동결 

조치를 실시한 2001. 12. 1.부터 Kirchner 대통령이 선출된 2003. 4. 26.까지 당

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공공질서의 유지, 자국의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였던 위기 상황168)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로써 

이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가 취한 전반적인 조치에 대하여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중재판정부는 

CMS, Enron, Sempra 중재 판정부와는 달리,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조

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투자 유치국 정부 측에 보다 

많은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가 해당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

다.169)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미국 달러화에 의한 계산과 

165) Ibid, para, 206

166) Ibid, paras 213-214

167) Ibid, paras 226-261

168) Ibid, paras 226,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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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PI에 따른 조정을 폐지하고 가스 요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한편 청구인

은 이러한 조치가 위기 대처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하

여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170) 

 

(다) Continental Casualty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LG&E 사건 및 아르헨티나 사건

들의 각 무효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별개의 요건을 가진 독립

된 항변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는 조약상 의무 자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며, 후자는 의무 위반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서 일단 의무 위반이 인

정되어야 문제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71)

위 중재판정부는 ‘Necessity 항변은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성격, 오직 예외적인 배경이 인

정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172)고 하면서도,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어느 사건의 중재 판정부보다도 투자 유치국 정부 측

에 많은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LG&E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

-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의 요건을 ILC 초안 제25조의 요

169) Ibid, para 239

170) Ibid, para 242

171)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68

172) Ibid, paras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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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구분하여 독자적인 견지에서 접근함으로써, 판단 순서에 있어서도 위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을 우선하여 살핀 다음에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조약상 항변의 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국제 관습법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명시하였다.173)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이전 다른 사건들의 중재 판정부

들과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GATT 제20조에 대한 

WTO의 접근 방법에 유사한 것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위 BIT 제11조에서 정

하는 “necessary"의 의미를 살피기 위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

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Enron 원 판정부의 판단 및 같은 취지인 청구인 주

장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고 명시하면서 위 개념을 살피는 데는 국제 관습

법보다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사례가 누적된 GATT 제20조에 대한 WTO의 

판정례를 참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174) 그에 따라 GATT 

제20조상의 ‘necessary'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면서, WTO 항소 기구의 

Korea-Beef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는 “필수 불가결한(indispensable)” 의미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기여하는(making a contribution to)" 

정도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더라도 ‘필요

(necessary)'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1) 그 조치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2) 해당 조치가 그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3) 그리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평가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고175)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중재 판정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 당시 

국가의 결정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176), 중재 판정부로서는 해당 조치가 목

173) Ibid, para 168

174) Ibid, para 192

175) Ibid, paras 193-194

176) Ibid, para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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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대체 방법이 당시에 합리적으로 가능하였느냐(reasonably available)’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는 “least restrictive means" 심사 방법을 택하였다.177) 

이와 관련하여 페소(peso)화의 평가 절하 조치 등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

치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가능하였던 어떠한 다른 방법

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178)   

(라) El Paso

El Paso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LG&E 사건 및 Continental Casualty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은 국제 관습법

상 Necessity 항변과 별개의 요건을 가진 독립된 항변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를 후자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적

용될 뿐 ILC 제25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79) 

그리고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살피기 위하여는 ‘아르헨

티나가 해당 경제 위기 상황 발생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야 하고, 만약 그렇

다면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는 위 제1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necessary)" 조치로 인정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로소 중재판

정부가 위 제11조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 BIT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았다.180) 

위 중재판정부는 (i) 일반 국제법에서 국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

하여는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상당하게 기여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

177) Ibid, paras 196-197

178) Ibid, paras 210, 231

179) El Paso Case para 552 

180) Ibid, para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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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i) 법의 일반 원칙상 문명국들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상황에 기여한 경우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므로 비

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에 따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해석함에 있

어서 위 일반 국제법 및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자(아르헨티나)가 해당 경제 위기 상황 발생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위 제11

조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181)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다고 보고, 당시 public order 및 essential 

interest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점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가 필

요하였다는 점은 피청구인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8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고 이에 아르헨티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재정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건대 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아르헨티나가 위기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안에 위 제11

조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183) 

(2) Public order an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모든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본

질적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과 관련하여, 이를 국가의 존립이

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개념으로 제한하여 파악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 체제

에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도 이에 포

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184)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이란 그 정도와 범위에서 

181) Ibid, para 624

182) Ibid, paras 626, 650

183) Ibid, para 665

184) CMS Case para 359, LG&E Case para 238, Enron Case paras 331-333, Sempra 

Case paras 373-374,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78, El Paso Case para 611. 

Bjorklund 교수는 위 중재 판정들에서 ‘public order'도 간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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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 있고, Necessity 항변의 예외적인 특성상 단순

한 경기 침체 상황 정도만으로는 본질적 안보 이익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을 

것인바, 각 중재 판정부의 이와 관련한 판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질

적 안보 이익과 관련된 경제 위기의 정도 및 범위를 살펴본다.  

