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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의

국가행위 귀속 문제 연구

- ILC 국가책임 초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양 준 열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국영기업(State enterprise) 등의 행위가 투

자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등 투자협정을 근거로 투자자-국

가 간 중재 (ISDS)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된 실체(entity)의
행위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귀속

(attribution)이 우선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문제된 행위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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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영기업 등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였으나, 일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라고 한다.)가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해 놓은 ‘ILC 국가책임초안’이 일반적인 원칙을 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연 특정한 독립적 법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ISDS 사건에서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국영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대한 판

단기준이 중재판정부마다 달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의 입장에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ISDS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제법상 ‘귀속’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하여, ISDS 사건에서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무엇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ISDS 제도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로 국제법상 귀속 관련하여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ILC 국가책임 초안’ 규정 중 ISDS 사건에

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중점적으로 검

토하였다. 둘째로 이와 같은 ILC 초안 규정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가행위로의 귀속이 문제된 ISDS 판정례 22건(귀속 긍정례 13건, 귀속

부정례 9건)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ISDS 판정례 중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과 같이 투자협정 상 국영기업 행위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근거로 귀속이 부정된 사례에 착안하여, 한국·미국·
중국·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귀속 관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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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규정들 58개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ILC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ILC 초안 제4조는 국가기관(State organ)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

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는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국내법 상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가 실제로 그 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한 경우 국가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ILC 초안 제8조는 제4조나 제5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 실체라도, 국가로부터 지시·지도·통제(direction, instruction, 
control)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본 논문은 제8조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을 다음과 같

은 요건으로 세분화하였다. ① 국가가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사

적 실체를 직접 접촉했을 것(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②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시가 있었을 것(legal 
enforcement of control), ③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직접적 지시와 투

자자에게 발생한 불리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 등 요건이 입증되어야 국가

의 실효적 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SDS 사건에서 이와 같

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중재판정부의 주관적 판단을 예방하고 판

정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된 ISDS 판정례들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판정례들은 대체로 귀속 여부를 관할이 아닌 본안에서 판단하였

다. 또한 Maffezini, Salini, Nykomb 사건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정례

들은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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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Bayindir, Bosh International, Jan 
de Nul, Gustav Hamester 사건 등의 경우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가 실제

로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속을 부정하였다. ILC 
초안 제8조의 적용이 문제된 판정례 들의 경우, 대체로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지시·지도·통제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였다. 특

히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C 초안이 아니라 근거협정 상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귀속 여

부를 판단하였다.
  셋째로,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들 중 귀속 관련 특별 규정은 ① 규제적

(regulatory) 권한을 규정한 투자협정, ② 권한 위임(delegated)을 규정

한 투자협정, ③ 정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 등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규제적(regulatory) 권한을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2004 미국 모델 BIT 2.2.(a)를 반영한 미국-오만 FTA 10.1.2.조가 있고, 
권한 위임(delegated)을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한-미 FTA 
11.1.3(b)이 있다. 또한 정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1994 미국 모델 BIT 15.1(a)를 반영한 미국-아르메니아 BIT 12조와 한-중

FTA 1.4 및 12.1조가 있다. 
  이중 규제적 권한을 규정한 2004 미국 모델 BIT가 귀속의 범위가 가

장 좁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자본수입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

다. 한국은 대체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기 때

문에 한-미 FTA와 같이 중립적인 귀속 규정을 두는 것이 일견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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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투자협정 체결 시 자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자본수입국의 위

치에 있는지, 자본수출국의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그에

합당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ISDS 사건에서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 각 사건의 중재판정부마다 적

용 기준 및 결론이 달라 대체적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일관된 원

칙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투자협정 체결 시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삽입해 둠으로써 분쟁 발생 전에 귀속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예측가능성 · 법적안정성과 분쟁예방의 측면에서 더

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 귀속, 국제투자분쟁(ISDS), 국가책임, 국제법위원회(ILC), 투
자협정, 국영기업, 국가기관, 실효적 통제

학번 : 2014-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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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오늘날 각 국가들의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가진 권한을 분산하려는 시도로 다양

한 국영기업(State enterprise), 공기업(Public company) 및 공공기관

(Public institute)들이 등장하고 있다1). 이러한 비정부적 실체

1) ISDS 사건들에서 국영기업(State enterprise)과 공기업(Public company, 
Public enterprise)이라는 용어가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대체로 'State enterprise' 라는 단어가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기업은 국영기업으로도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한국법 체계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은

공기업 및 국영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영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등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여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는 실체들을 “비정부적 실체(non-governmental 
bodies, 이는 후술하는 한-미 FTA 11. 1. 3(b)에 규정된 용어이기도

하다.)”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ISDS 사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State enterprise’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위 개념들을

편의상 ‘공기업 · 국영기업 등’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국영기업·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중 공공기관 부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 공기업 부분’, ‘두산백과 중 국영기업 부분’ 및
이하 URL 각 참조)  

   - 공기업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021&cid=43667&categoryId=43667
   - 국영기업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035&cid=40942&categoryId=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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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overnmental bodies)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상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적 기능

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

면서 종래에 중앙정부 혹은 행정청 등 국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계약을 맺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위 국영기업 등과 같은 비정부적 실

체(non-governmental bodies)가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영기업 등과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계약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국영기업의 계약 위반 행위가 투자유

치국의 행위로 귀속(attribution)된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2)’라 한다.)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여러 ISDS 사건들에서는 국영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등 일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실체(entity)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간

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제로

문제된 실체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즉 국가행위로의

귀속(attribution)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어떤 ‘실체(entity)’가 국가기관임이 명백하다면 그러

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국제책임을 진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이론이 없고, 이는 국제법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영기업 등 비정부적 실체

(non-governmental bodies)가 행한 조치가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야기

   - 공공기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444&cid=42152&categoryId=42152
2)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어로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는 약어로 'ISDS'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ISDS의 대표적 유형은 ’국제투자협정중재(혹은 국제투자중재)‘이며 
이는 편의상 Treaty Arbitr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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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경우 이러한 비정부적 실체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귀속된다면 ISDS 사건에서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여러

ISDS 사건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성안한 ILC 국가책임 초안3)(이하 ‘ILC 초안’이라 한다.)은 제2
장에서 ① 국가기관(state organ)의 행위, ②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받은 실체의 행위, ③ 정부권한

을 수권 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한 행위(권한 유월 행위), 
④ 특정한 실체에 대한 국가의 지시 · 지도 · 통제(instruction · direction ·
control)가 있는 경우 그 기관 혹은 실체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

(attribute) 시키는 조항 등 귀속의 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많은 ISDS 판정례들이 위 ILC 초안 상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되는 행위

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ISDS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ILC 초안의 관련 조항들을 우선 살펴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

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ILC 초안 상 귀속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가행위로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된 다양한 ISDS 판정례들의 사안별 특

징을 검토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귀속이 문제되는 ISDS 
사건들의 경우,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ILC 초안의 적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판정들이 있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ISDS 제도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귀속이 쟁점이 되

었던 다양한 판정례들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기준이 보다 타당한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정식명칭은 “2001 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다.



- 4 -

  특히 귀속 관련 ISDS 판정례 중 일부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 근거 협정

에 국영기업 등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었는바, 이러한 특별규정으

로 인해 일반규정인 ILC 초안이 적용되지 않고 위 특별규정이 귀속 여부

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였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등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들에

기술된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을 유형별로 비교 ·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어떤 유형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이 투자유치국 혹은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각 국가가 처한 상태에 따라 어떤 유형의 규정이 보다

유리한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논문은 먼저 제2장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귀속의 기준에 관한 여러

견해들의 대립을 검토하고, ISDS 사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 제3장에서 많은 ISDS 판정례들에서 귀

속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ILC 초안의 규정들을 제4조·제5조·
제8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LC 초안 제4조는 국가기관을, 제5
조는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실체의 행위를, 제8조는 정부로부터 지시·지
도·통제를 받은 실체의 행위에 대한 귀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각 규정들에 대해 ILC의 공식 주석서를 토대로 하여 종래의 논의를

우선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저자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가 된 ISDS 판정례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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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례들을 22건(귀속 긍정례 13건, 귀속 부정례 9건) 엄선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ISDS 중재판정부가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

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ILC 초안 규정 및 기존의 판정례들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ISDS 사건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미국·중국·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이 체결

한 투자협정 중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 58개 선정하여 유형별로 비교·분
석하였다. 이러한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을 ① 규제적 권한을 규정한 협

정, ② 권한 위임을 규정한 협정, ③ 정부조직을 규정한 협정으로 유형화

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투자협정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유럽 등 타국의 투자협정문 중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

과 기존에 한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문들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가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삽입할 수 있는 귀속 관련 특별규정으로는

무엇이 바람직하며,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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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위 귀속의 기준

Ⅰ.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국제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으로서, 전통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이러한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는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

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① 문제된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

고(귀속, attribution의 문제4)), ② 그 행위가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구성해

야 한다(행위의 국제법상 위법성(wrongfulness) 문제).5)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귀속 및 행위의 위법성

요건 외에도 손해배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고의·과실’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객관적 책임론(objective theory of responsibility)은 일단 국가기관의 위법행

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국제법상 국가책

임을 지게 된다는 견해이다. 반대로 주관적 책임론(subjective theory of 
responsibility)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4)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Article 2 (a), p.34.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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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에게 지울 수 있다는 견해이다.6)”  

 이에 대해 UN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ILC 국가책임 최종초안

(ILC 초안) 제1조 및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고의나 과실

을 국가책임의 독자적인 주관적 요소로 보지 않고, 다만 위법성의 배제

사유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거나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과실을 고

려한다.7)” 
 ILC 초안 제1조 및 제2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ILC 초안 제1조] 
 Article 1 : Responsibility of a State for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ntail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at State. 

6)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2), 대한국제법학회, 2007, p. 217.
7) Ibid., p. 223.;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Article 39, 
p.109.

    [Article 39.  Contribution to the injury] 
    In the determination of reparation,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contribution to the injury by wilful or negligent action or omission of 
the injured State or any person or entity in relation to whom 
reparation i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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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제2조] 
 Article 2 : Elements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There i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when conduct 

consisting of an action or omission: 
   (a)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b) constitutes a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이외에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손해 발생’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ILC 초안 제31조는 ‘손해’가 국가책

임의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두고 있다. ILC 초안 제31
조는 “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1항)”, “이 피해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국제위법행위

에 의해 야기된 여하한 손해를 포함한다(2항)”라고 규정하였다.8)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책임 추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물질적 손

해만큼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책임의 요건으로 ‘손해 발

생’이 요구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ILC 초안 제2조는 국제위법행위의 정의에서 손해의 요

8)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Article 31, p.91. 

    [Article 31.  Reparation]
    1. The responsible State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full reparation for 

the injury caused by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2. Injury  includes any damage, whether material or moral, caused by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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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9),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는 경

우 이는 국가의 국제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그러한 의무 위반의 결과에 불과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보

지 않는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10)

  결국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은 ILC 초안 제1조 및 제3조가 규

정한바와 같이 Attribution과 International Wrongfulness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자인 국가행위 귀속과 관련하여, ISDS의 신청인(투자자)은 어느

국가의 기관(organ)이 국제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직접 하였거나(이하

‘작위에 의한 국가귀속’이라 함), 그 기관이 제3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반하

여 제3자의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사실(이하 ‘부작위에 의한 국가귀

속’이라 함)을 입증해야 한다11).  이러한 국가책임 성립요건 중 ISDS 사
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떠한 실체(entity)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

속되는지 여부인바, 본 논문은 이 요건 중 Attribution 문제에 집중하여

이 요건이 ISDS 사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9)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2), 대한국제법학회, 2007, p. 227. 더 나아가, 해당 논문은 “이러한

입장의 결과, 국제법의무의 위반은 있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국제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선언적인 구제조치를 판결하기도 한다("Damage which is inherent in an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s the damage which is at the same time 
inherent in any breach of an international obligation." ; Damrosch, 
Henkin, Puch, Schachter, & Smit,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4th Ed., West Group, 2001, pp.692-3.)”고 설명한다.

1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p.333-334.
11) 박노형·오현석·이재우,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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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귀속의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ISDS 사건에서 귀속이 쟁점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이 명백한 실체의 경우, 그러

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실체의 경우, 그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여러 견해들이 대

립하고 있다.   

  가.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 행사 기준설

  ILC 초안은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는 국가행위로 귀속된다고 규정하

는바(제4조), 그 주석서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적이거나

(commercial), 관리행위(acta iure gestionis)라 해도 국가로 귀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2) 이와 달리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13)의 경우에는 “정부

12) [원문 : 『It is irrelevant for the purposes of attribution that the 
conduct of a State organ may be classified as “commercial”, or as acta 
iure gestionis.』];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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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행사(공권력 행사, exercise of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
y)14)”를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15), 
제7조, 제9조16)). 따라서 ILC의 입장에 의하면, 문제된 실체의 행위는 그

실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권한 행사(혹은 공권력 행사)를 구성하는 경우

에 한해 그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이다.  
  ILC 초안은 국가기관 이외의 실체들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권력 행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의하

면 권력적 통치행위(acta jure imperii)의 경우에는 귀속이 긍정되는 반면, 
관리행위(act jure gestionis) 혹은 사법상 행위(acta jure privatorum)와 같

은 비권력 작용은 귀속이 부정된다.17)

13) 예컨대, 국영기업, 공기업 등이 ISDS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로

자주 등장한다. 
14) ILC 초안 불어본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를 "exercice de pré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라고 표현하고 있다.(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 46. 참고)

15) ILC 초안 제6조 : 타국에 의해 한 국가의 통제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후자의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 기관이 그 통제국의

정부권한의 행사로서 행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문 : “The conduct of 
an organ placed at the disposal of a State by another State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form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organ is acting in the exercise of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of the State at whose disposal it is placed.”]

16) ILC 초안 제9조 : 개인 또는 집단이 공권력의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러한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원문

: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exercising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in 
the absence or default of the official authorities and in circumstances 
such as to call for the exercise of those elements of authority.”]



- 12 -

 이러한 ILC의 입장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귀속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공법인 등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의 직무상 행위는 관리행위

혹은 사법상 행위인 경우에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비

판이 있다. 즉, 공권력 행사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며, 이는 실질

적으로 국가를 위해 취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묻고자 했던

ILC의 당초 의도에 배치된다는 것이다.18)

  나. 영토적 통제 기준설

  J. Lenoble은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영토적 통제(territorial control)를 제

시하면서, ‘통제 권한의 유효한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즉, 문제된 실체가 국가의 영토적 통제 범위 내에서 실

1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7 참고; 이에 대해 Condorelli는 
‘공권력 행사’라는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국제법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국내법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직무상으로(ex quatitate) 취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는

공권력과 무관하더라도 귀속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단체나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등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라 해도 그들이 국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행위한 경우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나 마찬가지로서 그 성질이 관리행위 혹은 사법상

행위라 해도 국가행위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Condorelli, 
"L'Imputation à l'Eta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 solutions 
classiques et nouvelles tendances",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4/VI, p. 71.; 
Ibid, p. 48.).; 그러나, 위 Condorelli 가 제시한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라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 등의 사법상 행위까지 국가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귀속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私見).
1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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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공무수행으로서 취한 모든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국내법상 국가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

하는 공공단체 혹은 사실상의 국가기관들 역시 국가의 영토적 통제 하에

있는 한 해당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19)  H. Triepel 역시 국가의 영토

관할권에 근거하여 국가가 영토상의 사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그러나 영토적 통제 기준으로는 외교사절과 같이 소속국의 영토 통제

권과 관계없이 행위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또한, 공해 등 영토 밖에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사인의 행

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된다.21) 따라서 영토적 통제 기준

을 귀속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조직적 관련성 기준설

  Condorelli 교수는 귀속 여부 판단 시 조직적 요소가 영토적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귀속의 문제는 "행위 주체와

19) J. Lenoble, Responsabilite internationale des Etats et controle territorial, 
Revue Belge de Droit International, vol. 16, 1981-1982, pp.100, 10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8. 

20) H. Triepel, Les rapports entre le droit interne et le droit international,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tome Ⅰ(1923), pp.116-117.; De Visscher 역시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는 국가의 영토통제권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Ch. De Visscher, Théories et 
réalités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Paris, Pedone, 1970, pp. 
307-30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9.)

21)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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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직적 관련성(lien organique)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

였다.22)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권력의 마비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국

가와 무관한 私人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불가피하게 공무를 수행한 경우

에 조직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문

제가 있다.23) 

  라. 국가기능 행사 기준설

  국제법상 국가행위 귀속의 목적은 국가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취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국제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

해 행해진 모든 행위는 그 성격 및 장소와 무관하게 국가기능의 행사

(exercise of State functions)로 인정되는 한 국가로 귀속된다”는 주장이

다.24) 이 견해에 따르면 영토적 통제 기준설이나 조직적 관련성 기준설

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행위25) 들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을 수

행하는 실체의 행위는 권력적 통치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위(관리

22) L. Condorelli, "L'Imputation à l'Eta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 solutions classiques et nouvelles tendances",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4/VI, 
p.8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0.

23)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0.
24) Ibid., p.51
25) 예컨대, 영토 밖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의 행위, 공권력

부재 시에 공공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사인들의 행위 등이

‘국가기능’으로 인정되면 모두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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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사법상 행위)라 해도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① 국가기능 이라는 기준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② 사법상 행위까지 국가로 귀속시킴으

로써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법인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역시 ‘국가를 대신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 취해진 것이라면 국가로 귀속되는바 이는 국가가 공법인

에 대해 별도의 법인격 및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분산하고자 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능 행사 기준설

역시 적절한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2. 검토 : 공권력 행사 기준설

  생각건대, ILC 초안의 입장인 ‘공권력 행사 기준설’이 귀속의 판단 기

준을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

다. 공권력 행사 기준설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권력적 통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는 반면, 그 실체의 비권력적 행위(관리행위 혹은

사법상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행정법 상 ‘공권력

행사’를 핵심요소로 하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국가기관

이 아닌 실체의 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에 이를 정도의 효력을 가진 고권

적 행위, 즉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규제성이 있는 행위여야 귀속이 긍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관리행위 및

사법상 행위까지 국가로의 귀속을 긍정한다면, 국가책임이 무한정 확대

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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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제반 국제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
대,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국영기업 등)가 사인과의 상업적 거래 과정에

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까지 국가행위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상

대방은 문제된 실체를 상대로 계약상 분쟁을 제기하면 충분하며, 굳이

그 실체의 계약 위반 행위를 국가행위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책임을 물

을 실익이 없는 것이다. 특히 공법인 등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는 대체로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민사소송 등에서 독

립된 당사자적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비권력적 행위까지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위와 같이 계약상 청구로 해

결될 수 있는 분쟁임에도 국가에 대한 ISDS 청구가 남용될 우려가 있

고, 이는 곧 불필요한 국제분쟁을 양산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권력 행사를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ILC 
초안 규정들을 국제투자분쟁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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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LC 국가책임 초안 검토

Ⅰ. ILC 초안 규정 및 해석

 1. ILC 초안 개요

  2001년 8월 ILC에서 국가 간 국제책임 발생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리하여 발표한 문서로, 정식 명칭은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

임 초안, 이하 ‘ILC 초안’이라 한다)” 이다. 
  ILC 초안은 제정 당시까지 논의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성

문화하고자 하는 약 40년간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아직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라는 한계와,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형태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6) 그러나 ILC 초안은 국제법상 국가책임

에 관한 다양한 국제관습법들을 반영한 것으로서27), 실제 ISDS 사건에서

26)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2), 대한국제법학회, 2007, p. 210.
27) 이와 달리, “ILC  초안의 많은 조항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모든 조항들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Pierre 
Klein, "The State of State responsibility" : Proceedings of the 
Ninety-Six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 Proceedings 96, 2002, p. 169 ; 오병선,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2(2), 대한국제법학회, 
2007, p. 210.). 또한, 위 지침의 가치에 대해 위 논문은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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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재판정부들은 위 ILC 초안을 ‘국제관습법, 혹은 적용 가능한 법

규칙’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귀속과 국가책임 등에 관한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28) ILC 초안은 총 4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Part 1의 제2장(국가행위로의 귀속) 부분이 국가책임 귀속과 직접 관

련되어 있다29). 