(가) CMS

 

CM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문언상으로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관습법과 해당 조약의 목적 

등을 살피건대 중대한 경제 위기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위

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85) 또한 위 조약상 Necessity 항변

을 발동시킬 수 있는 경제 위기의 정도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붕괴(total 

collapse)’에 견줄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위기 자

체는 붕괴 상황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 상황

(likely to lead to)이라면 위 Necessity 항변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86) 

(나) LG&E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본질적 안보 이

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과 관련하여, 이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 위 용어에 대하여 그다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고 평가하였다. Andrea K. Bjorklund, 전게서(각주13), p.494

185) CMS Case, para 359

186) Ibid, paras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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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방어로 제한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심각한 경제 위기 상

황이 본질적 안보 이익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경제도 전 국민의 생명

과 국가 정부 기능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한 것”187)이라고 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긴급 상황은 반드시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188)고 전제한 다음, 당시 아르

헨티나의 경제 위기 상황을 ‘GDP가 예년보다 10~15% 이상 빠르게 감소하고, 

주요 기업들의 주식과 관련한 주가 지수가 60% 폭락하고, 아르헨티나의 위험 

프리미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관계로 국제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던 점, 미화 110억 달러 상당의 외환이 빠져나가고, 금융 기관이 예금의 

25%를 잃었으며, 전 국민의 25%가 최저 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었으며 기초 의료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하였던 점 

등’189)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예금 

인출 동결 조치를 실시한 2001. 12. 1.부터 Kirchner 대통령이 선출된 2003. 4. 

26.까지 당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공공질서의 유지, 자국의 본질적 안보 

이익의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위기 상황190)이었고, 당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누적되어 BIT 제11조상 혼란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보호책을 발동시켰다191)고 판시하였다. 

(다) Enron 

Enro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

187) LG&E Case, para 238

188) Ibid, para 228

189) Ibid, paras 232-235

190) Ibid, paras 226, 229-230

191) Ibid, para 237



- 93 -

운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장한 보호를 제공하

겠다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국이 그러한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는 제

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문

언상으로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을 살피건대, 경제 위기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92)  

(라) Sempra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장한 보호를 제공

하겠다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국이 그러한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미국-아르헨티나 BIT는 본질적 

안보 이익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관습법을 살피건대 국

제 관습법상 군사적 위협 이외의 상황도 본질적 안보 이익 개념에 포함되므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위에 경제 위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

였다.193) 위 판정부는 만약 BIT에서 이와 다른 의미를 사용하려 하였다면 별

도로 정의를 하였거나 요건을 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194) 

(마) Continental Casualty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유엔 헌장 서문, IMF 입장, ILC 

192) Enron Case, paras 331-333

193) Sempra Case, paras 373-374

194) Ibid, para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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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등195)과 더불어, 위 아르헨티나와 가스 사건들의 중재 판정례를 

인용하면서 국제관습법과 해당 조약의 목적 등을 살피건대 중대한 경제 위기

를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196)

(바) El Paso

El Paso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 사건의 다른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원용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의 경우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적용 범

위에 포함된다고 이 논점에 대한 별다른 고찰 없이 매우 간단하게 판단하였

다.197) 

다.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자기 판단성(self-judging)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모든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의 판

단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즉 위 조항이 아르헨티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판단적 조항(self-judging clause)인

지와 관련하여, 이를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CM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는 판단 주체가 명

시되지 않았는데 어떤 조항이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러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 관습법 및 조약에 기

195)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75

196) Ibid, para 178

197) El Paso Case para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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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Necessity 항변을 함으로써 위법성을 조각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인 심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98)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문언상 본질적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과 관련하여 누가 결정하도록 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미국-아르헨티나 BIT가 체결되었던 1991년 당

사자들의 의사와 관련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조약의 조항은 이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조약 체결 당시 당사국의 의사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조

약은 1991년 11월에 체결되었는데, 미국은 그 이후인 1992년 러시아-미국 

BIT를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본질적 안보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판단적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음을 지적하였다.199) 하지만 위 중재판정부는 설

령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고 보더라도 아르헨

티나의 결정은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00)

Enro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목적에 주목하고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장한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국이 그러한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볼 경우에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목

적에 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항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사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위 BIT 제11조

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조항에 대

한 해석과 관련한 현재 미국의 입장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198) CMS Case, paras 370, 373-374

199) LG&E Case, paras 212-213

200) Ibid, para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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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보았다. 차후 조약 체결국들이 위 조항을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보아

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더라도 그에 따라 조약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조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미국-아르헨

티나 BIT 제11조를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국제관습법 및 

조약상 Necessity 항변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중재 판

정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

려운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장한 보호를 제공

하겠다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국이 그러한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볼 경우에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기 판단적 조항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

약상 그러한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조

약 체결 후에 미국 정부가 다른 조약들과 관련하여 취한 입장을 고려하기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위 중재판정부는 조약 체결국 간에 조약을 개정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취득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202)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와 같

은 조항은 내재적으로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

기는 하나, 조약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 하

여금 조약상 의무로부터 일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있어서

는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다음, 조약상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을 중재로