 2. 귀속 관련 조문30)

  위와 같은 ILC 국가책임 초안 규정들 중 ISD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은 다음 3가지이다.

  [ILC 초안 제4조]
  Article 4 :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채택에 버금갈 정도로 국제법의 성문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시대의 권위 있는 지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오병선, Ibid., p. 209-210.).    
28) 후술할 ‘제4장. 귀속 관련 ISDS 판정례 분석’ 중 ‘ILC 초안을 적용한

판정례’ 부분 참고

29) ILC 국가책임 초안의 전체 목차는 ‘별첨 1.’ 참고

30)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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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31) 

  [ILC 초안 제5조]
  Article 5 : Conduct of persons or entities exercising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32)

  [ILC 초안 제8조]  
  Article 8 : Conduct directed or controlled by a State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31) [저자 번역, 이하 ILC 초안 및 그 주석서에서 인용된 부분들은 저자가

번역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제4조 국문 : (제1항)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입법･행정･사법･기타 기능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조직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 중앙정부인지 지자체인지 등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2항) 기관은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진 개인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32) [저자 번역] 제5조 국문 : 제4조에 따른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내법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 실체의 행위는 그 개인 · 단체가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 국제법상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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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33)

 3. 관련 조문의 해석34) 

  가. ILC 초안 상 국가책임 귀속의 일반론

  전술한바와 같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

제적 의무 위반 이전에, 문제된 행위가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

어야 한다. ILC 초안 제2장은 아래와 같이 국제법상 행위 귀속의 구체적

원칙 및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ISDS 사건들에서 귀속의 판단기

준으로 원용되고 있다. 

  “ILC 초안 제4조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제5조는 ‘정부권한을 행사할 권한(공권력)을 위

임받은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제6조는 ‘국가기관이 다른 국

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제7조는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 혹은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혹은 실체에 의한 행위가 그 권한을

유월하거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광의의 대리인과 유사한 것으로 초기 ILC위원회의

33) [저자 번역] 제8조 국문 : 개인 · 단체의 행위가 사실상 국가의 지시

(instruction), 지도 (direction), 통제 (control)에 의한 것일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34) 이하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8-49.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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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는 생략되었던 경우를 추가로 다루고 있다. 이는 실제의 대리 혹은

가상의 대리(an actual or constructive agency)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기관

의 지시, 지도, 통제에 의한 행위도 국가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제9
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개인’을 다루고, 제10조는 ‘새
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혹은 새로운 국가 자체를 세우려는 반란 사태와 같

은 특수한 경우’를 다룬다. 제11조는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국가 스

스로가 채택하고 승인한 행위’를 다룬다. 예컨대, 제11조는 대리 권한의 범

위를 벗어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ratification)과 같은 것을 규정한 것이

다.”35)

  이하에서는 ILC 초안 각 규정의 세세한 귀속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ILC 초안이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들을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지에

관해 ILC 초안 주석서36)를 토대로 검토해본다. 

   (1) 사인 행위 불귀속 원칙

 
  ILC 초안 주석서는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행위를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첫째는 정부기관(organs of 
government)의 행위이고, 둘째는 문제된 행위가 정부기관의 지시, 교사, 
통제(direction, instigation, control)에 의한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35) James R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September 2006, p.5, para.18.(저자 번역) 

36) 이하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p.38-39.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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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State organ)으로, 둘째의 경우는 ILC 초안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direction, instruction, control)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국가 조직(organization)이더라도, 그 행위가 그 조직의 계산 하

에 국가와 독립적으로 행해졌고 공적 권한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국가책임 제한 원칙).37)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행위는 처음부터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제한 원칙은 1923
년 Tellini 사건을 통해 ‘사인(private persons)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

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다.

37)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State Responsibility, Part I  
(Oxford, Clarendon Press, 1983), pp. 132–166.; D. D. Car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and other trans-substantive rules”, 
The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ts Contribution to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R. B. Lillich and D. B. Magraw, eds. 
(Irvington-on-Hudson, N.Y., Transnational, 1998), p. 109; L. 
Condorelli, "L'Imputation à l'Eta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 
solutions classiques et nouvelles tendances",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4/VI(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vol. 189, p. 9; H. Dipla, 
La responsabilité de l’État pour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problèmes d’imputation (Paris, Pedone, 1994); A. V. Freema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unlawful acts of their armed forces”, 
Recueil des cours…, 1955–II (Leiden, Sijthoff, 1956), vol. 88, p. 261; 
F. Przetacznik,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the 
unauthorized acts of their organs”, Sri Lank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 (June 1989), p. 151.;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8.에서 참고.



- 23 -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정

치적 범죄에 대해, 그 국가가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수사·체포하

여 재판에 넘기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성립한

다.”38)

  즉, 어떤 사적 실체(private entities39))가 외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

다 해도 원칙적으로 사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국가책임

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법거부(denial of justice)에
이를 정도로 문제된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재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국

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LC 초안은 이러한 ‘국가책임 제한 원칙’과 ‘사인 행위 불귀속 원

칙’에 입각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되지만, 국
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

했거나(ILC 초안 제5조), 국가로부터 지시·지도·통제를 받은 경우에 한

해(ILC 초안 제8조) 예외적으로 국가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8) League of Nations, Official Journal, 4th Year, No. 11 (November 1923), p. 
1349.; Ibid., 5th Year, No. 4 (April 1924), p. 524.; Janes case,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vol. IV (Sales No. 1951.V.1), 
p. 82 (1925);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8.에서 참고(저자 번역).

39) 실체(entities)는 개인 혹은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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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법 우위 원칙

  귀속이 쟁점이 된 많은 ISDS 사건들에서 ILC 초안 등 국제법 뿐만 아

니라, 국제법과 함께 국내법 역시 귀속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을 귀속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

당한 것인지,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 시 무엇이 우선하는지 문

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ILC 초안 제2조(a)는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을 것(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을 명시함으로써 국제법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하였다.40)  
  이와 관련하여 ILC 초안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귀속은 국제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행위로의 귀속은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히 국가

와 문제되는 실체 사이의 사실적 인과관계의 연결(link of factual causality)만
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41)

  한편, 위 주석서 상 “귀속은 사실적 인과관계의 연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ILC 초안 작성 과정에서 ILC의 특별보고자였던 Ago

4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39.
41)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8. para.4.(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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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에 대해 ILC 위원들 간 견해가

대립되었던바, Ago는 국제법상 “행위귀속은 오로지 국제법에 의해 이루

어지며, 국내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42) 이에 대해

Quchakov 등 다른 위원들은 “귀속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43) Ago는 이에 대해 다시 “귀속 문제는 사실 확정 문제가

아니라, 국내법 혹은 국제법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근거할 수밖에 없는

‘법적 작용’이다.44)”라고 반박했고, 결국 Ago의 의견이 ILC 초안 제2
조 (a)에 “attributable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

로 반영된 것이다. 즉, ILC 초안 주석서는 귀속은 단지 사실 확정의 문제

가 아니라 법적 문제이며, 그 기준으로 국내법과 국제법 중 국제법을 적

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ILC 초안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귀속 여부 판단

시 국제법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법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충돌 시에

는 국제법이 우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책임의 목적상 무엇이 국가기관인지를 결정할 때, 각 국가의 국내법과

관행(practice)이 중요 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구조와 국가기관의 기

능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각 국가가 그의 행정부

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국가

42) R Ago, "Le délit international",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39-II, pp. 461-46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0.

43) ACDI(ONU, 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3, 
vol. Ⅰ, p. 52, para. 3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40.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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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같이 국내법과 관행을 통해 그의 내부구조와 기능을 결정할 자유가

있는 반면, 국제법은 이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 예컨대, 경찰과 같이 공적기

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특정 조직의 행위는 가사 그 조직이 국내법상 행정부

와 구별되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국가 행위로 귀속

될 수 있다45).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 역시 국내법 상 그 기

관의 지위와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는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46)47) 

  국내법은 국제법이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각 국가 내부의 행정조

직, 국가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인 ‘문제된 실체가 독립성 및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있는

지’, 혹은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국
제법이 귀속 여부 판단의 최종적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 다만, 위 주석서는 국내법상 독립된 실

체라고 해도 국제법상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제법의 국내

법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 여부 판단 시 일차적으

로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문제된 실체의 독립성, 공권력 행사 근거 규정

의 존부 등을 살펴 사실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법을 기준으로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45) 위 주석서에서 예시로 든 ‘경찰’이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면 ILC 초안

제4조가, 그렇지 않다면 공권력 행사를 국내법상 위임받은 주체의

행위로서 제5조 혹은 국가로부터 지시·지도·통제를 받은 행위로서

제8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6) 국가기관의 권한 유월 행위는 ILC 초안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39. para.6.(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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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 우위성을 명확

히 설명하였다. 

  “이 규정들(ILC 초안 제2장)에 의해 국가행위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국제법의

문제이지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법상, 국가가 여러 개의 법인격체로

분할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예컨대, 각 부처(ministries, departments), 기관

(component unit), 국가위원회(State commissions)나 국영기업(State 
corporations)들은 국내법 상 독립된 인격·계산·책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가가 단순히 국가를 국내적으로 분할한 것에 의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는 모든 기관

및 그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그 기관들이 국내법상 독립

된 법인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48) 

  이와 같은 주석서의 설명은 문제된 실체가 국내법상 국가와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속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 국내법상 국

가와 독립된 모든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
라서 국내법상 문제된 실체가 국가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귀속 여부

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귀속 여부는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토대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다시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3) 귀속과 위법성의 구별 원칙

  ILC 초안 주석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귀속이 ‘법적 문제’임을 명확히

48) Ibid., p.39. para.7.(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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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귀속(attribution) 여부에 관한 판단과 행위의 국제적 위법성

(internationally wrongful conduct)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고 설명한다. 

  “귀속의 문제는 국제적 위법행위의 문제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귀속의

문제는 국가책임을 지우려는 목적에서 국가의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49)

  요컨대, 비록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이 법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

된 행위의 귀속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바로 국제적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귀속의 문제와 국제적 위법성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

로서 각기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이 문제되는 ISDS 
사건에서도 귀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귀속이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판단 후에 문제된 행위가 국제적 위법행위인

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특별법 우선 원칙

  ILC 초안 제2장의 귀속 관련 규정들은 ILC 초안 제55조의 ‘특별법 우

선의 원칙’에 의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50) ILC 초안 제55조(Lex 
specialis)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9) Ibid., p.39. para.4.(저자 번역)
50) Ibid., p.39. par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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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제55조] 
   These articles do not apply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r the content or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a State are governed 
by special rules of international law.51) 

  예컨대 국가 간 협정에 국가행위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ILC 초안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국가는 어떤 실체의 행위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후술할 Al Tamimi v. Oman 사건52)의 경우, 
US-Oman FTA 10.1.(2)조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 위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ILC 초안 제2장의 귀속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5) 소결

  살펴본바와 같이, ILC 초안 제2장의 귀속 관련 규정들은 ① 사인 행위

불귀속 원칙, ② 국제법 우위 원칙, ③ 귀속과 위법성의 구별 원칙, ④ 특

별법 우선 원칙 등을 일반원칙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ISDS 사
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들인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51)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United 
Nations, 2005, p.15, Article 55. 

52) Adel A Hamadi Al Tamimi v. Sultanate of Oman, ICSID Case No. 
ARB/11/33,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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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초안 주석서를 토대로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나. 제4조의 해석53)

   (1) 제4조 제1항의 해석

    (가) 국가기관의 의미

  제4조의 국가기관(State organ)이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위해 행

위하는 모든 종류의 개인 혹은 실체(entity)들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은 중

앙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그 기관도 모두 포함한다.54) 이와

관련하여 ILC 초안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 단일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State)에 의해 ‘모든’ 국가

기관들의 행위는 그 직능 및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국제책임의 목적상 국가

행위로 간주된다.”55) 

53) 이하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42 참고

5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4.
55) ILC's report, supra note. 53, p. 40. (원문 : “The 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State entails that the acts or omissions of all its organs should 
be regarded as acts or omissions of the Stat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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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주석서는 이와 같이 “국가가 그 자신의 기관이 그 권한 범

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은 국제법적으로 오랜

기간 인정받아온 원칙”이라고 설명한다.56) ICJ 또한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에 의하면, 국가 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여겨지며, 이러한 원

칙은 관습적 특성(customary character)이 있다”고 인정한바 있다.57)

  물론,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제5조는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는 경우를, 
제6조 및 제7조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

정들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

선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56) 위 주석서는 그 예시로 Moses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에서 Mexico-United 
States Mixed Claims Commission은 “An officer or person in authority 
represents pro tanto his government, which in an international sense is 
the aggregate of all officers and men in authority.”고 결정했고 그 뒤

많은 결정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J. B. Moore, History and Diges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 to which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Party,  
vol. III, p. 312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참고.

57)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9. p.8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6.(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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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은 그 지위 및 권한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국가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그 기관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아래

와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고위공무원에 한정되지 않

는다. 그 기관이 국가조직 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 어떤 기능을 수행하

는지 여부, 지방 정부인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고 모두 국가기관에 포함

된다. 입법·행정·사법 기관 중 어느 것도 모두 국가기관에 포함된다.”58)

  즉, 문제된 행위를 한 기관이 입법·행정·사법적 혹은 기타 다른 기

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국가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이 상

급기관이든 하급기간이든 무관하게 국가기관에 해당한다.59) 특히 근래의

많은 국가기관들은 입법, 행정, 사법적 기능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58)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s. 6-7.(저자 번역) ; 이에

더하여, 위 주석서는 Salvador Commercial Compan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국가는 그의 통치자가 입법 · 행정 · 사법부 중 어느 곳에 속해있든지

간에, 그 통치자의 행위가 공적 권한으로서 행사된 것이라면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설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Salvador Commercial 
Company,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 
(Sales No. 66.V.3), p. 455, at p. 477, 1902 참고.

5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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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와 같이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제4조의 국가기관에

포함된다.60) 또한, 제4조는 입법·행정·사법 이외에도 '기타 다른 기능

(whether the organ exercise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기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ILC 초안 주석서는 위 ‘기타 다른 기능’의 예시로, 국가기관이

사적 분야(private sector)에 행정지도(guidance)를 하는 경우를 들며, 이
러한 행정지도는 ILC 초안 제4조의 ‘기타 다른 기능’에 해당하므로 국

가로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61) 

    (다) 국가기관이 취한 ‘모든’ 행위의 의미

  국가기관이 기관의 자격에서 취한 모든 작위 및 부작위는 그 성질 여

하를 불문하고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1930년 헤이그국제법편찬회의 제3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은 제1조에서 국

가가 ‘그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국제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진다

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62) 1961년 Harvard Law School의 초안도 마찬가

60)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 6.(저자 번역)

61) GATT, Report of the Panel, Japan–Trade in Semi-conductors, 24  March 
1988, paras. 110–111;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 6.(저자

번역)
62) ACDI(ONU, 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56, vol. II, 

p.226, annexe 3;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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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규정하고 있다.63) ILC 초안 주석서 역시 “국가기관의 행위가 상업

적(commercial)이거나, 관리행위(acta iure gestionis)라 해도 국가로 귀속

된다”고 설명하였다64). 이에 더하여, 위 주석서는 국가기관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물론 국가에 의한 모든 계약 위반 행위를 국제법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으

나, 국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ILC 초안 제4
조에 의해 국가행위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행

위가 국제적 위법행위에 이를 수 있다.”65)

  즉, ILC 초안 주석서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계약위반 등 상업적 행위나

관리행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 해도 (그 행위

의 국제적 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 으로 하고) 그 행위 자체는 국가로 귀

63) 이 하버드 초안은 제1조에서 ‘국가가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모든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ACDI, 1956, vol. II, p.226, 
annexe3.); 일본국제법학회 초안 제1조(ACDI, 1956, vol. II, p.146.), Strupp 
교수 초안 제1조(ACDI, 1956, vol. II, p.158.) 역시 마찬가지이다(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8.).

64)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 41. para. 6.(저자 번역)

65)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Swedish 
Engine Drivers’ Union v. Sweden, Eur. Court H.R., Series A, No. 20 
(1976), at p. 14.;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 
6.(저자 번역) ; 또한, 위 주석서는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서 발생한 재판거부(denial of justice)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Ibid., p.40. para.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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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행위

로 귀속시킨다는 설명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
가로 귀속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직무상 취해진

행위로 한정되며, 국가기관이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위는 국가로 귀

속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기관의 계약

위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기관이 사적 계약당사자로서 행

한 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까지 ILC 초안 제

4조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 직무관련성

     1) 문제의 제기

  위 ILC 초안 주석서의 설명과 달리, ILC 초안 제4조는 국가의 ‘기관

자격에서’ 취해진 ‘직무상’ 행위만을 그 행위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

고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국가기관

이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ILC 초안 제4조는 전술한바와 같이 ‘whether the organ exercise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라고 규정한바, 
ISDS 사건에서 투자자는 국가기관의 순수한 사적행위도 위 ‘any other 
functions'에 해당하므로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투자자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하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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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관습법적 입장

  국가기관이 공적 자격에서 직무상 취한 행위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원칙은 1930년 헤이그 국제법편찬회의에서도 지지를 받았으며66), 다양한

국가책임법 관련 협약 초안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67). 따라서 이는 국제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ILC의 초기 작업과정에서

특별보고자인 Ago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기관 자격을 원용

하여(under cover of his status as an organ)' 취해진 경우로서 국가기관이

그 자격으로(in that capacity) 행동했어야 한다”.68)  

66) Societe des Nations, Conference pour la codification du droit 
international, "Bases de discussion, Tome III" - La responsabilité des 
Etats en ce qui concerne les dommages causés sur leur territoire à la 
personne ou aux biens des étrangers, pp.83-85.;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3. 
67) 1926년 일본국제법학회의 협약초안 제1조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직무수행의 과정에서(in the discharge of their official 
functions)' 라는 요건을 추가하였고, 이는 1965년 미국법학회의

Restatement, 2nd, 169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4.)
68) ONU,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1, 

vol II, ler partie, p.254, para. 129.; UN, YILC(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71, vol. II, Part One, p.241, para 
12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5.; 또한, ILC는 위

Ago의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초안 제5조에서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articles, conduct of any State organ having that statu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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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LC 최종초안의 입장

  그러나 2001년 채택된 ILC 최종초안 제4조에는 위 Ago가 주장한 ‘직
무관련성’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ILC 초안 주석서는

서 Salvador Commercial Company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국가는 (...중
략...) 문제된 행위가 공적 권한으로서 행사된 것이라면 책임을 진다(as 
far as the acts are done in their official capacity)69)”라고 설시한 부분

을 언급한바, 이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직무관

련성이 요구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70)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ILC 역시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

기 위한 요건으로 그 기관의 ‘직무상 행위’일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ILC 초안 제4조에서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71). 

the international law of that state shall be considered as an act of the 
State concerned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at organ wa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case in question" 라고 규정하였다(Ibid., p.75. 
n.120 참고)

69) Salvador Commercial Company,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 (Sales No. 66.V.3), p. 455, at p. 477, 1902;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0. para. 6.(저자 번역)

7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5.
71) Ibid.,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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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

  생각건대, 비엔나협약 제31조72)의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ILC 초안 역시 ILC 초안의 국가행위 귀속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 맥락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ILC 초안 제4조의 any other 

72)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ith annex). Concluded at 
Vienna on 23 May 1969, Article 31.(원문은 이하 참조)

     Article 31(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x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x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3.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4. A special meaning shall be given to a term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parties so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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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는 그 앞의 예시적 문구인 legislative, executive, judical 과 유사

한, 즉 ‘입법적·행정적·사법적 기능에 준하는 기타 기능’으로 해석

해야 한다. 입법·행정·사법 기능은 근대국가의 대표적인 고권적 기능

이므로, 기타 기능은 이에 상당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기타 기능에는 순수한 사적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기관이라 해

도 순수한 사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ILC 초안 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Caire 사건에서 French-Mexican Claims Commission 역시

"어떤 실체의 행위가 공적 기능과 연관성이 없고, 사실상 단지 사적 지

위에서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배제된다"고 판정하였

다.73) 이는 ILC 초안 제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국가책임의 목적 상 순수한 사적행위는 국가책임이 배제된다는 원칙을

설시한 것으로서, ILC 초안 제4조 역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행위가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행해

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rownlie 교수는 국가기관이 ‘외견상’ 직무를 수행한 경

우 이는 직무수행 범위 안의 행위로 추정(prima facie responsibility)되

73)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V (Sales No. 
1952.V.3), p. 516, at p. 531 (1929).;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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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피청구국(투자유치국)이 해당 기관의 행위가 직무수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국가기관이 ‘외견상’으로 사적 자격에서 행동한 경우 청

구인에게 해당 기관의 행위가 기관 자격에서 취해진 것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74) ILC 초안 주석서 역시 아래와 같이 ‘외견

상’ 공적 권한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4조는 문제되는 개인 혹은 실체가 공적권한을 남용할 내면의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문제되는 개인 혹은 실

체가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외견상’ 명백히 공적 권한을 행사하였

거나 혹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동기와 무관하게 국가행위로 귀속될 것이다.75)”

74) I.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 "State Responsibility", 
Part I(Oxford, Univ. Press, 1986), p.135,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4.; 예컨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외국인을 불법 구금한

경우, 이는 외견상 경찰관의 직무수행행위이므로 피청구국이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경찰관이 제복을 입지 않고

외국인을 불법 구금한 경우, 이는 외견상 사적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UN, RIAA(Reports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V, pp.174-175.;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4.)