써 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조약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자기 판단적 조항이

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면 그 취지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

하였다.203) 

201) Enron Case, paras 331-332, 335-339

202) Sempra Case, paras 374, 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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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Paso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비추어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

11조의 자기 판단성과 관련하여 다른 중재판정부에 비하여 매우 자세하게 판

단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판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기 판단적 조항이 아니

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우선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에 비추어 보

건대 문언상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없고(이와 관련하여 Nicaragua 

판결을 원용하기도 하였다)204),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2항에 비추어 조약 전

문, 조약, 부속서 이외에 그 체결에 관련한 협정 등을 모두 살피더라도 자기 

판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205),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에 따라 조약 

체결 이후 해석 등에 관한 관행(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 b호, 위 판정부는 

같은 항 a, c호 내용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보았다)을 살피더라도 아르헨티

나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BIT를 맺은 다음 다른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음

에 있어서 자기판단적 조항을 두었던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아르헨티나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시적인 표시 없이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으며206),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상 조약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기 판

단적 성격을 국가에게 인정한다면 국가는 매우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되고 투

자자는 큰 위험에 노출되므로, 상호 호혜성에 기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판단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207) 나아가 

위 중재판정부는 앞에서 살핀 비엔나 협약에 기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비합

리적이라면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4항 및 제32조에 기하여 보충적 자료들에 

의한 해석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함으로써208) 결국 자기 판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09)

203)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187

204) El Paso Case paras 590-598

205) Ibid paras 599-600

206) Ibid paras 601-603

207) Ibid para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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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변의 효과- 성공적으로 원용되었을 때 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는가

CM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만약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상 책임을 져야한

다고 판시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27조가 배상 책임과 관련한 국

제 관습법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다만 위 중재판정부는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는 당시 위기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210) 

이에 대하여 CMS 무효위원회는 원판정부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고 지적하

면서, 미국-아르헨티나 BIT상의 의무가 아예 면제됨으로써 의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11)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경우,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기

간 중에는 보상할 책임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ILC 제27조는 성공

적으로 원용되는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Crawford의 

commentary를 들어 위 규정이 Necessity 상황이 발생한 도중에도 보상 책임

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Necessity 상황이 종료되고 의무가 재개되었을 때의 

보상 책임을 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위 중재 

208) Ibid paras 605-609

209) Ibid para 610

210) CMS Case, paras 356, 390-391, 393

211) CMS Annulment Case, paras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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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보상 책임 문제

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조약 규정에 따라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는 경우 보상 책임은 면제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오직 

Necessity 상황 하에서만 그러하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난 경우 의무 위반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로 인한 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

다.212)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되므로 아르헨티나가 청구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

으나, 다만 상황이 회복된 이후의 경제 조치에 대하여는 ‘reasonable 

alternative'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

다.213) 

마. 분석

첫째, CMS 원판정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사건에서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와 국제 관습법상 ILC 초안 제25조에 따른 Necessity 항변을 별개

의 항변으로 구분하였다. Continental Casualty 와 El Paso 사건의 경우 전자

를 후자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후자를 별개의 항변으로서 판단하지 않

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약상 항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약에서는 명

시되지 아니한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Continental Casualty),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El Paso) 국제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반영하였다.

212) LG&E Case, paras 260-261, 264

213)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s 220-222, 233, 30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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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CMS, Enron, Sempra 

판정부는 이를 국제 관습법상 ILC 초안 제25조에 따른 Necessity 항변 요건과 

동일하다고 파악하고 ILC 초안 제25조 요건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반면에, 

LG&E는 “당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 문언에 충실하게 해당 상황 및 아르헨티나의 경제 조치 전반을 살

피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만 조약 해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

충적으로 일반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Enron, Sempra 무효

위원회는 위 BIT 제11조는 그 자체 조항에 의하여 국제 관습법상 ILC 초안 

제25조에 따른 Necessity 항변 요건과 다른 별개의 요건을 갖는다는 점을 인

정하였고 위 BIT 요건 충족 여부를 국제관습법에 우선하여 살펴야 한다고 하

였다.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국

제 관습법상 ILC 초안 제25조이 아니라 GATT 제20조 및 이와 관련한 WTO 

판례법을 고려하였다. 

셋째, 모든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본질적 안보 이익

(essential security interest) 또는 공공 질서(public order)에는 중대한 경제 위

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제 위기도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모든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자기 판단적 조항

(self-judging clause)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중 LG&E 중재 판정부 등 몇몇 

판정부는 만약 자기 판단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섯째,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요건이 성공적으로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대하여, CMS 판정부는 비록 위법성은 조각되더라

도 국제 관습법상 ILC 초안 제27조에 따라 여전히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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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CMS 무효위원회는 위 BIT 제11조는 그 자체 조항에 의하여 국제 관

습법상 ILC 초안 제25조에 따른 Necessity 항변 요건과 다른 별개의 요건을 

갖고 아예 의무에서 해방시킨다고 보았으며, LG&E는 Necessity 상황이 계속

되던 동안에는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나, 그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의무가 되