75)　[원문 :　"It is irrelevant for this purpose that the person concerned 
may have had ulterior or improper motives or may be abusing public 
power Where such a person acts in an apparently official capacity, or 
under colour of authority, the actions in question will be attributable to 
the State.", 저자 번역] ;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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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직무관련성에서 ‘직무’의 범위

  이외에도, 국가기관이 ‘직무상’ 취한 행위에서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국가기관의 ‘직무’란 국가기관이 국내법령상 관장하는 공

적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법령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관례상 · 사실상 소관 하는 공적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76). 즉, 1차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속한 국내법령

을 기준으로 ‘공적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사 국내법

령에 규정된 직무가 아니더라도 관례상 · 사실상 공적 직무로 여겨지는

행위들도 ‘직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내법

령에 근거하지도 않고, 관례상 · 사실상으로도 공적 직무로 여겨지지 않

는 행위(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외국인 투자자와 MOU
를 체결한 후 MOU를 위반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국가에 귀속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하위 관료의 경우

76) 한국 대법원 역시 ‘직무’의 의미에 대해 이와 유사한 설시를 한바

있다.(“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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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는 ‘국가의 기구 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간에(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라는 문구를 사용한

바, 이에 의하면 고위급이든, 결정권이 없는 하위 관료이든 상관없이 그

기관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하위

관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이를 인준하지 않는 한 국가로 귀속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하였다77). 이에 대해 많은 국제법학자들의 비

판이 일자,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고 ‘하위관

료의 행위로 인해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이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면 피청구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

다.78) 즉, 하위 관료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해당 관료가

속한 국가(피청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

지 못한 경우에 한해 피청구국을 상대로 국제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제책임의 문제일 뿐 그 하위 관료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ILC 초안 제4조는 이와 같은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지위 고하를 막론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하위 관료의 경우에도 일단 국가기관으로서 그 행위가 국가에 귀

속되도록 하고 있다. 

77) E.M. Borchard,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citizens Abroad or The 
Law of International Claims(New york, Banks Law Publishing, 1928), 
pp.189-19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1.

78)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St. Paul Minn., American 
Law Institutes Publishers), 1965, p. 513, Reporter's Note 16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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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정부의 경우

 
  하위관료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기관의

행위는 물론이고 지방정부79) 기관의 행위 역시 제4조에 의해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우선 지방정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내법상 국가와는 독립된 지

위를 가지나 국내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내에서 권

한을 행사하므로 그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이와

관련하여 ILC 초안 주석서가 예시로 든 ‘Guise 공작 상속인 사건’의 경

우 시실리 지방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이탈리아의 국가책임이 문제된바, 
재판부는 이탈리아 국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실리 지방에 대해

자치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이탈리아

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80)  
  다음으로 지방정부 중 연방 구성국(component unit of a federal 
State)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이와 관

련하여 ILC 초안 주석서는 Pellat 사건에서 Frehch-Mexican Claims 

79) 지방정부란 ① 단일 국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② 연방국가에

있어서의 구성국 정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자체와 연방 구성국들은

국내법상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 역시 국가 행위로 간주된다(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4)
80) Différend Héritiers de S.A.R. Mgr le Duc de Gui,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III, pp. 150-17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55.;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1.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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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의 아래와 같은 설시를 인용하였다.

  “연방국가(federal State)는 연방 구성국(separate States)의 모든 행위에 대

해 국제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연방국가의 국제책임은 연방헌법이 중앙정부

로 하여금 연방 구성국을 통제할 권한이나 중앙정부가 연방 구성국들의 행

위를 국제법에 부합하게 하도록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

정될 수 없다”.81)

  ILC 초안 주석서에 의하면, 이러한 연방 구성국(constituent units)의
행위가 연방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방국가가 그의 권한을 지역기관들에 분배했고, 그 지역기관들이 국제법상

독자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

기 때문이다.”82)

  생각건대,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 구성국 등 지방정부는 가사 독자적

법인격과 예산 운영권 등 독립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

서는 중앙정부와 거의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중앙정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으로서 ILC 초안

81) UN, RIAA, vol. V (Sales No. 1952.V.3), p. 534, at p. 536 (1929);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1. para. 9.(저자 번역) 

82)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 10.(저자 번역) 



- 45 -

제4조에 의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 지방정부라

해도 ‘그 자격에서 취한 행위(직무관련성)’ 만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

은 앞서본 바와 같다.

    (사)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

  국가기관의 권한 없는 공적행위도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문제

될 수 있다. 권한 없는 공적행위라면 앞서 본 순수한 사적행위와 유사하

게 보아 ILC 초안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Mallen 사건에서 Mexico-United States General Claims 
Commission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어느 공무원이 첫 번째 행위가 사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국가행위로 귀

속되지 않지만, 같은 공무원이 행한 두 번째 행위가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것

이라면 비록 그것이 남용된 것이라도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행위

로 귀속될 수 있다.”83)

  즉, 이 판정례는 공무원과 같은 국가기관이라 해도 사적 행위는 국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국가기관이 공적 권한을 남용하였더

라도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전술한바와

83) UN, RIAA, vol. IV (Sales No. 1951.V.1), p. 101 (1925), p. 173;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 13.(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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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ILC 초안 주석서 역시 ‘외견상’ 국가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것

이라면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동기와 무관하게 국가행위로 귀속된다고 설

명한바 있다.84)

  생각건대, 문제된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면 그 행위가 명백히 사

적행위가 아닌 한 권한 없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권한 없는 행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권한 없는 외견상 공적 행위 역시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ILC 초안 제7조85)는 이러한 원칙을 반

영하여, 국가기관의 권한 없는 행위도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

정하고 있다. 

   (2) 제4조 제2항의 해석

  ILC 초안 제4조 제2항은 국내법상 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나 단체도 제4조 제1항의 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6) 즉, 제

84)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 13.

85) Ibid., p.45, Article 7.(원문 이하 참조)
     Artcle 7. Excess of authority of contravention of instructions 
      The conduct of an organ of a State or of a person or entity 

empowered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organ, 
person or entity acts in that capacity, even if it exceeds its 
authority or contravenes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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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제2항은 국가기관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만으로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이 있을 수 있다. 문제된 실체가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이 문제된 실체를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명백히 국가기관에 해당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국내법만을 기

준으로 해당 실체를 국가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귀속을 부정할 것인지

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어떤 실체를 organ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내법만으로 불충분할 경우가

있다. 어떤 법체계에서는 다양한 실체의 지위 및 기능이 단지 법에 의해 결

정되지 않고 그 실체의 관행(practice)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

지 국내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organ여부를 분류하는 것은 왜곡의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국내법이 어떤 실체가 국가기관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규정하

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국내법 상 그 실체의 ‘권한

(powers)’과 타 기관과의 ‘관계(relation)’가 국가기관 여부를 분류하는데

참고로 사용될 수 있다.”87)

  위 주석서의 설명 중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어떤 실체를 organ으로

86) [ILC 초안 제4조 제2항 원문 :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 Ibid., p.40. 

87) Ibid., p.42, para.11.(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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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88)”는 부분에 의하면, 주석서는 국가기관

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

석서는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하면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
행’과 문제된 실체가 보유한 ‘권한’ 및 타 기관과의 ‘관계’를 아울

러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국내법 이외의 사정들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주석서는 국가기관 해당 여부 판단 시

국내법과 관행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

명한다.  

   “국가는 문제된 실체가 ‘실제로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위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법 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는 제4조 제2항이 국내법 상 국가기관을 포함한다(‘includes’)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89) ”    

  이와 같은 주석서의 설명은 일견 ILC 초안 제4조 제2항이 국내법적 기

준을 명시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ISDS 사건들에

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주석서의 설명을 근거로 하여 문제된 실체가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체가 실제로 수행

한 기능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므로, 해당 실체는 ‘사실상 국가기

88) [원문 : "Where the law of a State characterizes an entity as an organ, 
no difficulty will arise.", 저자 번역] ; Ibid., p.42, para.11.

89) [원문 :  "a  State  cannot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conduct of a 
body which does in truth act as one of its organs merely by denying 
it that status under its own law. This result is achieved by the use of 
the word “includes” in paragraph 2", 저자 번역] ; Ibid., p.42, par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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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de facto organ)’으로서 귀속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투자유치국은 ILC 초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면 귀속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ISDS 사건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귀속을 긍

정할지, 아니면 국내법을 기준으로 귀속을 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국가기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상 기준이 절

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제된 실체가 ‘실제 수행하는 기능’도 함께 고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3) 국가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 기준이 절대적인지 여부90) 

    (가) 견해의 대립

  Georgios Petrochilos는 ‘국내법이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

법이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로서의 지위의 실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
가기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되는 실체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91)

90) 이하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pp. 27-30. 
참고

91) Gerogios Petrochilos, "Attribution" in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 Guide to the Key Issues 293,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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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술한바와 같이 ILC 초안 주석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단

체를 국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다(Where the law 
of a State characterizes an entity as an organ, no difficulty will arise.)92)”고
설명한바, 국내법상 분류를 원칙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 
  위 문제에 대해 ISDS　판정례들 역시 대립하고 있다. 우선 Petrochilos 
견해를 따른 판정례로는 EDF Ltd v. Romania 사건이 있는바, EDF 중재

판정부는 “일단 어느 단체가 국가기관으로 증명되면, 반대 사정이 증명되

지 않는 한 그 단체의 모든 행위는 국가 행위로 추정(presumption)된
다”는 Greenwood 교수의 전문가 의견을 지지하였다.93) 즉, 이 판정례는

국내법상 국가기관 분류는 추정적 효과만을 가진다고 설시한 것으로

서94), 국내법적 기준이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국내법적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취지의 판정례도 있다.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사건의 중재판

정부는 아래와 같이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

다.

University Press, 2010.;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p.28.

92)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11.

93) EDF Lt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Award(8 October 
2009) (Bernardini, Rovine, Derains), para. 188.

94)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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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의 국내법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CEDP와 CDR을 State organs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관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법 하에서 국가기관

의 지위를 갖게 된다"95) 

    (나)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

  사실상 국가기관(de facto Organ) 이론은 국내법이 문제된 실체를 국

가기관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관행상 그 실체가 투자유치국에 완전히

의존(complete dependence)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사실상(de facto) 국
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96)

  전술한바와 같이 ILC 초안 주석서는 “국내법만으로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행 · 실체의 권한 · 타 조직과

95)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ICSID 
Case No. ARB/07/12, Decision on Jursdiction(11 September 2009) (van 
Houtte, Feliciani, Moghaizel), para. 45.(저자 번역); 이외에도, Deutsche 
Bank v. 스리랑카 사건의 신청인은 “문제된 실체가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이 그 실체를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ILC 국가책임

초안 제4조 제1항의 분석결과에 관계없이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Deutsche Bank AG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Lanka, ICSID Case No. ARB/09/02, Award(31 October 2012) 
(Hanotiau, Williams, Khan), para. 356.(저자 번역) 참고

96)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The General Part 
124-126(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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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및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

명하였다.97) 주석서의 이러한 설명은 ISDS 사건의 투자자들이 사실상 국

가기관을 주장하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Petrochilos 견해는 이러한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과 일맥상통한

다. Petrochilos는 국내법 상 기준이 국가기관 분류에 있어 절대적 기준

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도 마찬가지로 국내법 상 국

가기관이 아니라도 관행 · 권한 · 관계 ·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실체

사이의 ‘완전한 의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이 국내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국가기관’으
로서 귀속이 긍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투자유치국과 해당 실체 사이의

완전한 의존관계(complete dependence) 이다. ‘complete dependence’
는 ICJ 사건(Nicaragua98), Bosnian Genocide99) 사건 등)들에서 설시된 사

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 사건들의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개입(involvement) 정도’와 ‘국가의 실체

에 대한 통제(control)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문제된 실체가 국가에 완

전히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100) 그러나 후술하는바와 같이, 

9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para.11.(저자 번역)

9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14, at pp. 62-64. 

99)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Bosnica and Herzegovini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ement, I.C.J. Reports 2007, p.43, at p.205, para. 392.

100)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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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개입 및 통제를 검토하는 것은 제8조의 적용범위를 침범하는 것으로서

제8조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
  ISDS 사건에서 국가기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바,101) 대체로 사실상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있다. 
  우선 EDF v. 루마니아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실체들이

루마니아 정부 조직의 지위(status of body of Romanian state)에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ILC 초안 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

였다.102) 즉,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단지 ‘정부 조직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Hamester v. 가나 사건의 경우, 문제된 실체인 ‘가나 코코아 위

원회(Ghana Cocoa Board)’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단체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선 가나 국내법 상 코코아 위원회가 국가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국내법 상 코코아 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의존 정

도’를 조사하여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내법 상 코코아 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독립성’이 확인되자, 중재판정

부는 코코아 위원회가 사실상으로도 국가 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103) 
즉, 위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

101) Ibid. pp.29-30. 참고

102) EDF Lt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Award(8 October 
2009) (Bernardini, Rovine, Derains), para. 190.

103)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Award (18 June 2010) (Stern, Cremades, 
Landau), paras. 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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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충적으로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코아 위원회의 가나 정부에 대한 ‘완
전한 의존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을 반영한

판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Ulysseas v. 에콰도르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실체들

에 대한 국가의 국내법상 ‘통제 체제(systems of controls)’가 인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들의 실제 역할(role)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았다.104) 즉, 이는 사실상 국가기관 판단에 있어 국가의 ‘개입’ 
정도를 고려한 것인데, 국가의 일반적 통제 체제만으로는 사실상 국가기

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위 판정례는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실체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한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다) 검토

  생각건대, ILC 초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법’을 기준으

로 제4조의 적용여부(국가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국가행위

귀속 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려는 취지에서 ‘ILC 초안’을 그 귀속 여부

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면서도 그것의 문언해석 범위를 벗어나 국내법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술한바와 같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귀속의 문제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의 문

104) Ulysseas, Inc.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Final Award 
(12 June 2012) (Bernardini, Pryles, Stern), paras. 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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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이 명백하나, 이는 제4조의 해석 및 적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4조 제2항의 기준대로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법 상 국가기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제5
조, 제8조 등 ILC 초안 상 다른 국가행위 귀속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면

충분하다. ILC 초안 주석서에 기술된바와 같이, 국가행위 귀속은 ILC 초안

의 관련 규정들 중 하나의 규정만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 이론은 국내법 상 국가기관으로 분류되

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실체의 관행 · 권한 · 기능 및 국가에 대한 의존 정도

(complete dependence)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

는바, 이는 제4조를 문언을 벗어나 지나친 확장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문제되는 실체가 국내법상 국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

나, 관행 · 권한 및 기능 상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ILC 초안 제5조의 ‘governmental authority’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위 제5조에 의해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를 굳이 확장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문제되

는 실체의 행위가 실제로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적 행위임에도 불

구하고 위와 같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ILC 초안 제4조를 제한하는 해석으

로 인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ILC 초안 제8조의

‘instruction, direction, control’ 조항에 의해 그러한 실체의 행위는 여

전히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 즉,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에서 요건으로

제시한 ‘완전한 의존성(complete dependence)’은 국가의 문제된 실체

에 대한 개입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제8조의 규율 범위에 이미 포함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4조에 대한 국내법적 제한해석이 문제

되는 실체의 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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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재판

정부는 국내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제된 실체와 관련된

제반 국내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이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 기능이 여러 조직에 분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법

이 명백히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만 제4조를 적용한

다면, 제4조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Jan de Nul v. 이집트

사건의 중재판정부 역시 국내법 상 조직적 분류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전반적 체계(domestic law's general structure)’를 검토한바 있

다.10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4조는 제2항의 문언대로 일단 국내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국내법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는 국내법의 전반

을 검토하는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고 봄이 타당하다. 
  요컨대, 일차적으로는 국가기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법은 ‘국내법’이어야 한다. 이 때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처럼 문제되는 실체의 기능 및 국가와의

관계(complete dependence)를 고려하며 국가의 개입 · 통제 정도까지 광

범위하게 고려하는 것은 제4조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 
문제되는 실체의 ‘기능’은 제5조를 통해서, 그리고 실체의 국가와의 ‘관
계’는 제8조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5) Jan de Nul N.V., Dredging International N.V.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4/13, Award (6 November 2008) 
(Kaufmann-Kohler, Mayer, Stern), para.161.; James Crawford & Paul 
Mertenskötter, The first 50 years of ICSID, Chapter 3 : The Use of 
the ILC's Attribu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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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국내

법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다. 문제되는 실체를 직접 규율

하는 특정 국내법 뿐 아니라, 그 실체와 관련된 기관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관계법령들의 목적

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는 준공공기관(parastatal entities)들을 제4조의 규율범위에 적절히 포

섭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4조의 적용범위가 그 문언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으면서도, 제5조 및 제8조 등 ILC 초안의 다른 규

정들이 제4조와의 관계에서 존재의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제5조의 해석

   (1)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되는 실체의 의미

  제5조는 제4조의 국가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권한을 행사할

수권을 받은 실체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제5조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정부권한을 행

사하는 준공공기관(parastatal entities)과 민영화된 국영기업이 여전히

공적 · 규제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관들의 행위를 국

가로 귀속시키는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106)

  제5조의 실체(entity)는 제4조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 국가의 국내

10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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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정부권한 요소(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를 행사하도

록 수권 받은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한다. 이 실체에는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준공기업(semi-public entities), 공공기관(public agencies)이
포함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기업(private companies)도 포함될 수 있

다.107) 그러나 이러한 실체들이 공권력을 위임받았다 해도 국가로 귀속

되는 행위는 오직 위임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뿐이며, 공권력과 관련

없는 통상적 기업 활동은 국가로 귀속될 수 없다108).  