살아나고 그 이후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배상 책임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BIT 제11조상 요건이 성공적으로 

충족되었을 경우 아예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본 반면에,상황이 회복된 이후의 

경제 조치에 대하여는 Necessity 항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입증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LG&E 중재판정부는 유일한 수단과 관

련하여 청구인이 다른 수단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고, El Paso 사건의 경우 당시 public order 

및 essential interest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점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

당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은 피청구인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

만 당해 상황에 아르헨티나가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입증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El Paso 사건의 경우 당

해 상황에 아르헨티나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necessary"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해당 조치가 당시 위기에서 “필요

(necessary)"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면

서 위와 같이 결국 “necessary"와 연결되는 ‘기여’ 요건을 청구인이 입증하여

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바. 평가

예외적인 긴급 상황에서의 위험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에 어떻게 분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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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가. 이 점은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

하여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아르헨티나 관련 중재 판정례에 따르면 조약상 Necessity 

요건에 대하여 독자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경우, 위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해당 조약 조항의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법원칙을 가정하여 놓고 

조약의 내용을 이에 대입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는 비엔나 협약에

서 정하는 조약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BIT 등 국제투자협정에 자체 내에서 

투자 유치국의 조약상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Necessity 항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예외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해당 국제투자협정의 의의 및 목적에 비추어 위 예외 조항의 위상을 판단하여

야 한다. 요컨대 조약 해석은, 조약의 문언, 문맥,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접

근되어야 하며, 조약 해석과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는 조약 해석

상 불분명한 부분을 필요한 경우 보충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

약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지 아니한 채 그 요건을 만연히 국제 관습법

과 요건을 동일시한 CMS, Enron, Sempra 판정부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LG&E 사건 중재판정부의 경우, 조약 자체에 충실하게 접근하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접근 태도가 보다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LG&E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약 해석

과 관련하여 목적, 문맥과 관련한 보다 세심한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경우 아르

헨티나-미국 BIT의 체결과 관련한 협상 과정 및 당시 당사국의 의사가 좀 더 

언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조약상 규정이 GATT 제20조와 유사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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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 문맥을 고려하건대 해당 국가에게 

좀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Continental Casualty 판정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214) 또한 

Continental Casualty가 차용한 WTO의 판단 방식인 Least Restrictive Means 

테스트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과 관련한 가치 형량을 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Defense

ILC 제25조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또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판단한 CMS, 

Enron, Sempra 사건의 판정215)을 보건대, ILC 제25조에서 정하는 Necessity 

요건은 누적적으로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모두 전제되었다. 아래에서 

각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가. 요건 분석

(1) CMS, Enron, Sempra

CMS,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25조의 요건을 엄

214) 하지만 실제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의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는 GATT 

제20조와 그 규정 형식을 달리하고 있고, 이를 적용할 국제 투자법과 국제 통상법 체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이상 이를 구분하여야 하므로, 중재판정부는 위 방법을 적용시킴에 있어

서 보다 치밀한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   

215) CMS Case paras 330, 331, Enron Case para 313, Sempra Case para 355, 다만 아

래에서도 살피는 바와 같이,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 

이외에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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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이 ILC 초안 제25조

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Essential Interest

CM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관련되어야 하고, 이와 관

련하여 위기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the gravity of crisis)를 판단하여

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위기 상황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위기로 인한 그와 같은 영향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16) 또한 국제관습법상 중대한 경제 위기도 essential 

interest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17)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경제 위기가 국제관습법상 essential 

interest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18) 다만 당시 아르헨티나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위기가 ‘본질적 이익(essential 

interest)에 해당하는 국가의 존립 및 독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었

다고 판단하였다.219)

- Grave and Imminent Peril

216) CMS Case, paras 320-322

217) Ibid, para 359

218) Enron Case, para 333, Sempra Case, para 375

219) Enron Case, para 306, Sempra Case, para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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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상황이 당시 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상

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기와 관련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

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0)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국가로서는 위기 상황이 악화되는 것

을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

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점에 대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221)

- 유일한 수단(only means)에 대한 해석

CMS,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당시 경제 위기 

하에서 취한 조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

어서, 만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CMS,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판정부 모두 아르헨티나가 당시 경제 위

기 하에서 취한 조치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위 

세 중재판정부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수단이 가능했을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CM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치가 유일한 수단

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였을 지를 고려하면 될 뿐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이었을 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Enron과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다른 대체 수단이 전

220) CMS Case, paras 322

221) Enron Case, para 307, Sempra Case, para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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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면 될 뿐 정부의 판단을 대체하는 역

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체 수단을 중재판정부가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222)   

특히, CMS 사건은 '다른(또는 적법한) 수단이 가능하다면 그 다른 방법이 더 

비용이 들거나 덜 편리하더라도(more costly or less convenient) Necessity 

항변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ILC의 commentary223)를 인용하기도 

하였다.224)

- 해당 행위가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의 Essential Interest를 심각하