   (2) 제5조 적용 요건

  이러한 실체들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① 국내법 상

각각의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권(혹은

위임)받아야 하고(국내법 상 수권규정의 존재), ② 실제로 그 실체의 행

위는 위와 같이 국내법에 의해 수권 받은 공적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공권력의 실제 행사). 단, 단지 국가가 설립하였다거나 국가가 소

유권을 갖고 있는 실체라는 이유만으로 제5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반드
시 국내법상 공식적인 정부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된 실

체가 위임된 정부권한(혹은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109)  

107) Ibid.
10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5.
109)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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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주석서는 제5조가 적용되는 예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사기업인 보안회사가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수감

경비(prison guards)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수감자에게

법령이나 규칙상의 구금 · 징역을 부과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사기업으로서, 혹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으로서의 항공

사는 입국허가나 격리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을 수도

있다.110)”

  요컨대 제5조는 이와 같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령에 의해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을 위임받고, 실
제로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의 ‘Hyatt International 
Corporation v. 이란’ 사건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자선단체가 정부의 통

제(control)에 따라 자산을 몰수한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

제되었다. 이란 국내법 상 그 자선단체에 대해서는 수용 대상 자산을 찾

아낼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 위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은 “정부가 설립한 자선단체의 문제된 자산수용조치는 사적 실체가 아닌

공적 실체로서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해당 사건은 중재판정부의 관할 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설시하였다.111) ILC 초안 주석서는 위 사례에 대

110) ILC's report, Ibid., p.43.(저자 번역)
111) Hyatt International Corporation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9, p.72, at pp. 88–94 (1985); 
ILC's report, Ibi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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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법 상 문제된 실체(자선단체)에 대한 공권력의 위임이 인정되

고, 실제로 그 실체가 공적 기능을 그 권한에 따라 행사하였으므로,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112)”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 Hyatt 
International Corporation 사건이 ISDS에서 문제되었다면 위 자선단체의

몰수조치는 투자유치국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공적 실체와 사적 실체의 구별 기준

  또한, ILC 초안 주석서는 문제된 실체가 공적 실체인지 사적 실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된 실체가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 공적실체인지 아니면 사적실체에

불과한지 여부를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의 그 실체의 자본에 대한 참여

도(예컨대, 그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 정도, 지분율 등)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제5조는 문제된 실체가 오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혹은 특수

한 맥락에서) 특정한 정부권한을 수행하도록 국내법상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13)

112) ILC's report, Ibid., p.43. 
113) [원문 : "the existence of a greater or lesser State participation in its 

capital, or, more generally, in the ownership of its assets, the fact 
that it is not subject to executive control—these are not decisive 
criteria for the purpose of attribution of the entity’s conduct to the 
State. Instead, article 5 refers to  the  true  common  feature,  
namely  that  these  entities are empowered, if only to a limited 
extent or in a specific context, to exercise specified elem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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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제5조의 실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

체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문제된 실체에 대해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4) 준국가적 실체의 경우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준국가적 실체(parastatal entities)들은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실체로서의 특성

과 행정적 ·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실체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는 양

면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준국가적 실체들에 대해 ILC 초안 제5
조를 근거로 국가로의 귀속을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고 있

다. 이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준국가적 실체(parastatal entities)에
대해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상 준국가적 실체(parastatal entities)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실체가 속한 국가의 국내법이 그 실체에 대해 특정한

정부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수권하였다는 것에 있다. 준국가적 실체의 행위

가 국가책임 목적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 실체의 행위는

사적 · 상업적 행위(private or commercial activity)가 아닌 정부적 활동

governmental authority.", 저자 번역];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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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activity)과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경찰

권한을 가진 철도회사는 그 회사가 그러한 경찰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

서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행위가 티켓 판매

나 철도차량의 구매와 같은 사적 · 상업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가행

위로 귀속될 수 없다.”114)

  즉, 가령 문제된 실체가 공적 실체로서 국내법령에 의해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문제된 행위가 순순한 상업적(private or 
commercial) 행위에 불과하다면 공권력 행사와 무관하므로 ILC 초안 제

5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공적 실체와 사적 실체

로서의 특성을 겸유하고 있는 ‘준국가적 실체’의 행위는 ① 국내법령상

수권규정이 공권력의 위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② 문제된 행위가

실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

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4) [원문 : "The justification for attributing to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nduct of “parastatal” entities lies in the fact 
that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has conferred on the entity in 
question the exercise of certain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If it is to be regarded as an act of  the  State  for  
purpose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e conduct of an entity 
must accordingly concern governmental activity and not other private 
or commercial activity  in  which  the  entity  may  engage. Thus,  
for  example, the conduct of a railway company to which certain 
police powers have been granted will be regarded as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it concerns the exercise of those 
powers, but not if it concerns other activities (e.g. the sale of tickets 
or the purchase of rolling stock.)", 저자 번역] ;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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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은 주로 소속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설

립되고 국가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지만, 국가와 독립된 별

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ILC 초안

주석서가 설명한 ‘준국가적 실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단체 혹은 공법인은 근대국가가 복잡화 · 다기화 되면서 최근에 등

장한 개념인바, 공법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사건으로는 “Certain Norwegian Loans (1955)" 사건을 들 수 있

다. 위 사건에서는 노르웨이 국립은행115)이 프랑스가 발행한 공채에 대

한 지불을 거부한 행위가 노르웨이 정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 국립은행이 국내법상 독립

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책임을 부정했고,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노르웨이 국립은행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노르웨이 정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116) 이에 대해 재판소는 노르웨이의 관할항변

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안심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노르웨이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위 사건의 재판소는 국립은행과 같은

공기업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키는데 엄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회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행위

115) 위 사건에서 문제된 노르웨이 국립은행은 일종의 국영기업으로서 공기업

혹은 준국가적 실체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외논문들 및

ISDS 판정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준국가적 실체, 공법인, 국영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단체”등의 용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정부적 실체(non-governmental 
bodies)’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이를 편의상 ‘공기업·국영기업

등’으로 통칭하였다(상세한 내용은 supra note 1. 참고). 
116) I.C.J., Memoire, Affaire Relative À Certains Emprunts Norvégiens, 

1955, vol. I, pp. 136-13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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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였다. 당시 다수의 국가들

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고, 특히

독일 정부는 “공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실체는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117) 더 나아가, 
헤이그 국제법 편찬회의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1930 
Hague Conference)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기관(institutions autonomes)’의 입법적 · 행정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을 긍정하였다.118) 단, 이는 공기업과 같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

격을 보유한 자치기관이라 해도 ‘입법적 · 행정적’ 기능에 이를 정도

의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에만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는 앞서본

ILC 초안 주석서의 태도119)와 유사하다. 즉, ILC 초안은 위 헤이그 국제

법편찬회의의 입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LC 초안 주석서의 태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ILC의 태도는 편협하다. (...중략...) 문제의 위임된 업무가 공권력 행사를 구

성하든, 단순한 관리행위 또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든 그 업무의 수행으

로서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의 행사를 구성하므로 이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120) 

11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3.

11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2.
119) 준국가적 실체의 행위는 상업적 행위가 아닌 정부적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국가로 귀속이 인정된다.
120)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7.; 또한, 위 견해는 오늘날

국가의 업무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비권력적 관리행위, 
또는 단순한 사법상 행위도 국가기능에 포함되고, 이러한 국가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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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 비판은 ILC 초안에 명시된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 행사 여부가 아니라 ‘국가기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ILC 초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
히, 위 ‘국가기능’ 이라는 개념은 공권력을 의미하는 ‘정부권한’ 개념보다

범위가 넓다. 위와 같은 해석은 곧 ILC 초안이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예
컨대, 공기업 등)의 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 여

부를 판단하려는 대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귀속’의
기준을 ILC 초안과 같이 ‘공권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위 비판적

견해와 같이 ‘국가기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

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검토한바와 같이121) ILC 초안의 ‘공권력

행사 기준설’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위임에 의해 행사하는 주체들은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의 모든 업무 수행은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문제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혹은 비권력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 모든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ILC 초안이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공권력 행사 기준’이 그 개념 자체가

국제법과 무관하고 국가마다 기준이 불일치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Ibid.).
121) ‘국가기능 행사 기준설’에 대한 본 논문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능 이라는 기준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② 사법상 행위까지 국가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법인의 비권력적 사실행위 역시 ‘국가를 대신하여 혹은 국가를

위하여’취해진 것이라면 국가로 귀속되는바 이는 국가가 공법인에 대해

별도의 법인격 및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책임을

분산하고자 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능 행사

기준설은 적절한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본 논문 ‘귀속의

판단기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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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부권한의 범위

  제5조는 실체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부권한

(governmental authority)’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

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실체의 문제된 행위가 ‘정부적’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가 속한 사회의 역사 및 관행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ILC 초안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함으로써 ‘정부권

한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부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내용 · 공권력의 위임 방

식 · 공권력 행사 목적 ·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정도 등

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122) 

  생각건대, 비록 ILC 초안 제5조가 governmental authority에 대해 명

시적 정의규정을 기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본 ILC 초안 주석서 및

헤이그 국제법 편찬회의의 태도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는 국가의 입법

적 · 행정적 기능을 대체할 정도의 고권적 작용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문제된 실체에게 공적 권한을 수권하는 국내법은 수권 대상인

공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국내법이 문제된 실체에 대해

122)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3.(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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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적 활동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제5조의 적용을 위한 ‘공적

권한의 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23) 즉,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특정 실체에 대해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위임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124)

   (6) 제5조의 의의

  제5조는 적용범위를 ‘국내법에 의해 정부권한을 수권 받은 실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는 어느 실체가 국내법상 위임 규정 없이

국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행위한 경우를 규율하는 제8조와 구별되며, 
국가의 수권은 없으나 정부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규율한 제

9조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제5조는 국가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실

체가 국가의 통제 없이 행위할 수 있는 독자적 재량과 권한을 가진 경우

에도 적용되며, 제8조와 달리 그 실체의 행위가 국가의 통제 하에 수행

되었음이 증명될 필요가 없다.125) 

123) Ibid.
12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85.
125)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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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8조의 해석

   (1) 제8조의 개요

    (가) 사적 실체의 행위의 국가 귀속 여부

  원칙적으로, 순수한 사적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 혹은 단체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그러나 비록

사적 실체라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행위

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 행위를 위 원칙에 따라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

다면 국가는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국제법 학자들은 이와 같

이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사적 실체들을 ‘사실상

기관(de facto organ)'이라고 부르며,126) 일정한 경우에 사실상 기관들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Ch. de Visscher
는 “귀속 여부는 문제된 행위와 국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의 존부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비록 문제된 실체와 국가 사이에 국내법상 공

식적 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는 형식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127)는 취

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I. Brownlie는 “귀속 여부는 문제된 실체의 국내

12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09.; 더 나아가,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기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로 귀속된다는 원칙은, 
국가기관의 행위라도 순수한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대칭을 이룬다”고 기술하고 있다(Ibid.).
127) Ch. De Visscher, Théories et réalités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Paris, Pedone, 1970,  p. 311.;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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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는 무관한 ‘사실’의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128) 요

컨대, 이와 같은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은 즉, 문제된 행위를 한 사적 실

체가 비록 국내법상 공적 지위나 공권력 행사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더라

도, 이러한 법적·공식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적 실체와 국가 사이에

‘사실상의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면 그 행위는 국가로 귀속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실체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킬

필요성은 분명하나, 귀속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위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와 실체 간의 ‘사실상의 실질적 관련

성’이라는 기준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가 어렵

다. 이하에서는 사적 실체의 행위에 대해 과거에 어떤 기준으로 귀속 여

부를 판단했는지 우선 살펴본다. 

    (나) 사적 실체의 행위 귀속이 문제된 과거의 사례

  우선 ILC 최종초안 이전에 사적 실체의 행위가 문제된 사례로는

Stephens 사건(1927)이 대표적이다. 위 사건에서는 멕시코군 소속 비정

규 보조원이 미국인 Stephens를 살해한 행위가 멕시코로 귀속되는지 여

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위 보조원은 비록 멕시코군의

공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당시 멕시코군 간부의 ‘통제’에 따라 행위하

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멕시코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

128)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State Responsibility, Part I  
(Oxford, Clarendon Press, 1983), p.13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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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9) 즉, 위 사례에서는 국내법 상 공적 지위를 보유하지도 않고 공권

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보조원이라 해도,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제

를 받고 그에 따라 행위한 경우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사례는 사적 실체와 국가 간의 ‘실질적 관련성’의 기

준을 ‘(멕시코군 간부의 보조원에 대한) 통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 ILC 잠정초안 제8조 및 논의 과정

  그 후 ILC 잠정초안 제8조 (a)는 “사실상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사인

들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사적 실체가

국가를 위하여 행위한 경우(acting on behalf of that State)”를 규정하였

다.130) 이는 사적 실체가 국가로부터 법령상 공식적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나 국가기관에 의해 교사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었다.131) 
이는 후술할 ILC 최종초안 제8조와 달리, 행위주체인 사적 실체가 국가

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주관적 의사’를 귀속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

은 것이었다. 이러한 잠정초안에 대해 ILC의 특별보고자였던 Ago는 자신

의 초안을 통해 “사실상 공적 기능을 행사하거나 국가를 위해 행위하는

사인들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2) 즉, 잠정초

129) UN, RIAA(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V, 
pp.265-26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1.

130) ONU,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4, 
vol. II, 1re partie, p. 294, para.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2.

1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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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a)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국가에 귀속되도록 귀속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에 대하여는 F. Vallat 등의 위원이 반대했고133), 대다수의 위원들도 사적

실체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최대한 자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를 보였다.134) 이에 따라 당시 ILC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적 실체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교사

(instigation)에 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적 실체의 행위는 순수한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

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135)”

132) ONU,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1, 
vol. II, 1re partie, p. 282; YILC. 1971, vol. II, Part One, p. 26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2.

133) ONU,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4, 
vol. I, p.38, para.4.;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2. 참고

134) 다른 특별보고자 W. Riphagen은 잠정초안 제8조 (a)항의 ‘국가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그리고 교사에 의하여’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Condorelli는 이를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그 권위(또는 실효적 통제)에 따라서’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86, vol. II, 1re partie, p.11, para.9; YILC, 1986, vol. II, Part One, 
p.11, para.9.; L. Condorelli, "L'Imputation à l'Etat d'un fait 
internationalement illicite : solutions classiques et nouvelles 
tendances", Recueil de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4/VI, pp.101-102.;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3. 참고]
135) ONU, ACDI(Annuaire de la Commission du droit international), 1974, vol. 

II, 1re partie, p. 296, para.8.;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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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ILC 잠정초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ILC의 태도는

결국, 잠정초안 제8조 (a)에 규정된 “국가를 위하여 행위하는” 이라는

표현은 행위주체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즉, 귀속 여부는 행위주체에 대한 ‘객관적

인 국가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 ILC 최종초안 제8조의 기준

  위와 같은 잠정초안에 대한 비판들을 반영하여, ILC 최종초안136) 제8
조는 과거의 잠정초안 제8조 (a)항과 달리, 사적 실체와 국가 간 ‘사실

상의 실질적 관련성’ 기준을 행위주체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국가의 태도로 삼았다. 즉, ILC 최종초안 제8조는 그 제목을 “국가에 의

해 지휘 혹은 통제되는 행위(Conduct directed or controlled by a 
State)”로 변경하였고,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한 요건

으로 “지시·지도·통제(on the instruction,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를 명시함으로써 종래의 국제법학자들의 다수설이었던 ‘사실

상의 실질적 관련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ILC 최종초안이 제시

한 지시·지도·통제 기준은 후술할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가 귀속의 기

준으로 제시한 direction · enforcement · control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137)  

136) 본 논문에서 일컫는 ‘ILC 초안’은 'ILC 최종초안‘을 의미한다. 
137)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4.



- 73 -

  ILC 초안 주석서는 제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적 개인이나 사적 실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

속되지 않지만, 그 사적 실체와 국가 사이에 특정한 사실적 관계(specific 
factual relationship)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제8
조는 이러한 특정한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첫째, 사적

개인이 국가의 지시(instructions)에 의해 위법행위를 수행한 경우와, 둘째로

사적 개인이 국가의 지도(direction) 혹은 통제(control)에 의해 행위한 경우이

다. 단, 제8조에 의해 국가행위로의 귀속이 인정되려면, 문제된 사적 실체와

국가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real link)이 인정되어야 한다.”138)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사실적 관계(specific factual relationship)’란
전술한 Ch. de Visscher, I. Brownlie 등 국제법 학자들이 주장한 ‘사실

상의 실질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즉,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

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므로 국가와 사적 실체 간 실질적 관련성이 필

요하고, 이러한 관련성은 규범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 입

증되어야 하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주석서는 사적 실체와 국가 간에 ‘진정한 관련성(real link)'이 요구된다

고 함으로써 실질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ILC 초안 주석서는 사적 실체가 정부권한, 즉 공권력을 위임받지 않았

더라도 국가의 ‘지시’에 의해 국가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국가기관이 사적 실체를 ‘보조자(auxiliaries)’로 모집 · 선발하였으

138)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7.(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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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의 공식적 조직에는 속해있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139). 위
주석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적 실체와 국가

간 ‘진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적 실체가 국가로부터 특정한 공권력을 위임받지도 않고, 국가의 공식적

조직인 경찰 혹은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① 국가가 그를 ‘보조

자’로 고용한 경우, ② 이웃국가에 파견될 ‘의용병(volunteers)’으로 고용한

경우, ③ 외국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관련성

만으로도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140) 

  여기서 “관련성만으로도 그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부분의 의미

는, 문제된 행위를 한 사적 실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공식

적인 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국가 귀속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지도·통제의 정도

    (가) 일반적 요건

  ILC 초안 주석서는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의 지도 혹은 통제

(direction or control)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국가로 귀속된다고 판단

139) Ibid.
140) Ibid.(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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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① 국가가 ‘구체적 업무(specific operation)’를 지도 · 통
제해야 하고, ② 문제된 행위가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41). 따라서 국가가 지시한 업무에

우연히 혹은 부수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국가의 지시·지도·통제가 있더

라도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요컨대, 위 주석서에 따르면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적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

로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지시·지도·통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한다. 또한, 위 주석서는 제8조의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요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제8조가 적용되어 귀속이 인정된다고 설명한다.142)   
  

    (나) Effective control 기준 : Nicaragua 사건

  국가의 어느 정도의 지시·지도·통제가 있어야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1986년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이하 ‘니카라과’ 사건이라 한다.)’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국제인도법에 위반된 니카과라 반군의 행위

가 미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ICJ 
재판부는 control의 개념을 분석한바, 미국이 니카과라 정보원들143)에게

141) [원문 : "only if it directed or controlled the specific operation and 
the conduct complained of was integral part of that operation.", 저자

번역]; Ibid., p.47. 
142) [원문 :『In the text of article 8, the three terms “instructions”, 

“direction” and “control” are disjunctive; it is sufficient to establish 
any one of them.』, 저자 번역]; Ibid., p.48.

143) 후술할 UCLA 반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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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도·지원(planning, direction, support)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지만, 니카과라 반군 전체144)의 행위를 미국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145) 이 사건은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제정된 ILC 최종초안 제8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위 사건의 발생배경은 아래와 같다.

  “미국은 니카라과에 내전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가 중남미 내 반정부군을 군

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보를 접한 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니카라과에 제공

되던 모든 지원을 단절하였고, 1984년경 니카라과 내 항만 및 석유시설의

폭파에 개입했으며, 니카라과 신정부에 대항하여 무력 투쟁하는 반군 집단들

을 지원하였다.”146)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니카라과 반군집단은 크게 두 부류였다. 하나는

144) 후술할 Contras 반군을 의미한다. 즉,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 재판부는

UCLA반군의 행위는 미국으로 귀속됨을 인정한 반면, Contras 반군의

행위는 미국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45)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51, para. 8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7.

146)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21, paras. 19-20; Ibid., 
p.48, para.81; Ibid., p.86, para. 8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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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Unilaterally Controlled Latino Assets)’ 라는 니카과라 내 반군

집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Contras(콘트라)’라는 반군집단이었다. 결론

적으로 ICJ 재판부는 UCLA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됨을 인정한 반

면, 콘트라 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됨을 부정하였다. 
  우선 UCLA 반군의 경우, UCLA는 니카라과 항구 및 공항 등을 공격하

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ICJ는 ① UCLA가 미국 군대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점, ②작전 수행 과정에서 미

국 군대의 직접적 지시(direct instructions)에 따른 점, ③ 미국의 전반적

감독 및 병참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국가기관들이

UCLA가 행한 위 군사작전을 “계획·지도·지원(planning, direction, 
support)”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UCLA의 행위가 미국으로 귀속

됨을 인정하였다.147) 
  반면 콘트라 반군의 경우, 콘트라는 니카과라 내전 중 반인륜적 범행

들을 저질렀고, 이러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 문

제되었다. 이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이 콘트라 반군의 일체 행

위들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미국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주장하였

다.148) 그러나 ICJ는 위와 같은 니카라과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콘트
라 반군의 행위를 미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통제(effective control)하였다

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ICJ 재판부가 설시

147)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p. 50-51.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2.

148) ICJ, Affaire des activités militaires et para-militaires au Nicaragua et 
contre celui-ci, Memoire du Nicaragua, fond, 30 avril 1985, pp. 
93-9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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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콘트라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미국 정부를 전적으로

의존(complete dependence)했고, 그들의 행위가 미국 정부의 실효적 통제

(effective control) 하에서 취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149)

  "콘트라의 조직 · 재정 ·군사목표 ·작전계획 수립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여

한 사실에 비추어 미국 정부의 지원이 콘트라의 작전 수행에 결정적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콘트라는 미국이 창설한 반군이 아닌 점, 콘트라의 군사행위

는 미국의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콘트라는 미국

정부와 독립된 군대에 불과하므로, 콘트라가 미국 정부를 전적으로 의존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150)

  “미국의 니카과라 반군에 대한 상당한 지원금과 기타 지원이 있었던 점은 인

정되지만, 니카라과 반군이 미국을 위하여 행위하였다고 인정될 만큼, 즉 미

국이 니카라과 반군 전체를 ‘통제’의 정도에 이를 만큼 지원활동을 하였

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no clear evidence)151)”
  “비록 무장병력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통제(generla control) 및 높은 의존성

(high degree of dependency)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 없이는 미국

이 人權과 국제인도법에 반한 범죄적 행위를 할 것을 지도하거나 강요

(directed or enforced)하였다고 볼 수 없다. 콘트라 반군의 반인권적·범죄적

행위들은 미국의 통제 없이 반군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들이

149)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62, para.10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3.

150) ICJ Reports, supra note 149, 1986, p.64, para.115.; Ibid., p.61, 
para.108; Ibid., p.62, para. 110.; 김석현, supra note 149, p.113.

151) ICJ Reports, supra note 149, p.62, para.109.; 김석현, supra note 149,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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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

사병력 혹은 반군의 군사적·범죄적 활동에 대해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152)”

  이러한 설시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ICJ 재판부는 미국이 니카라과 반군의 행위에 대한 실제적 참여와 지도

(actual participation and directions)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설시

함으로써, 일반적인 지원 및 의존(general situation of dependence and 
support)은 국가행위로 귀속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53)

  위 사건의 심리에 참여했던 Ago 판사 역시 보충의견(concurring 
opinion)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에 동의하며 “미국 정부가 콘트라 반군에

대해 특별히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한해 그 행위가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154)고 부연 설명하였다.  

152)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p. 62 –65, paras. 
109, 115. ; concurring opinion of Judge Ago, ibid., p. 189, para. 1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7.(저자 번역)

153) ILC's report, supra note 152, p.47.(저자 번역)
154) concurring opinion of Judge Ago,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Merits, ICJ 
Reports(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s of Judgments, Advisory 
Opinions and Orders) 1986, p. 189, para. 1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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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니카라과 사건은 ICJ가 콘트라 반군과 같이 국가로부터 공식적 권

한 위임을 받지 않았고, 국가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위 사건 판결문의 핵심은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

서는 ① 사적 실체의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complete dependence)'
과, ②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있었

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특
히 ICJ는 ‘실효적 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 ‘지도·강요(directed or enforced)’가 필요하다고 설시한바, 이러한 기

준은 전술한 ILC 최종초안 제8조에서 ‘지시·지도·통제(instruction, 
direction, control)'라는 단어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Overall control 기준 : Tadic 사건

  Tadic 사건 역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건은 앞서본 니카라과 사건에서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기준이 아니라 ‘overall control(전반적

통제)' 기준을 사용하여 국가 귀속을 긍정하였다. 
  Tadic 사건의 사실관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일원이었던 Dusko Tadic은 보스니아 및 크로아

티아계 민간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살해했고, 구유고전범재판소에서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7.(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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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Tadic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었다. 당시 심리 과정에서, Tadic의 행위가

구유고전범재판소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를 밝

히기 위해서는 유고연방의 지원을 받아 행위한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행위를 유고연방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였다. 당시 세

르비아계 민병대는 유고연방 군대로부터 탱크 등 중장비들을 지원받았

고, 유고연방 정부는 세르비아계 민병대에게 봉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유고연방 군대는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군사작전을 수립하고 군수품 조달

을 지원하였다.155) 
  이에 대해 구유고전범재판소의 1심 재판부(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니카과라 사건에

서 ICJ 재판부가 취했던 귀속의 기준인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유고연방이 세르비아계 민병대를 구체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귀속을 부정하였다.156)

  “유고연방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물자공급을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교연방 및 그 군대가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개별적 군사작전

을 지시(direct)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유고연방의 지원은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작전 수행을 위해 결정적인 것이었고, 민병대가 유고연방 군대의 물자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유고연방이 그의 군대를 통해 세르

비아계 민병대를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하였다는 증거가 없다.”157)

155) Prosecutor v. Duško Tadi´c a/k/a "Dule" (IT-94-1), ICTY, Trial 
Chamber II, Opinion and Judgement of 7 May 1997.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15.

156) Prosecutor v. Duško Tadi´c a/k/a "Dule", supra note 155, paras. 
114-115; para. 588; para. 603; para. 605.; 김석현, supra note 155,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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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유고전범재판소의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1심과 달리 ‘전반

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행위가 유고연방으로 귀

속된다고 설시하였다. 위 상소심 재판부의 설시는 다음과 같다. 

  “사적 개인의 행위를 국가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제법상 요건은 국가가

그 개인을 통제(control)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의 정도는 각 사건

의 사실관계마다 다르다. 본 재판부는 국제법이 모든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통제의 정도에 대해 높은 기준(high threshold)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국제법상 무장병력집단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나 병력에 대한 무장 지원(equipping)을 넘어서 군사작

전의 전체 계획을 조정 및 감독함으로써 국가가 ‘전반적 통제(overall 
control)’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여야 하며, 국가가 그 집단의 구성원

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을 필요는 없다.”158)

  또한, 상소심 재판부는 사적 실체를 ①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

(unorganized group of individuals)과, ② 조직화된 집단(organised and 
hierarchically structured group)으로 나누어 귀속의 판단기준을 달리

제시하였다. 즉, ①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집단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measure of authority)했고, 구체적 지시(specific 

157) Ibid.
158) ILM(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8, No. 6 (November 1999), 

p. 1546, para. 145.; Prosecutor v. Duško Tadi´c, supra note 155, 
paras. 114-131.; 김석현, supra note 155,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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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반면, ② ‘조직화된 집

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필요 없이 전반

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만 입증되면 족하다는 것이다.159) 
  이 사건의 경우, 문제된 실체인 세르비아계 민병대는 조직화된 사적

집단이었다. 따라서 위 상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민병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지원 ·
병참지원 ·작전계획 수립 등 전반적 통제만으로도 귀속이 인정된다. 실
제로 상소심 재판부는 “유고연방의 지원이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군사

활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민병대는 유고연방의 전반적 통제 하

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병대는 유고연방의 사실상 기관

(de facto oran)으로서 그 행위는 유고연방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설

시하였다.160)  
  위 상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전반적 통제(Overall control)’ 기준은 국

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직접적 · 개별적 · 구체적인 지시행위가 입증되

지 않더라도, 재정 지원 등 일반적 통제만으로 국가행위의 귀속을 인정

하는 것으로서 니카과라 사건의 ‘실효적 · 구체적 통제(Effective 
control)’ 보다 요구되는 통제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다. 이에 대해 위

상소심 재판부는 이유설시 과정에서 ICJ 재판부가 국가의 ‘구체적 지

시’를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법 판례 및 국가실행과 일치하지 않는

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다.161)

159) Prosecutor v. Duško Tadi´c, supra note 155, paras. 120-122.; 김석현, 
supra note 155, 2007, p.118.

160) Prosecutor v. Duško Tadi´c, supra note 155, para. 155.; 김석현, supra 
note 155, 2007, p.120.

161) Prosecutor v. Duško Tadi´c, supra note 155, paras. 125-129.; 김석현, 
supra note 155, 2007, pp.120-125.



- 84 -

  이와 같이 니카라과 사건과 Tadic 사건에서 귀속의 판단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Tadic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니카과라 사건과 다르기 때

문이며, 실제로 상소심 재판부의 권한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이지

국가책임을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즉, Tadic 사건에서의 쟁점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문

제였던 것이다.162)” 

  요컨대, 위와 같은 주석서의 설명은 ‘Tadic 사건의 재판부가 제시한

전반적 통제 기준은 개인의 형사범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적용한 기준이

었으므로 이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귀속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ILC 초안

주석서의 해설에 대하여는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 영역이 다르다

고 해서, 사인의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되는 기준이 달라질 이유

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다.163) 
  생각건대,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전반적 통제’ 기준보다 ‘실효적 통제’ 
기준이 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분야에서까

지 실효적 통제 기준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합목적적

162) the  explanation  given  by  Judge  Shahabuddeen, Prosecutor v. Duško 
Tadi´c,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Case  
IT-94-1-A  (1999), ILM, vol.  38,  No.  6  (November 1999), pp. 
1614–1615;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5.(저자 번역) 

163)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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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위 Tadic 사건의 경우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행위를 전범재판소에서 판단할 관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의 형사책임 분야에서까지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한 ‘실효적 통제’기준

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처벌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재판

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

되,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전반적 통제’ 기준을 활용

하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구체

적 타당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검토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요구되는 ‘통제’의 정도는 니카

라과 사건의 ICJ가 제시한 ‘실효적 통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것

이 보다 다수의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ISDS 판정례들이

ILC 초안 제8조의 control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 국가의 일반적 통제

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64) 
  생각건대, 국가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165)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

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니카라과 사건의 ‘실효적

통제’ 기준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64) 후술하는 ‘제4장. 귀속 관련 ISDS 판정례 분석’ 중 ① Gustav Hamester 
v. Ghana, ② White Industries Australia Ltd v. India, ③ Tulip v. 
Turkey 사건 등 참고

165) 국가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반적 통제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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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일반적 · 전반적 통제만으로 문제되는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

속된다고 본다면, ISDS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 실체의 행위가 ILC 
초안 제8조의 control 문구로 포섭되어 국가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

성이 있다. 예컨대 사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일반적 관리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적 통제 기준에

의하면 국가의 일반적 관리 ·감독 및 규제를 받는 사적 실체의 모든 행

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될 우려가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적 실체의 행

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대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넓

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경

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오히려 더 빈번해짐으로써 위 국제법상 원칙이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반적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Tadic 사건의 상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전반적 통제의 예시인 ‘재정지원, 
물자공급,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의 기준만으로는 귀속이 인정되는 통

제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166) 
  그러나 실효적 · 구체적 통제기준도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실효적 · 구
체적인 통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후술할 최근의

ISDS 판정례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문제된 실체를 이용하여 국가가

의욕했던 특정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로 통제한 경우’ 실효적 통제에 해

당한다고 보고 있다.167)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무엇이 실효

적 통제(effective control)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

게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실 확

166)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p.121.
167) 각주 1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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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제로 보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판

정부가 재량에 따라 판단해 왔다. 단, 이를 판단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사적 실체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적 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책임이 무한하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3) 제8조의 실제적 적용

    (가) 입증책임

  ISDS 사건에서 제8조는 그 규범적 의미보다는 중재 과정에서 현출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사건에서는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구체적 지시 · 지도 · 통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투자자와 투

자유치국 중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ILC 초안 주석서는 제8조상 ‘지시·지도·통제’의 입증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제8조의 ‘지시 · 지도 · 통제(instructions·direction·control)’는 그 중 어느 하

나만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 ”168) 

168)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7.(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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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주석서는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와 별개

의 법인격을 보유한 국영기업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된다”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169), 지시·지도·통제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투자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ILC 초안 제8조의 취

지는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니거나, 제5조의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은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실

체는 국가와는 독립된 실체이므로 국영기업에 관한 ‘불귀속 추정’ 효

과가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입증책임 분배의 관한 원칙에 대해 Rosenberg가 주장한 법률요

건분류설’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그 법률효과

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170) 주지

하다시피, 법률요건분류설은 한국 학계의 다수설이자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기도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권리근거사실171)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소멸·장애사실172)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173) 따라서 이러한 법률요건분

169) [원문 : “corporate  entities,  although  owned  by  and  in  that  
sens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State,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prima facie their conduct in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is  
not  attributable  to  the  State (...)”, 저자 번역]; Ibid., p.48, para. 
6. 

170)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2007.11., p. 138.; Rosenberg, Die Beweislast, 5. Aufl., 1965.

171) 권리를 근거지우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의미한다.
172) 권리 발생에 장애가 되거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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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설에 따르더라도, ILC 초안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는 권리근거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투자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나) 실효적 통제 기준의 구체화

     1) 실효적 통제에 관한 구체적 요건의 필요성

  전술한바와 같이, 아직까지 ILC 초안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한 기준인

‘실효적 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고려해

야 할 요소에 대해 세분화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단지 개별적 사안의 사실관계만을 고려하여 실효적 통제 여부를 판단하

기에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적 판단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

해 귀속 여부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ISDS 사건 당사자인 투자자와 국가의 예측가능성과 ISDS 분야의 법적

안정성을 고양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ILC 초안 제8조
의 ‘실효적 통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2) 현재까지 논의된 요건들

  ILC 초안 제8조 주석서는 아래와 같이 지시·지도·통제 외에도 문제된

행위와 국가의 통제 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173) 정선주, supra note 170,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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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지도·통제는 국제적 위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와 관련성(relate 
to the conduct)이 인정되어야 한다.”174)

  생각건대, 위 주석서에서 언급된 ‘관련성’은 문제된 실체의 행위가 국

가의 지시 · 지도 · 통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국영기업 행위의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에서 중재판정

부들은 대체로 ‘국가가 국영기업에 대해 보유한 지분을 특정 결과를 야

기할 의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175) 

     3) 실효적 통제에 관한 세분화된 기준 제시

  위와 같이 현재까지 논의된 ILC 초안 제8조의 적용요건에 관한 논의

들을 종합하여 ‘실효적 통제’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174)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7.(저자 번역)

175) 후술할 ‘SEDCO v. 이란국영석유회사 사건’,  ‘International Technical 
Products Corporation v. Iran 사건’, ‘Flexi-Van Leasing, Inc. v. Iran 
사건’, ‘Foremost Tehran v. Iran 사건’, ‘American Bell International 
Inc. v. Iran 사건’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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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직접적 접촉(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여기서의 ‘직접적 접촉(direct contact)’이란 투자유치국이 문제된 실

체에 보낸 공문 · 전자우편 · 서신 · 전화 · 회의 등 일체의 직접적 의사전달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접촉은 국가가 ‘투자자에 불리한 결과

를 야기할 목적’ 하에 행해진 행위여야 한다. 즉, 단순히 국가가 실체를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목적으로 접촉한 것은 effective control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문제된 실체에 대해 ‘일부 특정 외

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법적 규제를 강화하라’와 같은 취지의 서신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특정한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행해진 직접

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

업 현황 파악 요청’과 같은 공문이나 보고서는 ‘직접 접촉’ 요건에는 해

당할 수 있으나, 국가가 특정 투자자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이라는 요건은 앞서본 국영기업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국가가 그의 소유

지분을 특정 결과를 야기할 의도로 사용’이라는 요건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접 접촉’으로 지시의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ISDS 사건에서 투자

자가 ‘국가의 일반적 지침 발표 혹은 일반적 관리·감독’도 ILC 초안 제8
조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
대, 대통령 · 장관 등 고위급 관료가 ‘수입 농수산품에 대한 위생 및 유해

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경우, 이는 농수산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영기업 등에 대한 ‘직접 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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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서 ‘직접 접촉’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문

제된 특정한 실체에 대해 직접 ‘위생 및 유해성 검사를 강화하라’는 등

의 의사전달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지시의 법적 강제력(legal enforcement of control) 

  다음으로, 가사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직접 접촉 증거가 있다고

가정해도, 국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문제된 실체에 법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법적 강제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서신, 공문

등 직접 접촉 증거의 취지 · 내용 · 표현 방식 · 발송 주체의 직위 등뿐

만 아니라, 문제된 실체를 규율하는 관련 국내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자의 형사처벌, 실체에 대한 행정적 제

재, 법적으로 보장된 자금지원 중단 등의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만약 문제된 실체가 국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될 ‘선
택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킨다면 국가책임의 범위가 무한

정 확대될 염려가 있다. 또한, 문제된 실체에게 국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투자자가 문제 삼는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실체의 ‘탓’으로 돌림이 논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국가가 아니라 해당 실체를 상대로 직접 국내소송 혹은 국제상사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이유

도 없다. 
  또한, 법적 불이익이 아닌 사실적 불이익에 근거한 사실상 강제력만으

로는 지시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 강제력은 어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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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 ‘사실상’ 강제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

제가 있다. 예컨대 지시의 주체가 대통령과 같은 지대한 권력을 가진 고

위급 기관일 경우, 그의 위세만으로도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볼 여지

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사기업 및 개인 등 대부분의 사적 실체가 사실

상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ISDS의 상대국가는 대부분 개발도

상국인바, 개발도상국일수록 고위급 기관의 위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개발도상국이 피청구국인 ISDS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실체에 대한

지시의 강제력이 인정됨으로써 국가책임이 무한정 확대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요구되는 강제력 요건은 ‘법적’ 강제력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다) 실제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법적 강제력이

수반된 직접적 접촉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접촉으로 인하여 실제 국가

가 의도한 결과, 즉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직접적 접촉이 있었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으

나, 그 결과가 국가의 접촉이 아니라 문제된 실체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거나, 자연재해 등 제3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이 증명된 경우, 인
과관계는 부정된다. 
  위 인과관계 요건은 앞서본 ILC 초안 주석서의 “국제적 위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와 관련성(relate to the conduct)이 인정되어야 한

다”176)는 부분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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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증책임

  앞서본 바와 같이 지시 · 지도 · 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위 기준들177)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투자자

에게 있다. 단,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부정적 결

과가 문제된 실체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귀속을 저지하는 사실이므로 투자유치국에 입증책임이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Ⅱ. 국영기업의 경우

 1.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 문제

  ISDS 사건에서 국영기업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

제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사건에서 대체로 “국가가

소유·지배(owned or controlled)하는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등의

17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7.