게 훼손하지 아니할 것

CMS, Enron,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약상 의무 이행의 상대방

이 되는 국가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이익

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25) 나아가 Enron,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LC 제25조가 위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를 언급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사인인 투자자’의 이

익과 관련하여서도 판단하면서, 투자자의 이익은 Necessity 항변 원용으로써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26) 

222) CMS paras 323-324, 중재판정부는 이 요건에 대하여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하고 있다, Enron Case paras 308-309, Sempra Case paras 350-351

223) 2001 ILC Report p.203 para (15)

224) CMS Case, para 324

225) CMS Case para 358, Enron Case para 341, Sempra Case para 390

226) Enron Case paras 341-342, Sempra Case paras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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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제 의무가 Necessity Defense 원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

CMS 사건에서 청구인은 BIT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에 있다는 점과, 특히 경

제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의무 예외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아

르헨티나의의무 위반에 대한 Necessity 항변의 원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였

고227), Enron, Sempra 사건의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해당 국제 의무가 

Necessity Defense 원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위 요건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228)  

그럼에도 불구하고, CMS, Enron, Sempra 사건의 모든 중재판정부는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Necessity 항변이 원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아

르헨티나 BIT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원용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

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29) 

-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을 것

CMS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ILC 초안의 commentary를 원용하면서, 국가가 

단순히 부수적으로나 지엽적으로 상황 조성에 기여한 경우만으로는 불충분하

다고 하고 충분히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30) 하지만 아르헨티

227) CMS Case para 337

228) Enron Case para 299, Sempra Case para 338

229) CMS Case paras 354-355, Enron Case paras 333-334, 341, Sempra Case paras 

374-375, 390

230) CMS Case, paras 3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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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의 뿌리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며 2002년에 정점에 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실패로 위기에 이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

고 그와 관련한 책임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31) 

Enron, Sempra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도 역시 10여년에 걸친 정부 실패와 관

련하여 아르헨티나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Sempra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외부적 원인도 결국 아르헨티나가 자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책임으로 보았다.232)

(2) LG&E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

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서로 별개의 요건을 가진 별개의 항변

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CMS 원 판정이 그 요건을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서로 혼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보다 정확한 것이었다. 다만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시기상 앞선 CMS 판정과는 달리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서로 별개

의 항변으로 보았지만, 판정문에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해서도 판

단을 하였던 것인지,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 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도 하였던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다233). 

231) Ibid

232) Enron Case paras 311-312, Sempra Case paras 353, 354

233) 위 중재 판정부는 “ILC 초안 제25조과 관련한 위와 같은 요건 분석은 독자적으로 아르

헨티나의 항변을 구성하지는 않지만”(LG&E Case para 258)이라고 하고 있어 마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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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어도 위 중재판정부는 일반 국제법상(general international law) 

Necessity 항변 요건에 따라 검토하더라도 Necessity 항변 요건이 성공적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던바, 그 요건을 ILC 초안 제25조에 기하여 고찰하고 있

다234).  

- Essential Interest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본질적 이익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한 문제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중대한 경제적 위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2001년 12

월 당시 아르헨티나의 위기 상황은 최고도의 공공 혼란을 구성하였고 아르헨

티나의 본질적 안보 이익을 위협하였다고 판시하였다.235)

- Grave and Imminent Peril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본질적인 이익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급박성에 대하여 곧 발생할 것이라는 의

미로 해석하였다.236)  

- 유일한 수단(only means)에 대한 해석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위 사건에서 판단될 항변이 아닌 것 같은 표현이 있기도 하나, 

“아르헨티나가 BIT 제11조와 국제 일반법상 Necessity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

여 세 가지 관련 문제가 있다(LG&E Case para 262)”고 하기도 한다.   

234) Ibid, paras 245-256

235) Ibid, paras 231, 251-252

236) Ibid, para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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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하에서 취한 특정 조

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일련의 

조치를 한 데 묶어 접근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위 중재판정부는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essential interest in serious imminent peril)에 

해당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당시 공공 요금과 관련

한 아르헨티나의 일련의 조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아르헨티나가 취한 조치가 해당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는데,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미국 달러화에 의한 계산과 US PPI에 따른 

조정을 폐지하고 가스 요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한편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가 

위기 대처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

였다.237) 

그리고 위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 조치는 당시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할 수 있었을 다

른 여러 가지 경제 조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공공 요금 문제를 포

함한 전반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였

던바238), ‘유일한 수단’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체 방법이 있었는지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다.

237) Ibid, paras 239, 242, 이 부분은 ‘유일한 수단’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38) Ibid, para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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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행위가 다른 국가 및 국제 사회의 Essential Interest를 심각하

게 훼손하지 아니할 것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CMS, Enron,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와는 

달리 상대방 국가 또는 사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국가’의 이익을 중대

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239)

- 해당 국제 의무가 Necessity Defense 원용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에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의 Necessity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 요건도 함께 살폈던 점에 비추건대, 미국-아르헨티

나 BIT가 위 국제관습법상의 항변 자체를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고 보여진다.

- 해당 국가가 당해 상황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을 것

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에 대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첫째, 청구인이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

였으며, 둘째,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한 당시 조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진

정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 정부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시하였다.240)

2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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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요건인 “국가가 해당 

위 기 상황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항변을 원용하는 피청구인 

국가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판단하는데 

당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조치에서 알 수 있는 정부의 의도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LC commentary241)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자가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clean hands" 원칙에 의

하는데, ILC 제25조 제2항 (b)호의 경우 위 예외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가가 해당 상황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

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국가가 해당 위기의 조성에 단순히 부수적(incidental)

으로나 지엽적(peripheral)으로 기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는 충분히 상

당한 정도이어야(sufficiently substantial)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중재

판정부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no serious evidence)242) 본 점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국

가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기 상황

이 벌어진 상태에서의 정부 측 의도만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서는 아니하고 이 

경우 반드시 위기 상황에 이르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중재판정부가 설시한 판단 이유는 다소 불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적용 범위

240) Ibid, para 256

241) 2001 ILC Report p. 173, para (9), p.205, para (20)

242) LG&E Case, para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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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27조 제1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

만, 긴급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 책임이 면제

되고, 긴급 상황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어도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43) 

다만, 위 중재 판정부는 Kirchner 대통령이 취임한 2003. 4. 26. Necessity 상

황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는데,244) 당시 아르헨티나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던 

Necessity의 원인이 경제 위기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써, 그것도 취임일 당일에,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근거가 부족하고 작위적이지 아니한가하는 의문이 든다.

(3) Enron annulment 

Enron 무효위원회는 유일한 수단(only means)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이전 

판정들보다 매우 상세한 요건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살

피건대, 위 무효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서 권한을 남용하고(an excess in power),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이 부분과 관련된 원 판정을 취소하였다. 

위 무효위원회는 ‘유일한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

지 고려 요소에 대하여 설시하였다. 

첫 번째, ILC 제25조가 정하는 “유일한 수단”에 대하여는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컨대 문자 그대로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해

243) Ibid, paras 260-261, 264

244) Ibid, paras 244, 263,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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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아르헨티

나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조치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므로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충족

되기란 극히 어려울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의 예로, 다른 

수단이 비슷하거나 더 중대한 국제법 위반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도 보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단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덜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국

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245)

두 번째, 대체 수단의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

를 들어 위기를 타개할 확률이 90% 정도 되는 방법과, 50~60% 정도 되는 방

법이 존재할 경우, 후자를 전자의 대체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장

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246)

세 번째,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누가 결정하며,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하

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중재판정부

가 판단할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판정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조치가 취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

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국제 관습법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게 판단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 국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할 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47)

위 무효위원회는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무효위원회의 견해를 밝히지는 아니

하였다. 특히 첫 번째 문제에서, ‘국가가 Necessity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

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245) Enron Annulment Case, paras 369-370

246) Ibid, para 371

247) Ibid, para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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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판단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

만 위 무효위원회는 위 세 가지 요소가 마땅히 분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판정부는 위 세 가지 점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는 권

한을 남용하고(an excess in power), 판단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취소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Enron 무효위원회는 정부가 취한 조치가 해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법률적 문제이며 경제 전문가의 의견

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48)

(4) Continental Casualty

Continental Casualty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를 

lex specialis로 보아 국제 관습법은 이를 해석함에 있어 보충적으로 적용하였

다. 

위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이 조약상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도, 국제 관습법

상 아르헨티나가 해당 상황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도 판단하였

는바,  “clean hands" 원칙을 인용하였던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와 마찬가

지로, 자기에게 책임 있는 자가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만약 그러하다면 조약상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249) 하지만 비록 국가에게 정책 재량이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금지시킬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당시 아르헨티나가 IMF 등 외부 

기관의 권고에 따랐던 것은 당시 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248) Ibid, para 377

249) Continental Casualty Case, para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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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아르헨티나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하여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250) 

나. 항변의 효과

CM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만약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상 책임을 져야한

다고 판시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27조가 배상 책임과 관련한 국

제 관습법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다만 위 중재판정부는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는 당시 위기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당시 상황에서 완전히 격리되

어 보호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양 당사자가 손실을 합리적인 방법

으로 분담하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이 비즈니스 위험에 대한 보험

증권이 되어버릴 수 있다면서, 결국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배상액을 삭감하였다. 251) 

이에 대하여 CMS 무효위원회는 원판정부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상 

Necessity 항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한다고 지적하

면서, 미국-아르헨티나 BIT상의 의무가 아예 면제됨으로써 의무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52) 

LG&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27조가 어떠한 상황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근거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였던 이상 아르헨

250) Ibid, paras 235-236

251) CMS Case, paras 244, 248, 356, 390-391, 393, 443-446

252) Ibid, paras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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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는 Necessity 항변 요건이 성공적으로 충족되는 기간에 한하여는 조약상 

의무에서 벗어나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253)   

다. 평가

모든 중재 판정부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ILC 초

안 제25조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였다.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동

일한 근거 규정에 비추어, 그것도 성문화까지 이루어진 국제관습법에 기하여,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그 결과에는 중재 판정부마다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였

다. 