177) ‘①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직접적 접촉, ② 지시의 법적 강제력, ③
실제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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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고, 이러한 국영기업은 첫째,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둘째, 국영기업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ILC 초
안 제5조의 공권력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셋째, 
국영기업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권력을 위임받지도 않았다면 문제된 행

위는 국가의 지시·지도·통제에 따른 것으로서 ILC 초안 제8조에 의해

투자유치국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영기업의 행위는 투

자유치국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고, 투자유치국의 행위는 BIT 등 국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일부라도 지분을 보유

한 국영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해당 기업의 행위에 대

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전술한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 해석론

을 활용하여 이하에서 검토한다.178) 

 2. ILC 초안 제4조에 의한 귀속 문제

  ILC 초안 주석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영기업 등은 국가와 독립된 법인

이므로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회사들

178) 이하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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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있다(general separateness)’고 보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도관회사(corporate veil)가 사기(fraud) 혹은

조세회피(evasion)의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않는다. 단지 국가가 어느 회사를 특정한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하

였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귀속시키기에 부족하다. 
앞서본 국제법상 원칙에 의해, 회사들은 비록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러한 회사들의 행위는

그들이 ILC 초안 제5조 상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 공권력)을 행

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일단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prima facie).179)”

  생각건대, 전술한바와 같이 ILC 초안 제4조 제2항에 의해 국가기관 해

당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실체가 소재한 국가의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 대체로 공기업 · 국영기업 등은 가사 국가가 그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국내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주

체로 해석되므로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ILC 초안 주석서는 위와 같이 “회사는 국가와 독립된 실체로서

그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바,180) 이
는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하 ‘不귀속 추정’이라 한

다.). 따라서 투자자가 ‘문제된 국영기업이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그 결

과 귀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ISDS 사건에서 투자자가 국내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

179) Ibid., p.48. para. 6. (저자 번역)
18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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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업 · 국영기업이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을
근거로 국영기업이 국내법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관행 · 권한 · 국
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complete dependence)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문제된 실체의 권한 및 국가에 대한 의존 정

도는 ILC 초안 제5조 및 제8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므로, ILC 초안 제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단계에서 사실상 국가기

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영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국가기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

로, 제5조의 정부권한 행사 혹은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가 있었는지 여

부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ILC 초안 제5조에 의한 귀속 문제

    
  문제된 국영기업이 ILC 초안 제4조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으로 해당 국영기업이 ‘법령상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

았고, 실제로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ILC 초안 제5조
에 의한 귀속을 주장할 것이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문제된 국영기업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우, 그 법령에 국영기업에

대해 공권력을 위임하는 권한위임규정이 있고, 문제된 행위는 실제로 그

위임규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본 ILC 초안 주석서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국영기업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령에 근거해서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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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법령에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해당 국

영기업은 국가와 독립된 주체이므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이러한 ‘不귀속 추정 효과’에 의해 귀속을 주장하는 투자자가 해

당 국영기업이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공권력을 실제

로 행사했음을 입증해야만 ILC 초안 제5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될 수 있

다.
  실제로 투자자가 국영기업 등의 공권력 행사(public powers) 사실을 입

증한 사례로는 ① Phillips Petroleum Company Iran v. Iran 사건, ②
Petrolane v. Iran 사건과181), 후술할 ③ Flemingo v. Poland 사건 ④ Noble 
Venture v. Romania 사건 등이 있다.182)    

 4. ILC 초안 제8조에 의한 귀속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문제된 국영기업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법령상 공권

력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투자유치국이

국영기업을 지시 · 지도 · 통제했음을 주장하며 ILC 초안 제8조의 적용

을 주장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영기업은 국가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권력 행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투자자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따

181) Phillips Petroleum Company Iran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21, p. 79 (1989); Petrolane, Inc.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27, p. 64, at p. 92 (1991). 참고

182) ③ Flemingo v. Poland 사건, ④ Noble Venture v. Romania 사건은 본

논문 제4장 중 “2. 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을 긍정한 경우”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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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ILC 초안 제8조의 지시 · 지도 ·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실제

ISDS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183) 
  전술한 바와 같이,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니카

라과 사건에서 ICJ가 제시한 기준인 ‘국가의 구체적 · 실효적 통제

(effective control)’가 있었음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영기업

의 행위가 투자유치국의 ‘실효적 통제’에 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ISDS 
사건들에서, 대체로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특정 결과를 야기할 의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8조의 실효적 통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국영기업

을 지시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ILC 초안 주석서는 여러 사례

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국가의 국영기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지 않아 귀속이

부정된 사례로는 ① ‘SEDCO v. 이란 국영석유회사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란 국영석유회사가 투자자인 SEDCO의 자산을 사실상 수

용(de facto seizure of property) 한 것이 이란 정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184) 위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이란 정부가

이란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수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

183) 후술하는 ‘제4장. 귀속 관련 ISDS 판정례 분석’ 중 1) Bayindir Insaat v. 
Pakistan 사건, 2) EDF v. Romania 사건, 3) Gustav Hamester v. Ghana 
사건, 4) White Industries Australia Ltd v. India 사건, 5) Tulip v. Turkey 
사건 등 참고

184) SEDCO 사건은 석유 굴착장비(drilling rigs) 회사인 SEDCO 및 그

자회사들과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 간 계약상 분쟁으로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영석유회사에 보유한 지분을 이용하여 SEDCO의 굴착장비

등 자산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SEDCO, Inc., Claimant v.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ase 
No. 129, Award No. 309-129-3, 2 July 1987,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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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귀속을 부정하였다.185) 이외에도, 
② International Technical Products Corporation v. Iran 사건, ③
Flexi-Van Leasing, Inc. v. Iran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귀속이 부정되었

다.186) 
  반면 국영기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어 귀속이 긍정된 사건도

있었다. ① Foremost Tehran v. Iran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란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통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귀속을 긍정하

였다.187) ② American Bell International Inc. v. Iran 사건도 같은 취지로

귀속이 인정되었다.188)

185) SEDCO, Inc. v.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Iran-U.S. C.T.R., vol. 
15, p. 23 (1987).;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6.(저자 번역) 

186) International Technical Products Corporation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9, p. 206 (1985); 
Flexi-Van Leasing, Inc.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12, p. 335, at p. 349 (198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6.

187) Foremost Tehran, Inc. v.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10, p. 228 (198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48. para. 6.

188) American Bell International Inc.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U.S. C.T.R., vol. 12, p. 170 (1986).;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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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정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국영기업(State-owned company)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State-controlled company)에 대해서도 앞

서 본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라는 기준으로 위 실효적 통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5. 검토

  생각건대 국영기업은 각 국가의 국내법, 국내관행, 해당 기업의 설립

목적, 실제 활동 내역 등에 의해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ILC 초안 제4조
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어렵고 제5조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8조의 지시 · 지도 · 통
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영기업을 ‘실효적 통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①국가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특정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 국영기

업을 직접 접촉했고(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②그러한 지시에 법적 강제력이 있었으며(legal 
enforcement of control), ③그로 인해 실제로 국가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

하였다는 점(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을 투자

자가 입증한 경우에 한해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로 인정하여 귀

속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Nations, 2008, p.48.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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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LC 초안 검토 결과

 1. ILC 초안의 기본 원칙

  전술한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행위에 대한 귀속의 판단기

준과 관련하여 ‘공권력 행사 기준설’의 입장을 취한 ILC 초안은 ① 사인

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사인 행위 불귀속 원칙), ②
귀속의 판단은 국제법에 의한다는 원칙(국제법 우위의 원칙), ③ 행위가

귀속되는지에 관한 문제와 국가의 행위가 국제적 의무에 위배된 것인지

에 관한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귀속과 위법성의 구별 원칙), ④
ILC 초안 규정들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칙(특별

법 우선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을 전제하고 있다. 

 2. 제4조의 적용

  ILC 초안 제4조는 국가기관(State organ)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

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중앙정부나 고위공무

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직무관련성 없이 행한, 즉 순수한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국

가기관의 직무관련성은 ‘외견상’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으로 보일 경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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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치국이 직무수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외견상’으로도

직무 수행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ILC 초안 제4조 제2항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여부를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DS 사건에서 위와 같은 국내법적 기준이 절

대적 기준인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특히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은

국내법이 문제된 실체를 국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실체

와 국가 간에 완전한 의존관계(complete dependence)가 인정될 경우

이를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문제된 실체의 관행 · 권한 · 기능 및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된 실체의 기능은 ILC 초안

제5조에서, 국가와의 관계(완전한 의존 여부)는 ILC 초안 제8조에서 검

토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을 통해 문제된 실체를 제

4조의 국가기관으로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기

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단, 국내법

은 제반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3. 제5조의 적용

 
  ILC 초안 제5조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내법 상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가 실제로 그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한 경우 국가

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 
인지 여부는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자본 참여도 등이 아니라 국내

법령 상 특정한 공권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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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라도 순수한 상업적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제5조의 공권력은 입법적 ·
행정적 기능에 이를 정도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해야 한다.

 4. 제8조의 적용

  ILC 초안 제8조는 제4조나 제5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

실체라도, 국가로부터 지시·지도·통제(direction, instruction, control)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귀속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적

실체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적 실체와 국가

사이의 ‘사실상의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면 국가의 행위로 간주함으로

써 국가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LC 초안 제8조는 니카라과

(Nicaragua) 사건에서 ICJ 재판부가 귀속의 기준으로 제시한 direction ·
enforcement · control을 반영한 것이다.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
가가 사적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지시·
지도·통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체에 대한 어

느 정도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두 건의 판정례가 대립한

다. 니카라과 사건의 ICJ 재판부는 ① 사적 실체의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complete dependence)’과, ②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실효적·
구체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Tadic 사건의 ICJ 재판부는 ‘조직

화된 집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필요 없

이 전반적으로 통제(overall control)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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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그러나 Tadic 사건의 전반적 통제 기준에 의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타당치 않다. 따라서

니카라과 사건의 실효적 통제 기준이 보다 타당하다.
  ILC 초안 제8조의 실효적 통제 기준에 대해 현재까지 판정례 등을 통

해 논의된 요건들을 보다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투자

자에게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사적 실체를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

이 인정되어야 한다(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둘째,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지시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legal enforcement of control). 셋째,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직접적 지시와 투자자에게 발생한 불리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 
또한 이러한 제8조의 요건사실들은 ISDS 사건에서 청구인(투자자)이 입

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8조에 관한 세분화된 요건들을 ISDS 사건에

서 적용할 경우 귀속의 기준이 객관화됨으로써 판정부의 주관적 · 자의적

판단을 예방할 수 있고 판정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5. 시사점

  이상과 같은 ILC 초안의 검토 결과, ILC 초안은 그 주석서와 함께 문

제된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ILC 초안은 ‘귀속’이 문제되었던 Nicaragua 및

Tadic 사건 등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사례들과 초안 제정 과정에서 나온

국제법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귀속에 관한 기준을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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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귀속이 문제되는 ISDS 사건에서 ILC 초안

을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면 중재판정부의 자의적이거나 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고, 분쟁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ISDS 제
도의 안정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ILC 초안이 국가책

임에 관한 국제법 학계의 다수설적 견해와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

서 ‘권위 있는 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189) 이를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면 분쟁당사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ISDS 사건들에서 국영기업 · 공기업 등의 행위 귀속이 빈

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러한 국영기업 등은 과거에 귀속이 문제

되었던 실체들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ILC 초안 및 그 주석서

도 명쾌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ILC 초안 주석서는 전술

한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기업·국영기업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법인

격을 보유한 회사들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고, 이들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190)는
취지로 설명하여 국영기업 등의 행위 귀속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는 각 국가의 국내법, 국내관행, 해당

기업의 설립목적, 실제 활동 내역 등에 의해 그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성

189) 각주 27 참고

190) ILC's report(fifty-third session, A/56/10, 2001) :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with 
commentaries", United Nations, 2008, p. 48,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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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영기업의 속성을 고려하여 귀속의 판단기

준을 달리한다면 중재판정부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기 어렵고, 
분쟁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ISDS 제도의 법적안정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BIT 등 근거협정에 국영기업 등 실체의

귀속 문제를 별도로 규율하는 귀속 관련 특별규정이 없는 한, 국영기업

의 행위 귀속이 문제되는 ISDS 사건에서도 ILC 초안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귀속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ILC 초안에 따라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 문제를 판단할 경우 가장 빈

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전술한바와 같이 제4조, 제5조, 제8조가

될 것이다. 
  우선 제4조의 경우, 국영기업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

으므로 사실상 국가기관이론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어렵다. 또한 사실상 국가기관이론은 문제된 실체의 기능과 권

한,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견해이지만 이러한 고려요소들은 제5
조 및 제8조의 적용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을 통해 제4조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없음은 전술한바와 같

다. 
  둘째로 제5조의 경우, 국영기업은 대체로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근거

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립 근거법에 국영기업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영기업은 공적

기능뿐만 아니라 순수한 상업적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국영기업이 ‘실
제로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ISDS 사건에서 주요 쟁

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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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8조의 경우, 국가가 문제된 국영기업에 대해 지시·지도·통
제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전술한 제8조의 세분화된

요건들을 적용하여 실효적 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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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귀속 관련 ISDS 판정례 분석

  지금까지 ISDS 사건에서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가 어떻게 적

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ILC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ISDS 판정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귀속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재판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특히 이하에서는 ①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이 문제된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②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

은 판정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하였는지, ③ ILC 초안을 적

용한 판정례들은 위와 같은 본 논문의 검토결과에 부합하는지, 혹은 부

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④ 판정례들의 대체적 경향은 어

떠한지, ⑤ 판정례들의 귀속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191)  

Ⅰ. 국가행위 귀속을 긍정한 판정례

191) 이하의 ISDS 판정례들 분석 부분은 모두 각 사건의 판정례 원문을

기초로 저자가 번역·요약하여 검토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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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고 귀속을 긍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가행위 귀속을 인

정한 사건들로는 ① Maffezini v. Spain 사건(2000), ② Salini v. Moroco 사
건(2001), ③ Nykomb v. Latvia 사건(2003), ④ Azurix v. Argentine 사건

(2006), ⑤ LESI-Dipenta v. Algeria 사건(2010) 등이 있다.192)

  가. Maffezini v. Spain 사건 (일부 부정) 

   (1) 사건 개요

  Maffezini 사건의 경우 관할과 본안이 분리(bifurcation)되어 관할 결정

(Decision on Jurisdiction)과 본안 판정(Award)이 각각 선고되었다. 관할

결정의 경우, 문제된 공기업을 스페인과 동일시하여 ICSID 협약 제25조
의 체약국(Contracting Party)에 해당한다고 보아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반면 본안 판정의 경우, 문제된

공기업의 행위가 실제로 스페인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는지, 즉 본래적

의미의 귀속(attribution)이 문제되었다. 결론적으로 관할 결정의 경우 문

192) 한편, Maffezini v. Spain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중재 제기일이 1997. 7. 
18. 이고 본안 판정일이 2000. 11. 9.인 점을 고려할 때, 2001년에

채택된 ILC 초안은 Maffezini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Emilio 
Agustín Maffezini v. The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Judge Thomas 
Buergenthal, Mr. Maurice Wolf), Award, 2000. 11. 13.,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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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공기업은 ICSID 협약 제25조의 Contracting Party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을 인정했고193), 본안 판정의 경우 문제된 공기업의 행위를 스페인

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국적인 으로서 EAMSA라는 스페인 갈리시아 지

방에 화약제품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였다. EAMSA 社는 갈리시아 지방에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public-private entity)인 SODIGA라는 공기업과 합작투자계약을 체

결하였다. SODIGA는 투자자에게 조언 및 재정 조달을 통해 도움을 주기

로 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비용 문제로 위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청구인

은 아르헨티나-스페인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ISDS를 제기하였다.194) 
  이에 대한 관할 결정 및 본안 판정 모두 공기업의 귀속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시한바, 이하에서 상술한다. 

   (2) 관할 결정195) : 귀속 긍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93) 즉, 공기업과 스페인을 동일시 한 것이다

194) http://isdsblog.com/2015/11/12/isdscasesummarymaffezinivspain 참고

195) Emilio Agustín Maffezini v. The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Judge Thomas 
Buergenthal, Mr. Maurice Wolf),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200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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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정부는 이 사건 분쟁이 스페인과 청구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청구인과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 사기업인 SODIGA와 청구인 간의 분쟁

이므로 ICSID 협약 25(1)의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ICSID 협약

25(1)은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국적자 사이에(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투자

로부터 직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ICSID 센터의 관할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기업에 불과한 SODIGA는 ICSID 협약 25(1) 
상 ‘일방 체약국(스페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인은 다양한 국가 단체들(State entities)이 SODIGA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SODIGA는 국가의 통제 하에서 갈리시아 지방의 경제개

발을 목적으로 국가의 팔(an arm of the State)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

므로 이는 국가적 실체(State entity)로서 SODIGA의 행위는 스페인의

행위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SODIGA는 스페인 상법에 의해 설립된 상사적

· 사적 기업에 불과하므로 SODIGA의 행위는 사적 실체로서의 행위에 불과

하다고 반박하였다. 비록 국가적 실체들(State entities)이 SODIGA의 지

분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업에 불과한

SODIGA의 본질이 국가기관(State agency)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196)

196) 이상의 당사자들의 주장은 Ibid., paras. 71-7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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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SODIGA의 지배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SODIGA는 스페인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ICSID 협약 25(1)의 일방

체약국에 해당하여 관할이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이 사건에 대한 ICSID 센터 및 중재판정부의 관할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ODIGA가 국가적 실체(State entity)
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할 단계에서의 문제이고, 'SODIGA의 행

위가 스페인 정부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본안 단계에

서 검토할 문제라고 전제하여 위 두 가지 쟁점을 분리하였다.197) 
  중재판정부는 관할 단계에서 SODIGA가 국가적 실체인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첫 번째로 SODIGA의 조직 구조(structural test)를 검토하였

다.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실체는 국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였다.198) 또한

국가는 사적 도관회사(private corporate veil)로 위장하여 그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199) 중재판정부는 문

제된 실체의 조직 구조(structural test)만으로는 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로 기능(functional test)을 조직 구조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200) 특히 조직 구조(structural test)와 관련하여, 중재

판정부는 ‘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 S. v. the Slovak 

197) Ibid., para. 75.
198) Ibid., para. 77
199) Ibid., para. 78.
200) Ibid., para.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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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사건에서의 관할 결정을 원용하며, 문제된 회사에 국가가 지

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직적 구조만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라고 해도 국가로부터 위임받

아 본질적으로 정부적 기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고려하여

(functional test) 국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 또한, 중재판

정부는 국내법상 문제된 실체에 대한 조직적 분류는 중요한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국내법상 조직 분류가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설시하였다.202)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 SODIGA의 조직 구조를 검

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국가기관인 스페인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가 SODIGA를 설립하기 위한 법령에 근거하여 SODIGA를 설

립한 점, 비록 정부가 SODIGA를 사적 · 상업적 회사 형태로 설립하였다

고 해도 산업부 소속 기관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점, 실
제로 1990. 12. 31.경에는 SODIGA에 대한 정부의 보유 지분 합계가

88%를 넘은 점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구조만으로 국가

가 사적 영역에 설립한 회사가 국가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능

적 측면(functional test)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203)

  중재판정부는 ① SODIGA는 산업부가 직접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재

정부의 승인도 있었던 점, ②스페인 내 최고위급 정책결정기관인 각 부

처들의 장관 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도 SODIGA의 설립이 논의

되고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스페인 정부는 지역경제 개발이라는 정부

적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의 수행을 목적으로 SODIGA를 설립한

201) Ibid., para. 80.
202) Ibid., para. 82.
203) Ibid., para.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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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설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스페인 정부의 ‘정부적 기능 수행 목

적’을 입증할 증거로 중재판정부는 ① SODIGA 설립법령 전문에

SODIGA의 설립 목적이 ‘갈리시아 자치구역의 지역산업개발 촉진을 위

함’이라고 기재된 점과 ② 설립법령에 규정된 SODIGA의 기능과 역할은

전형적인 정부적 업무이지 사적 실체로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

하였다.20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중재판정부는 SODIGA가 스페인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고 정부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직적으로 국가

적 실체(State entity)에 해당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능상으로도

국가적 실체(State entity)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205) 

   (3) 본안 판정206) : 귀속 부정

  청구인은 SODIGA가 프로젝트의 예상비용에 대해 잘못된 조언을 주었

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스페인은 SODIGA가

사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SODIGA의 행위는 스페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고 반박하였다.207)

  중재판정부는 SODIGA의 행위가 스페인의 행위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SODIGA의 기능(functional test)을 검토해야 한다고

204) Ibid., para. 86.
205) Ibid., para.89.
206) Emilio Agustín Maffezini v. The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Judge Thomas 
Buergenthal, Mr. Maurice Wolf), Award, 2000. 11. 13.   