여기에서는 입증 책임도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MS, Enron, 

Sempra 사건과는 달리, ‘유일한 수단’ 및 ‘국가의 해당 상황에의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LG&E 사건에서 Necessity 항변

이 성공적으로 원용되었던 점을 보건대 더욱 그러하다. Necessity 항변은 이

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affirmative defense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르헨티나가 Necessity 항변의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사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Necessity 항변의 원용을 사실상 봉쇄하여서는 안 될 것이

다.

예컨대 CMS, Enron, Sempra 판정의 논리에 따르면 위 판정부에서 Necessity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바, 그렇다면 판정부는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 즉, 왜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소한 설

명을 제시함으로써 판단 이유를 설시하였어야 한다. 그 다른 수단에 대한 설

253) LG&E Case, para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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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정부가 취하였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을 대체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에 국한되

면 될 것이므로 이것이 중재 판정부가 설시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Enron의 무효위원회 판정에 찬동한다.  

즉,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의 정도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을 입증할 책임

이 Necessity 항변을 원용하는 아르헨티나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CMS, Enron, Sempra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태도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

다. 경제 정책은 당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에 이루어져야 효과

를 발휘하기에, 모든 가능한 대안을 정책 결정 당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기

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바, 그러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을 엄격하게 증명하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실질적으로 위 항변을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불가피한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중

재 판정부도 누차 강조하였듯이 사후적인 관점에서 당시 정책 결정자의 결정

을 대체하려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이 점이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내포하는 

의미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CMS, Enron, Sempra 판정의 논리에 따르면 위 판정부에서 Necessity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또다른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당시 경제 위

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중재 판정부도 인정하

였듯이 경제 위기의 현상이 대내외적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 혹은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사후

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는 보다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IMF 등의 권고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압력도 작용

하는 점을 고려하건대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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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정리 - CMS으로부터 Continental Casualty에 이르기까지의 다

양한 스펙트럼

위 중재 판정례들은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1조라는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에도 너무나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바, 동일 조항에 대한 법해석 

및 적용에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할 문제이

다. 이는 국제 투자 중재 사건에서 많이 다루어져온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나 Umbrella Clause와는 달리, 위 조약상 NPM 조항은 그 이전에 

국제 투자 중재에서 다루어질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위 중재 판정들을 기화로, 많은 비난과 논란 가운데 학계나 실무에서 이에 대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점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발생 가능한 극도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Necessity 

항변에 대한 국자 투자법 체제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각 중재판정부마다 법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조약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정립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던 측면이 크다. 이것이 두 개의 항변인지 아니면 

하나의 항변인지, 조약 해석에 있어서 국제 관습법이 그 요건을 전부 대체하

여야 하는지, 보충적으로 참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조약 자체

로서 독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이다. 또한 각 요건에 접근 하

는 방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하는 방법도 더욱 정교하게 발전해 나갈 경

우 심사 단계에서의 법 해석상 비일관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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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향후 연구 과제

1. 심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지만, 학계는 Necessity 항변에 대한 판

단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 심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에서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3단

계 balancing test, 가치 형량과 관련하여 비교적 여러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

는 proportionality test, Continental Casualty 사건이 적용하였던 WTO 체제

의 least restrictive means test 등 각 심사 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 어느 방법

론이 가장 국제 투자 중재에서의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적합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2. 배상액 산정 

아르헨티나 중재 판정례의 결론을 살펴보면, CMS 사건 판정의 경우 청구 금

액 $ 261.1million 중 $ 133.2 million, Enron 사건 판정은 잠정적 손해 배상액

수로 산정되었던 $278,722,689에서 $543,809,030까지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106.2 million, Sempra 사건 판정의 경우 청구 금액 $209.38 million 중 

$128,250,462를 배상하도록 판정하였고, 그에 비하여 LG&E 사건 판정은 청구

금액 $248 million 중 $57.4 million를 배상하도록 판정하였다. 앞의 세 사건의 

경우 Necessity 항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LG&E 사건 판정

은 Necessity 항변 요건이 충족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상하

도록 판단되었던 점을 고려하건대, 실제 인용 금액은 Necessity 항변의 인용 

여부 말고도 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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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도 실질적으로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국내법에의 정합성이 국제 투자 중재에서의 Necessity Defense에 미

치는 영향

ICSID 협약 제42조 제1항은 준거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특별한 합의가 없

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더불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을 포함하고 있는바,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에의 정합성이 국제 투자 중재에서의 Necessity Defense에 미

치는 영향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쟁점은 이미 아르헨티나 사건 

중 CMS, Enron, Sempra 사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imprevision 국내법과 관

련하여 문제가 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까지 연구 범위를 확

장시키지 못하였다. 국내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관련하여 보

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

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

이 되었다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긴

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조약, 통설에 의하면 법률과 동등한 지위만을 가지

는 조약에서 부여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그것도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국외의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심사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4. 긴급 상황에 따른 처우 기준의 조정