207) Ibid., para.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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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였다. 즉, SODIGA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 속성을 갖고 있

다면 스페인에 귀속되는 반면, 본질적으로 상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

스페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08)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투자할 당시에 SODIGA는 국가 주도 형태의

회사에서(State-oriented) 시장 중심적 형태의 회사로

(market-oriented)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즉, SODIGA
의 설립 당시에는 SODIGA의 기능은 대체로 정부적 속성을 갖고 있었

으나, 청구인이 투자할 당시에는 상사적 속성도 아울러 갖게 됨으로써

양면적 특성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SODIGA의 각 행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해

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09)

  청구인이 문제 삼은 SODIGA의 행위 중 가장 핵심적 행위는

‘SODIGA가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

이었는바,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BIT는 잘못된 사업 판단에 대한 보험이 아니다. SODIGA가 청구인에게 제공

한 정책 및 정보에 결함이 있었을 수 있으나, SODIGA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자체에 내재된 사업상 위험까지 완화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페인은 청구인이 어떤 사기업이라도 유사한 상황에

서 입었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다210)”

208) Ibid., para. 52.
209) Ibid., para. 57.
210) Ibid., para. 64.(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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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중재판정부에 의하면 비록 SODIGA의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프로

젝트의 예상 비용 및 이익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러한

정보 제공 행위는 스페인 정부로 귀속될 만큼의 공적 기능 행사(public 
function)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11) 
 
   (4) 검토 및 시사점

  Maffezini 사건의 관할 결정과 본안 판정 모두 ILC 초안이 아니라 별

도의 기준을 통해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관할 결

정은 ICSID 협약 25(1) 상 문제된 공기업을 체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공기업의 조직 구조(structural test)와 기능

(functional test)을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안 판정

의 경우 기능만을 검토하여, ‘본질적으로(essentially)' 정부적 기능을 행

사하는지 여부를 결정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Maffezini 중재판정부와 같이 ILC 초안이 아닌 조직 및 기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중재판정부의 재량

적 판단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조직 구조를 가져야 국가에 귀속되는지

또는 어떤 기능을 행사해야 국가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

이다. 특히 본안 판정에서 ‘본질적으로’ 정부 기능을 행사해야 국가로 귀

속된다는 설시는 무엇이 본질적인 정부 기능인지 알 수 없어 중재판정부

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211) http://isdsblog.com/2015/1 1/12/isdscasesummarymaffezinivspai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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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떤 이유로 관할 판정 단계에서는 조직과 기능을 함께 고려한

반면, 본안 판정 단계에서는 기능만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

다. 게다가 관할 판정에서는 SODIGA가 국가적 실체(State entity)라고

하였다가, 본안 판정에서는 SODIGA의 행위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상사

적 행위이므로 국가로 귀속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모순되는 설시로 보

인다. 
  생각건대, ILC 초안이 채택되기 이전에 Maffezini 사건의 관할 결정 및

본안 판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고 조직 구조(structural test)와 기능(functional test), 및 본질

적 정부권한 행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부득

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만일 위 사건에서 ILC 초안의 적용이 가능하였

다면, 비록 관할 단계에서 문제된 쟁점이 ‘SODIGA를 ICSID 협약 상 체

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고, 본안 단계에서 문제된 쟁점이 ‘국
가책임의 관점에서 SODIGA의 행위를 스페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

부’로서 쟁점이 서로 달랐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ILC 초안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에 해당 여부를 차례

대로 검토하였다면 보다 일관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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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alini v. Morocco212) 사건

   (1) 당사자들의 주장

  모로코 정부는 청구인과 건설계약을 체결한 회사인 ADM이 국가적 실

체(State entity)가 아니기 때문에, ADM이 행한 행위는 모코로에 귀속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의 인적 관할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즉, ADM은 고유의 자산을 보유한 사적 실체에 불과하고, 국
가가 단지 ADM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ADM의 법적 자율성에 여

하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은 ICSID 협
약 25(1)이 규정한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투자자 간의 분쟁”이
아니므로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13)

  반면 청구인(이탈리아 회사들)은 ADM이 유한책임회사(LLP)라고 하더

라도 이는 공적 실체로서 ADM을 모로코 정부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ADM의 자산과 이사회는 모로코 정부의 기반시설부서

(Minister of Infrastructure)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 사

건 계약의 중요사항들도 모로코 정부가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ADM과 청구인간의 계약상 분쟁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할 만큼 공공조

달계약의 속성을 갖고 있고, 청구인의 계약상 의무는 모두 국가를 위한

업무라고 주장하였다.214) 
212)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Maitre Robert Briner, Maitre Bernardo 
Cremades, Professor Ibrahim Fadlallah), DECISION ON 
JURISDICTION, 2001. 7. 23.

213) Ibid., pa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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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ICSID 협약 25(1)의 일방 체약국(Contracting 
State)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ICSID 협약 및 이 사건 BIT 모두 규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배하는 상사적 기업은 그

것이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영기업

(State-owned company)로 간주된다고 전제하였다.215) 또한, 국가의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및 참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Maffezini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인 ① 조직 구조(structure 
test)와 ② 기능(functional test)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216)

  우선, 조직 구조적 관점에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

려하여 ADM이 조직적으로 국가적 실체라고 설시하였다. 
  ADM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상사적 회사로서 독자적 법인격을 보

유하고 있으나,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통해 8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DM의 운영 및 경영은 ADM 정관 상 모로코

정부의 기반시설부서가 주도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ADM의 이사회는 기반시설부서의 장관(Minister of 
Infrastructure) 등 각 정부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사

회는 ADM의 경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사회 회의록이 모로코

정부 수상에게 보고된다.217) 

214) Ibid., para. 29.
215) Ibid., para. 31.
216) Ibid., para.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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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

하여 ADM 社는 기반시설부서 등 다양한 국가기관들을 매개로 모로코

정부에 의해 통제 및 운영되는 회사라고 설시하였다.
  ADM 정관에 의하면, ADM의 주요 활동은 정부가 허가한 고속도로 등

의 건설로 규정되어 있다. 즉, ADM의 주요 설립목적은 기반시설 등 공

공시설 건설에 관한 모로코 정부의 필요와 통제에 따라 그러한 공적 건

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ADM이 체결한 계약 역시 행정적 속

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ADM은 모로코 정부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매개체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半공기업(semi-public companies)’
인 것이다.218)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ADM은 조직적으로나 기

능적으로나 모로코 정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국가기업(State company)
에 해당하여 인적 관할이 있다고 설시하였다. 
   
   (3) 검토 및 시사점

  Salini 사건 역시 전술한 Maffezini 사건 중재판정부와 마찬가지로, 
ILC 초안이 아니라 문제된 공기업의 ‘조직 구조’ 및 ‘기능’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직 구조적 관점에

서 ADM은 모로코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회사였으나 모로코

정부가 거의 90%에 이르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사회 역시 대

217) Ibid., para. 32.
218) Ibid., para. 33-35.



- 122 -

부분 모로코 정부의 고위관료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ADM의 의사결정

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능적 관점에서, ADM이 수행

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업무는 국가의 기반시설에 관한 업무로서 그 자

체로 공적 특성이 강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약 또한 고속도

로 건설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공적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Salini 사건 판정은 전술한

Maffezini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기능’이라는 포괄적이고 추

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귀속에 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LC 초안 제2장의 귀속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만약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 규정

을 적용하였다면, ADM이 국내법상 독자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므

로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ADM이 체결한 계약을 규율하는 국내법령 상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및 권한위임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219), 
ILC 초안 제5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대체로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되었고, 이사회 의사록이 모로코 정부 수상에

게까지 보고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모로코 고위 관료들의 ADM에

대한 구체적 지시 · 지도 · 통제에 관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증거가 인정된다면 ILC 초안 제8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될 것이다. 

219) Ibid.,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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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ykomb v. Latvia220) 사건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라트비아 정부가 설립한 국영전기회사인 Latvenergo와 열병

합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 요율보다 2배의 전기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Latvenergo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SCC(Stockholm 
Chamber of Commerce)에 라트비아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다.221) 청
구인은 국영기업인 Latvenergo의 계약 위반 행위는 라트비아로 귀속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고, 라트비아는 Latvenergo가 별개의 회사임을 근거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222)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Latvenergo의
행위는 라트비아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Latvenergo는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고, 후에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로 전환되면서 라트비아 민영화청(Latvian Agency for 
Privatization) 산하에 있게 되었다. 라트비아 국내법인 에너지법(Energy 
220) 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 AB v. The Republic of 

Latvia, SCC(Bjørn Haug, Rolf A. Schütze, Johan Gernandt), Award, 
2003. 12. 16. 

221) Ibid., pp. 2-5., p. 11.
222) Ibid., p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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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은 Latvenergo에 대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회사로서 민

영화될 수 없고, Latvenergo의 모든 주식은 국가가 보유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 그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Latvenergo는 재정부가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Latvenergo는 라트비아 유일의 전력공급

회사로서 상사적 재량권이 없었고(no commercial freedom), 정부의 규

제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였다. 따라서 Latvenergo는 독립적인 상사기업

으로 볼 수 없고, 정부의 전기요금 책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구

성기관(constituent part)에 불과하였다.223) 
  또한,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도 전기요금과 관련한

Latvenergo의 행위의 귀속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각 체약국은

국영기업이 제3장의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ECT 22.1조를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설시

하였다.224)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ILC 초안의 적용 없이 문제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강

력한 개입 정도를 고려하여 바로 귀속이 긍정된다고 설시하였다. 
Maffezini 사건에서 귀속의 기준으로 적용한 실체의 ‘조직’이나 ‘기능’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처럼 구체적 기준 없이 사실관계만을 종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ILC 초안과 같은

223) Ibid., p. 31.
224) Ibid.,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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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판단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국영기업

으로서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관련

근거법령이 있는 점, 독점적인 전기서비스 제공 및 그에 대한 요금 책정

은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ILC 초안 제5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Azurix Corp. v. The Argentine Republic225) 사건

   (1) 사건개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지방정부)는 청구인과 상하수도

서비스 관련 양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민들의 불만에 의해 지방정부

는 양허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지방정부의 계약

해지 행위가 미국-아르헨티나 BIT 13조226) 및 ILC 초안 제4조, 제7조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방

정부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로 귀속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

다.227)

225) Azurix Corp.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Dr. Andrés Rigo Sureda, The Honorable Marc Lalonde, Dr. Daniel 
Hugo Martins), Award, 2006. 7. 14., paras.50-54.

226) 미국-아르헨티나 BIT 13조 : “This Treaty shall apply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227) Azurix Corp.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Dr. Andrés Rigo Sureda, The Honorable Marc Lalonde, Dr. Daniel 
Hugo Martins), Award, 2006. 7. 14., paras.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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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국제법상 국가기관 및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점과 ILC 초안은 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자주 원용

하는 근거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3조는 명시적

으로 “이 협정은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의 행위는 아르헨티나로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228)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정부의 ‘계약상’ 행위도

국가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시하였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계약상 행위는 조약 위반에 이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

가 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단순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고권적

(sovereign)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조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

순한 사인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 정부가 공적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제기관

들과 각종 근거법령들을 통해 정책을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아르헨티나 중앙정부가 이 사건 투자계

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도, 지방정부의 계약상 행위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된다.”229) 

228) Ibid., paras. 50-54.
229) Ibid., para. 53.(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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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지방정부의 계약상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국제법상 일반원칙, ILC 초안 및 미국-아르헨티

나 BIT 제13조를 근거로 일단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에 계약상 행

위를 정부의 고권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특징이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근거협정인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3조는 지방정

부를 포함한 정치적 하부조직에 대한 귀속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상 일반원칙 및 ILC 초안 제

4조가 아니라 위 BIT 제13조에만 근거하여 귀속을 긍정하는 것이 더 논

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LESI-Dipenta v. Algeria230) 사건

   (1) 사건개요

  
  청구인인 LESI-Dipenta 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알제리아 국영

230) Consortium Groupement L.E.S.I.- DIPENTA v.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ICSID Case No. ARB/03/08 (Professor Pierre 
Tercier, Maître André Faurès, Professor Emmanuel Gaillard), Award, 
201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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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기관(National Dams Agency, Agence Nationale des Barrages, 이하

‘ANB’라고 한다.)과 알제리아의 Bouira 지역에 식수 지급 목적의 댐을

건설하기로 하는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NB가 갑자기 댐 건설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행정당국들이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 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2003. 2. 3.경 알제리아-이탈리아 BIT를 근거로 알제리아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하였다.231)  
  알제리아는 국영기업인 ANB를 ICSID 협약 25(1)의 ‘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32) 반면 청

구인은 ANB의 행위는 알제리아로 귀속되므로 ANB는 ICSID 협약 25(1)의
체약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33)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우선 귀속에 관한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될 문

제이며,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이상 ICSID 협약

25(1)의 형식적 요건은 일단 충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였다. 그
러나 문제된 계약상 행위와 알제리아 정부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

하다면 이러한 추정은 번복되므로 중재판정부는 ANB가 알제리아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였다.234)

231) Ibid., paras. 1-39.
232) Ibid., para. 17.
233) Ibid., para. 18.
234) Ibid., paras.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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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는 Maffezini v. 스페인 사건 등을 근거로, 국가와 별개의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상 분쟁이라도, 국가가 중요하고 지배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경우에는 귀속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의 경

우 문제된 투자계약은 알제리아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공기업

인 ANB가 체결했으나, 알제리아 정부는 계약 협상 등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며, ANB에 대해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

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알제리아 정부의 투자계약에 대한 개입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이 ICSID 협약 25(1)의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간의 분쟁’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235)

   (3) 검토 및 시사점

  위 LESI-Dipenta 중재판정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이 체결

한 투자계약이라도, 국가가 계약협상에 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해당 실체

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 귀

속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236) 본 판정은 ICSID 협약 25(1)의 해당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단계에서 ANB와 같은 공기업 행위의 귀속 여부

를 간단하게 검토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관할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237) 본안에서 본격적인 귀속 여부

235) Ibid., paras. 19-20.
236) Michael Feit, "Attribution and the Umbrella Clause - Is there a Way 

out of the Deadlock?",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1, 2012, p.35.

237) Consortium Groupement L.E.S.I.- DIPENTA v. République algérienne 
démocratique et populaire, ICSID Case No. ARB/03/08 (Professor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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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 판정은 Maffezini 사건과 마찬가지로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아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가 공기업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귀속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중요한 영향력’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비록 관할 단계에서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ILC 초안을 적용하여 기준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을 긍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국가행위 귀속을 인정한

사건들로는 ① Metalclad v. United Mexican States 사건(2000), ②
Noble Ventrue v. Romania 사건(2005), ③ Encana v. Ecuador 사건

(2006), ④ Saipem v. Bangladesh(2007) 사건, ⑤ Bayindir Insaat v. 
Pakistan 사건(2009. 8.), ⑥ EDF v. Romania 사건(2009. 10.), ⑦
Kardassopoulos v. Georgia 사건(2010), ⑧ Flemingo v. Poland 사건

(2016) 등이 있다. 

Tercier, Maître André Faurès, Professor Emmanuel Gaillard), Award, 
2010. 1. 10., III.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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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etalclad v. United Mexican States238) 사건

   (1)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멕시코 지방정부(SLP, Guadalcazar)의 행위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① “체약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state or province)에 의한 협정 준수

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NAFTA 제105조 규정, ② “위 제105조의

state or province에는 그 주 또는 지방의 지역정부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NAFTA 210.2조 규정, ③ “국가기관·지역정부(territorial government) 또
는 정부권한을 수권 받은 실체의 행위는 그 실체가 국내법상 권한을 유

월했거나 국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

된다는 취지”의 1975 ILC 초안 제10조 규정들 종합하여, 문제된 멕시코

지방정부 행위가 국가로 귀속됨을 인정하였다.239) 

   (2) 검토 및 시사점

  전술한 ILC 초안 주석서가 제4조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지자체 및 연

방국가의 구성국 등 지방정부의 행위도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멕시코 지방정부의 행위는 국가로

238)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Professor Sir Elihu Lauterpacht, QC, / Mr Benjamin 
R. Civiletti / Mr José Luis Siqueiros), Award(원판정), 2000. 8. 30.

239) Ibid., paras.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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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국제

법상 확립된 원칙이고, 지방정부는 국가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이

론이 없는바 위와 같은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멕시코 지방정부들이 한 행위가 멕시코로 귀속되

는 근거로 이 사건의 근거협정인 NAFTA 규정 상 지방정부의 협정 준

수 규정과 더불어 1975 ILC 잠정초안 제10조 규정을 제시한바, 이는 특

별법 우선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위 NAFTA 105조 및 210.2조
는 지방정부에 관한 귀속 관련 특별규정으로서, 일반 규정인 1975 ILC 
잠정초안 제10조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문

제된 멕시코 지방정부들은 위 NAFTA 규정들이 직접 적용되어 귀속이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굳이 1975 ILC 잠정초안 제10조를 근거로 제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Noble Venture v. Romania240) 사건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미국 회사로서, 루마니아 국부펀드(State Ownership Fund, 
이하 ‘SOF’라 한다.)와 제강공장에 대한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SOF는 루마니아의 공공기관(institution of public interest)로서, 루마니

아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위 민영화계약 체

240)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ICSID No. ARB/01/11 (Professor 
Karl-Heinz Böckstiegel, Sir Jeremy Lever, KCMG, QC, Professor 
Pierre-Marie Dupuy), Award, 200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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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후 루마니아 정권이 바뀌면서 SOF의 기능은 민영화 및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APAPS로 이관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루

마니아 기관들(entity)인 SOF 및 APAPS는 정부가 통제하는 민영화 프로

그램을 실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었다.241) 

   (2) 중재판정부의 판단242)

  중재판정부는 우선 SOF 및 APAPS의 주주총회에서 루마니아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위 두 기관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민영화 준비 작업을 이행하면서 정부가 여러 국영기업들에 보유했던 주

식을 매각하기도 하였던 점, 위 기관들의 이사회는 루마니아 수상이 임

명했고, 이사회에는 정부 공무원들이 포함된 점 등을 인정하였다.243) 
  중재판정부는 귀속 관련 기준에 대해 BIT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BIT를 보충하는 일반 국제관습법으로서 2001 ILC 초안 규정들을

적용한다고 전제하였다.244) 
  ILC 초안 제4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위 기관들이 루마니

아 국내법상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 없이 ILC 초안 제4조의 법적(de jure) 국가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

고 설시하였다. 즉,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문언해석에 따라 국내법만

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

241) Ibid., paras. 2-6.
242) Ibid., pp. 67-76.
243) Ibid., paras. 71-79.
244) Ibid., para.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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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245)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① 위 기관들이 루

마니아의 국내법인 민영화법(privatization law) 상 공적 지시를 할 권한

을 위임받은 점, ② 위 기관들은 작위 및 부작위를 통해 위 민영화법에

따라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ILC 초안 제5
조에 의한 귀속을 인정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위 기관들이 투자계약

을 체결하기 위해 민영화법 상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으로서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당시 정부적 기관(governmental agency)의 자격으로

행위하였다고 설시하였다.246) 
  또한, ILC 초안 제7조 관련하여, 가사 위 기관들이 루마니아 정부로부

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위했고 실제로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ILC 초안 제7조(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실체가 그

권한 범위를 유월한 행위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에
의해 귀속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247) 
  특히 중재판정부는 루마니아 정부가 “정부적 행위(governmental acts)
와 상사적 행위(commercial acts)는 구별되어야 하고, 문제된 기관들의

행위는 상사적 행위이므로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해 귀속 여부 판단 시 상사적 행위와 정부적 행위 사이의 구

별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248) 

245) Ibid., para. 69.
246) Ibid., paras. 70-80.
247) Ibid., para. 81.
248) Ibid., par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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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의 맥락에서, 어떠한 이유로 상사적 행위는 국가로 귀속될 수 없고, 
정부적 행위는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ILC 초안은 이러한 구

별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상사적 행위와 정부적 행위

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별도로, 무엇이 정부적 행위인지에 대해 정의

하는 것도 어렵다. ILC 초안 작성 과정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국제법상 무엇

이 정부적이거나 공적 행위(public act)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common 
understanding)는 없다”249)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의 ‘상사적 행위로서 귀속이 부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문제된 기관들은 루마니아 정부를 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행위는 루마니아 정부로 귀속된다고 판

단하였다.250)

   (3) 검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국부펀드들의 투자계약 체결 관련 행위가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Noble Venture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루마니아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문제된 기관

들이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실상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별도

로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루마니아 국내법을 상세히 검토하여 공권력

행사의 위임규정이 존재하고, 위 기관들이 근거규정에 따라 실제 공권력

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ILC 초안 제5조에 의한 귀속을 인정했고, 

249) Ibid., para. 82.
250) Ibid., para.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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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의한 귀속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한편 ILC 초안 제7
조를 언급하며, 가사 위 기관들이 권한을 유월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

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고 설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판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ILC 초안에는 governmental act가 무엇

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251) 정부적 행위와 상사적 행

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경우, 
ILC 초안 제5조에 규정된 ‘governmental authority'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된다.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실체가 실제로

정부적 행위를 했어야 하고, 가사 국내법상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사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5조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판정은 ILC 초안 제5조에 의해 귀속을 긍정하는 결론을 내리

면서도 ‘정부적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논리

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1) RUDOLF DOLZER &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Second Edition, OXFORD, 2012, 
pp.224-25.; Christopher Beus, Sovereign Wealth Funds in the ICSID - A 
New Approach to Standing, The Indone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olume 1, Issue 2, 2014, pp.5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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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nCana v. Ecuador252) 사건

   (1) 사건개요

  에콰도르는 국가가 소유 · 통제하는 국영기업인 Petroecuador를 통해 캐

나다 회사인 청구인들과 천연자원 채굴을 위한 투자계약(participation 
contracts)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에콰도르 정부가 투자계약 관련 법

령에 대한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투자계약 상 청구인들에 대한 조세면제

의무를 위반하여 과세한 뒤 조세를 환급해 주지 않은 것은 캐나다-에콰

도르 BI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에콰도르 정

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253) 

   (2) 중재판정부의 판단

  Petroecuador는 에콰도르 대통령의 지시에 구속되었고, 에콰도르 법무

부장관(Attorney General)은 Petroecuador에 대해 관련 국내법에 따라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국유자산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에콰도르 정부의 Petroecuador에
대한 이러한 권한은 Petroecuador의 투자계약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감

독과 통제로까지 확장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252) EnCana Corp. v. Republic of Ecuador, LCIA Case No. UN3481 
(Professor James Crawford, Mr. Horacio Grigera Naon, Mr. 
Christopher Thomas), UNICITRAL, Award, 2006. 2. 3.