이는 Necessity 항변에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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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하에서 만약 조약상 투자자에 대한 처우 기준 자체가 다소 조정되어 낮아

질 수 있다면 국가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Necessity 

항변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ational Grid 중재 판정부는 이와 관

련하여 무엇이 공평 타당한 것인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통상적이고 일반

적인 상황에서라면 공평 타당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도,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 하에서라면 반드시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

였다.254) 즉, 위 중재 판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 위기 상황으로부

터 완전히 차단되어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254) National Grid Case, para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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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이상에서 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국가가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조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약상, 그리고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원칙적으로 조약상 Necessity 항변과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서로 독

자적인 요건을 가진 별개의 항변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조약상 

Necessity 근거 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때로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약 해석상의 원칙인 비엔

나 협약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뿐이다. 결국 이 모

든 문제는 조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며, 조약상 Necessity 항변은 그 내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약상 Necessity 항변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는 달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닐 수도 있으며, 애

당초 투자자에 대한 조약상 의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예외 조항으로서 규정

될 수도 있다. 특히 조약상 Necessity 조항이 해당 조약의 의무에서 제외시키

는 효과를 가질 경우(carving-out), 처음부터 의무 위반이 없어 그로 인한 국

가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

우에도 조약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제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이 개

입될 가능성은 있는바, 예컨대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국가

가 해당 상황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을 Necessity 항변의 ‘clean 

hands'와 관련한 근본 취지와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써 보충할 여지가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사건과 관련한 ICSID 판정례의 분석 결과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Necessity 항변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LG&E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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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인정하였던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Continental Casualty 판정의 경우 조약상 Necessity 

항변을 lex specialis로 본 다음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요건을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살폈을 뿐,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에 대해서 별

도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었다.

 

결국 국가의 정책 재량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Necessity 항변은 조

약상 그 관련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

다.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미국-아르헨티나 BIT가 체결될 무렵인 

1990년대 초반에는 국제 투자 협정이 외국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체결되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아르헨티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아르헨티나 BIT 제11조가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확인한 것에 불과

할 뿐이므로 국제 관습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강력한 근

거는 국제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체결되므로 그 취지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위 제11조를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관련 ICSID 중재 판정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특히 초반에 판

정된 CMS, Enron, Sempra 등 사건은 모두 아르헨티나의 Necessity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에는 국제투자협정으로 인하여 국가재량권이 축소된 것에 대

한 우려와 반발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이러한 국가 재량권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의 확대는 2004년 미국 Model BIT의 개정과 더불어 실제로 그 무렵 체

결된 국제 투자 협정의 대세적인 추세를 이루었다.255) 이러한 흐름이 국제투

자협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는지, 즉 과연 바람직한 변화인지에 대한 논

의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조약 체약국은 투자 보호와 국가 재량권의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와 

같은 흐름과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결된 국제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서는 이러한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55) José E Alvarez, The Return of the State,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July 2011 <http://www.minnjil.org/wp-content/uploads/2011/07/Alvarez-Final-Ver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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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되었을 경우의 효과 역시, 조약상 Necessity 항

변과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을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조약상 Necessity 

항변의 경우, 원용의 효과가 애당초 투자자에 대한 의무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법

성 조각 사유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LG&E 사건의 판정부가 ILC 제27조의 모

호성을 지적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라도 일단 긴급 상황을 벗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진다. 반면에 국제

관습법상 Necessity 항변의 경우, CMS, Enron, Sempra 사건의 판정부에 의하

면 설령 성공적으로 원용된 경우라도 보상 책임을 지게 되고, LG&E, 

Continental Casualty 사건 판정부의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언급된 바 

없어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조약 문언을 작성할 

때, 조약상 Necessity 규정 또는 국제관습법상 Necessity 항변과 관련한 배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 ‘necessary', 'essential interest', 'only means' 등 용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국제 중재 판정에서 Necessity 항변이 성공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접근 방법 및 심사 방법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꾸준히 연

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용어가 조약상 사용되는 경우, 정의 규정을 두거나 

예시 항목을 둠으로써 보다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

다. 

국제 투자 중재에서의 Necessity 항변에 대한 논의가 향후 더 깊이 있는 연구

를 통하여 발전함으로써, 국가와 투자자 권리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제공하고, 이로써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법치주의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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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fence of Necessity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gime

Youngjin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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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ense of necessity under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state may invoke the state of necessity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be precluded from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to 

justify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defense of necessity may be invoked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ch has accepted the notion of "necessity" as an 

excuse precluding wrongfulness. ILC Draft Article 25 stipulates the 

elements of necessity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so, the defense of necessity may be invoked under the BIT which 

contains a provision such as NPM(non-precluded measures) clauses. 

And BIT does not necessari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voking the 

state of necessity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se two "Necessity" defens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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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 defenses with different elements. The analysis should not be 

conflate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which means that the defense of 

necessity under specific treaty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31 and 

32. 

Key wor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necessity, ILC Article 25, economic 

crisis, state responsibility,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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