253) Ibid., paras.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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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ecuador의 투자계약 체결 · 이행 · 재협상 행위들은 모두 에콰도르

정부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ILC 
초안 제5조에 의하든, 제8조에 의하든 같으므로 어떤 ILC 초안 규정에

의해 귀속이 긍정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254)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에콰도르 정부가 투자계약 체결 및 이행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국영기업인 Petroecuador의 계약상 행위가 에콰도르에 귀속된다

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에콰도르 국내법은 이 사건의 투자계약에 대해

‘Petroecuador를 통하여 국가가 체결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
재판정부는 위 국내법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가 Petroecuador에 의해 대

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ILC 초안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해 귀속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255) 
  한편 본 판정은 ILC 초안 제4조를 언급하지 않은바, Petroecuador가
국영기업으로서 국내법 상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콰도르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의 위임규정과,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의 투자계약

에 대한 개입 정도를 고려하여 ILC 초안 제5조와 제8조를 적용한바, 일
반적인 판정들과 달리 제5조와 제8조를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하지 않은

254) Ibid., para. 154. 
255) Michael Feit, "Attribution and the Umbrella Clause - Is there a Way 

out of the Deadlock?", MINNESOT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1:1, 2012,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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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다. 그러나 ILC 초안 제5조와 제8조의 요건이 각기 다른 만큼, 
각 요건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논리상 더욱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라. Saipem v. Bangladesh 사건

   (1) 관할 결정256)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법원과 Petrobangla가 함께 행한 수용 조치로 인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과 Petrobangla의 행위는 방글라데시

정부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법

원이 국가의 일부(part of the State)임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중재판정부

역시 이에 대해 별도로 설시하지 않았다.257)

  그러나 Petrobangla의 행위가 방글라데시로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Petrobangla가 명백히 국가와 관련이 없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귀속에 관한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

항이라고 설시하였다.258)

  Petrobangla가 명백히 국가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

256) Saipem S.p.A. v.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05/07 (Prof. Gabrielle Kaufmann-Kohler, Prof. Christoph H. 
Schreuer, Sir Philip Otton),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RECOMMENDATION ON PROVISIONAL MEASURES, 2007. 3. 21.

257) Ibid., para. 143.
258) Ibid., para.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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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Petrobangla는 방글라데시 국내법 상 국가의 일부로 보이고, 구술심리

절차에서 증인(Razzaq) 역시 Petrobangla는 헌법 상 규정된 법정조직이

며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반

면 위 증인은 Petrobangla가 국가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Petrobangla의 행위가 고권

적 지위(sovereign capacity)에서 행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59)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Petrobangla가 명백히 국

가기관이 아니라거나 사실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단계에서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본안 단계에서 국제관습법인 ILC 
초안 규정 중 제4조, 제5조, 제8조를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

라고 설시하였다.260)   

   (2) 본안 판정261)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두 기관 중 방글라데시 법원의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가 그것이 ‘국가의 일부’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않았

으므로 법원은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262)

259) Ibid., paras. 145-147
260) Ibid., paras. 148-149.
261) Saipem S.p.A. v.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05/07 (Prof. Gabrielle Kaufmann-Kohler, Prof. Christoph H. 
Schreuer, Sir Philip Otton), AWARD, 2009. 6. 30.

262) Ibid., para.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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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Petrobangla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Petrobangla가 ICC 중재

절차에서 행한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 행위가 아니므로 수용에 이를 수

없고, 따라서 투자협정 위반이 없으므로 귀속의 문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263) 

   (3) 검토 및 시사점

  Saipem 사건 역시 관할 분리(bifurcation) 되어 관할 결정과 본안 판

정이 별도로 선고되었다. 관할 단계에서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실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는 한’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심사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관할 결

정문에서 귀속에 관한 본안 판단 기준으로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
조를 설시한 점 역시 의미가 있다. 이는 앞서 본 Maffezini 및 Salini 사
건 중재판정부가 조직 및 기능을 고려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한 것과 구

별되는 점이다. 
  본안 판정은 실제로 위 ILC 초안 규정을 적용하여, 방글라데시 법원은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반면, Petrobangla에 대한 귀속

판단은 ‘투자협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첫째로 문제된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고, 둘째

로 그 행위의 국제적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본안 판정은 이유 설시에 논리상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

로는 Petrobangla의 행위에 국제적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

263) Ibid., paras. 1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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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 Petrobangla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안 판단 단계에서 우선 ILC 
초안을 기준으로 Petrobangla의 행위가 방글라데시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귀속이 긍정될 경우에 한해 Petrobangla의 투자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Bayindir Insaat v. Pakistan264) 사건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터키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파키스탄 고속도로청(이하

‘NHA’ 라고 한다.)과 고속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계약이 해지

되자 터키-파키스탄 BIT에 근거하여 파키스탄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

기하였다.265) 청구인은 NHA의 고속도로 공사프로젝트 이행 및 계약 해

지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개입했으므로 NHA의 계

약해지는 단순한 계약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서 파키스탄 정부

의 행위로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266)

264) 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S.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Prof. Gabrielle Kaufmann-Kohler, Sir 
Franklin Berman, Prof. Karl-Heinz Böckstiegel), Award, 2009. 8. 27., 
pp.29-36.

265) Ibid., paras. 1-39.
266) Ibid., paras.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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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우선 중재판정부는 계약상 관점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는 BIT 위반 행

위들은 NHA의 행위이고 파키스탄 정부의 행위가 아니므로, 귀속에 관한

국제법적 규칙인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적용하여 NHA의 행위

가 파키스탄 정부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며,267)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NHA 간 공사프로젝트는 고위급 공무원들 및 상위기관들에

보고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Musharraf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파키

스탄의 수상, 재정부 장관 및 방송통신부 장관이 NHA를 통제(control)
했고, NHA는 National Highway Authority로서 NHA 설립법은 그 설립

목적을 국가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NHA와 체결한 계

약서에는 'NATIONAL HIGHWAY AUTHORITY, GOVERNMENT OF 
PAKISTAN'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청구인과 NHA 간 계약기한 연장협

의 시 협상권자는 파키스탄 정부였고, 회의록은 NHA가 아니라 파키스

탄 정부가 기록하였다. 청구인이 NHA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이후, 방
송통신부는 정부를 대신하여 그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

다.26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 
  ILC 초안 제4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NHA 설립법상 NHA는 독립

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실체(state entities)는 통상

267) Ibid., para. 113.
268) Ibid., paras.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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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부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4조의 국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69)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NHA 설립법상 NHA가 파키스탄 정부로부

터 통행료 징수권, 불법점거자 추방권, 조사를 위한 출입권 등 공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중재판정

부는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NHA가 실제로 이처럼 위임받은 공권

력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NHA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제5조의 적용을 부정하였다.270)

  그러나 ILC 초안 제8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① 파키스탄 대통령이

NHA 사장에게 계약 해지를 승인했던 점, ② 방송부 장관은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부 고위급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8조의 지시 및 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결국 NHA의 고속도로 공사계약 해지 행위는 파키스탄 정부로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271) 

   (3) 검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국영기업에 대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급 관료의 직접적 승

인 등 지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ILC 초안 제8조에 의한 귀속을 긍

정하였다. 본 판정은 특히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상 통행

료 징수권 등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

269) Ibid., para. 119.
270) Ibid., paras. 120-123.
271) Ibid., paras.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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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계약 해지 행위는 공권력 행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5조의 적용

을 부정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즉,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공권력의 행사와 단순한 상업적 행위를 구

별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해야만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

에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ILC 초안 및 그 주석서의 태도에도

부합한다. 생각건대, ‘제3장. ILC 국가책임 초안 검토’ 부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ILC 초안 제5조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

도의 강제성과 규제성이 수반된 ‘고권적 작용’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국영기업인 NHA가 청구인과의 고속도로 공사계약

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일련의 계약상 행위는 고권적 작용이 아니라 사적

실체로의 상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

로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위 설시는 타당하다.
  또한 ILC 초안 제8조와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사실관

계만을 바탕으로 제8조의 적용을 긍정하였으나 ‘제3장. ILC 국가책임

초안 검토’ 부분에서 전술한 제8조의 세분화된 요건272) 들을 기준으로

위 사건의 귀속 여부를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계약 해지 승인 행위는 NHA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청

구인 측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직접적 접촉에 해당한다. 둘째, 
방송부 장관이 ‘계약 해지에는 고위급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위 대통령의 승인 행위에는 법적 강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계약 해지로 인한 청구인 측의 손해와 위 대통령의 승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건은 제8

272) ‘①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의 직접 접촉, ② 지시의 법적 강제력, ③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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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ILC 초안 제8조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귀속 여

부를 검토할 경우,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괄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중재판정보다 더욱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 EDF v Romania273) 사건

   (1) 사건 개요

  청구인 EDF는 루마니아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인 AIBO 및 TAROM과

루마니아 공항 내 면세사업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부당하게 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며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
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루마니아 국영기업인 AIBO와 TAROM이라

는 두 실체의 계약 갱신 거절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274)

  청구인은 위 두 국영기업이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거나, ILC 초
안 제5조의 공권력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국가로부터 ILC 초안 제8조 의 
지시·통제를 받았으므로 그 행위들은 루마니아 정부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5)

273) EDF (Services) Limite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Professor Piero Bernardini, Mr. Arthur W. Rovine, Mr. Yves 
Derains), AWARD, 2009. 10. 8.

274) Ibid., paras.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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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정부소유의 국영기업이라도 국가와는 분리된 별개의 법

인격을 보유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라는 이유로 문제된 두 실체는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ILC 초안 제4
조 제2항이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내법을 규정하고 있

는 점을 근거로 루마니아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청구인 측의 루마니아

국내법에 대한 전문가증인은 “루마니아 법상 두 국영기업에 대해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두 기업은 국가조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증언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두 기업

이 국내법상 국가와 별개의 실체로서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하였

다.276)

  다음으로,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분보유 여부 및 그

정도는 국가행위 귀속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이 사건의 합작투자계약은 공항 내 면세점이라는 상업적 재산의 사용·수
익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사계약에 불과하므로 그 계약의 체결 및 갱신거

275) [원문 : According to Claimant,  the conduct of AIBO and TAROM,  
whatever their  precise characterization, is attributable to Romania on 
one or the other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ey are organs of the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ILC Articles; b) they 
are entities exercising governmental author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of the ILC Articles; c) they act under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8 of the ILC 
Articles.]; Ibid., para. 185.; Ibid., para. 187.

276) Ibid., paras. 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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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행위는 ILC 초안 제5조의 정부권한, 즉 공권력 행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5조가 적

용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의 위임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문제된 실체가 위임받은 공권력을 실제로 행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루마니아 측 전문가증인인 Lucian 
Mihai가 “공항 내에서 공법에 의해 규제되는 공적 영역(예컨대, 활주로, 
플랫폼 등)과 개인의 사유지인 사적 영역(예컨대, 공항 내 면세점, 상점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두 국

영기업들의 면세점 관련 계약은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

권력 행사의 위임 규정 및 실제 위임된 공권력의 행사가 없다고 판시하

였다.277)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국영기업에 대해 보유한 지분·의결권을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 활용한 경우 그 국영기업의 행위는 국가행

위로 귀속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루마니아 교통부가 AIBO에 대한 보유

지분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자자와의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특정한 결

과를 야기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278) 중재판정부는 특히 ‘주주

총회 회의록’에 의해 루마니아 교통부의 AIBO와 TAROM에 대한 강제

적 · 구체적 지시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루마니아 교통부

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종료의 지시(instruction) 및 지도(direction)로서

ILC 초안 제8조가 적용되므로, 결국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8조에 의

해 위 두 국영기업들의 행위는 루마니아로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279) 

277) Ibid., paras. 191-198.
278) Ibid., para. 201.
279) Ibid., paras. 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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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ILC 초안 제8조의 지시·지도·통제의 정도에 대해

effective control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 교통부가 계약

갱신 거절이라는 특정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 국영기업에 대한 지분 및

의결권을 이용한 사실을 토대로 국가의 지시·지도를 인정했기 때문이

다.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시의 증거로 주주총회 회의록을

고려한 점과 그 회의록 상 정부의 지시가 ‘강제적’이었다는 사정을 함

께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ILC 초안 제4조 관련하여 루마니아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국영기

업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사실상 국가기관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해서는 공항 내 사

업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여, 이 사건의 면세점 계약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는 제5조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판정은 전체적으로 ILC 초안 규정 및 그 주석서의 태도를 충실히 따

른 판정으로서, 귀속 여부에 대한 단계별 판단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이

다. 단, ILC 초안 제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루마니아 교통부의 AIBO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루마니아 교통부의 AIBO 및

TAROM에 대한 강제적 · 구체적 지시에 ‘법적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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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Kardassopoulos v. Georgia280)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 측이 조지아의 국영기업들과 파이프라인 관련 합작

투자계약(JVA)을 체결한 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지아

-그리스 및 조지아-이스라엘 BIT와 ECT에 근거하여 조지아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281)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SakNavtobi와 Transneft라는 두 국영기업이 청구인 측과

체결한 합작투자 계약상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ILC 초안 제7조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 
  위 두 국영기업들은 국내법 상 근거법령에 의해 에너지자원부

(Ministry of Fuel and Energy) 산하 조직에 통합되어 에너지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국영기업들은 각자

청구인과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가나 정부에 의해 소유 · 통제되는 회사

로서 가나 정부로부터 석유·가스·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대리할

280) Kardassopoulos v. Republic of  Georgia, ICSID  Case Nos. ARB/05/18 
and ARB/07/15 (Mr. L. Yves Fortier,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Professor Vaughan Lowe), Award,  2010. 3. 3.

281) Ibid., para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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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 진술(representation)하기도 하였다. 또
한 합작투자계약은 조지아 정부의 고위급 관료들과 관계법령에 의해 승

인된 것으로서, 관계법령은 프로젝트 개시를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7조
뿐만 아니라, 제4조, 제5조, 제11조282)를 적용하더라도 귀속이 긍정된다

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시하였다.283) 

   (3) 검토 및 시사점

  요컨대, 위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① 조지아 정부가 청구인에게 합작투

자계약(JVA)의 유효성을 확인(assurance)해준 점, ② 정부 고위관계자들

이 JVA와 양허계약 협상과정에 깊게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ILC 초
안 제7조 · 제4조 · 제5조 · 제11조를 적용하여 귀속을 긍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국영기업들은 조지아 국내법상으로도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에너지자원부 산하의 단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ILC 초
안 제4조가 적용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본 판정은 일반적인 판정례들과 달리 ILC 초안을 각 규정별로

분리하여 검토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바, ILC 초안

282) ILC 초안 제11조 원문 : “Conduct which is not attributable to a State 
under the preceding articles shall nevertheless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acknowledges and adopts the conduct in question as its own.”

283) Kardassopoulos v. Republic of  Georgia, ICSID  Case Nos. ARB/05/18 
and ARB/07/15 (Mr. L. Yves Fortier,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Professor Vaughan Lowe), Award,  2010. 3. 3., paras. 
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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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정별로 분리해서 검토하였다면 더욱 논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Flemingo v. Poland284) 사건

   (1) 사건개요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인 폴란드 공항공사(Polish 
Airport State Enterprise, 이하 ‘PPL’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투자한 회

사인 BH Travel과 체결한 공항 내 면세점 관련 임대차계약을 적법한 보

상 없이 해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공항공사의 행위는 폴란드 정

부의 행위로서 FET 위반이자 불법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인도-폴란드
BIT에 근거해 UNCITRAL 중재를 제기하였다.285)

  폴란드 법원, 지역 주지사(regional Governor) 및 폴란드 세관 당국의

행위가 폴란드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PPL이 BH Travel(이하 ‘청구인 측’이라 한다.)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귀속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286) 
  PPL은 폴란드 내 공항을 운영 및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폴란드 재무부(State Treasury)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
구인은 PPL이 교통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284) FLEMINGO DUTYFREE SHOP PRIVATE LIMITED v. THE REPUBLIC OF 
POLAND, UNCITRAL (Dr. Wolfgang Kühn, Mr. John M. Townsend, 
Professor Hans van Houtte), AWARD, 2016. 8. 12.

285) Ibid., p. 1.
286) Ibid., paras.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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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는 PPL이 국가와 독립된 상업적 회사이며, 정부의 PPL에
대한 각종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formalistic rubber-stamping)에 불과하

다고 반박하였다.287)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첫째로 ILC 초안 제4조 관련 PPL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

제되었다.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4(2)의 국내법상 기준을 언급하였으

나, 폴란드 국내법이 PPL을 독립된 국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PPL을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PPL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PPL이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288)

  중재판정부가 PPL을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PPL은 폴란드 재무부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공항 내 임

대차계약 등 PPL의 여러 행위들은 국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PPL의
공항 운영 업무는 전형적인 상업적 업무가 아니라, 폴란드 정부 스스로

도 인정한바와 같이 국가를 위한 ‘전략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

재판정부는 PPL이 교통부에 대해 각종 보고를 하였던 점, 교통부가 경

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점, 교통부는 PPL의 특정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점, 교통부는 폴란드 Chopin 공항의 현대화 사업에 깊게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PPL은 교통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설시하였

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국회 및 각 부처의 고위 관료들의 증인진

287) Ibid., paras. 351-396.
288) Ibid., paras. 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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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근거로 하여, 폴란드 각 부처가 Chopin 공항 현대화 과정에서 PPL
을 지도·감독(guiding and supervising)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89) 
  둘째로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폴란드 정부가 PPL에
대해 ‘Chopin 공항 현대화’ 라는 전략적 · 정부적 기능 행사를 위임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로 PPL이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PPL이 청구인 측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항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90) 
  또한,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에서 폴란드 정부가 중재판

정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지속적 거부(persistent refusal)를 한 점이

폴란드 정부에 불이익한 추정(negative inferences)을 가능케 하는지 여

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폴란드 정부는 PPL이 독립된 회사이므로 정부가

PPL로 하여금 PPL의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면 폴란드 정부의 위와 같은 문

서제출거부에 대해 불이익한 추정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럴 필요가 없어 불이익한 추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시하였다.291)   

289) Ibid., paras. 424-435.
290) Ibid., paras. 436-447.
291) Luke Eric Peterson, IN NEW BIT AWARD, ARBITRATORS DEEM 

STATEOWNED COMPANY TO BE A STATE ORGAN, AND SEE FET AND 
EXPROPRIATION VIOLATIONS DUE TO CONTRACT TERMINATION, 
iareporter, 2016. 11. 1. (http://www.iareporter.com 참고); FLEMINGO 
DUTYFREE SHOP PRIVATE LIMITED v. THE REPUBLIC OF POLAND, 
UNCITRAL (Dr. Wolfgang Kühn, Mr. John M. Townsend, Professor Hans 
van Houtte), AWARD, 2016. 8. 12, paras. 397-417.; Ibid., para.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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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시사점

  Flemingo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항공사(PPL)
의 공적 기능 및 역할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 ILC 초안

제4조가 적용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폴란드 정부의 공항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ILC 초안 제5조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ILC 초안 제4조 및 제

5조가 인정되므로, 제8조에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폴란드 정부 고위관료들의 증언에 의해 정부의 PPL에 대

한 지도·통제가 인정된 점과 PPL이 공항 현대화사업 등 국가의 ‘전략적’ 
기능을 행사 하였던 점, PPL의 청구인 측과 임대차계약 체결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였던 점 등이 귀속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 제4조의 적용 단계에서 PPL의 기능과

역할 및 고위 관료의 지도·통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정도를 고려하여 사

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은 ILC 초안 제4조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제3장 ILC 국가책임 초안 검토’ 부분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문제된 실체의 기능 및 국가의 개입 정도는 ILC 초안 제8조의 적

용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이므로,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를 우회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PPL의 국내법상

독립적 지위를 고려하여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ILC 초안 제5조의 판단 단계에서 PPL의 위임된 공권력 행사 여부를, 
ILC 초안 제8조의 판단 단계에서 고위 관료의 지도·통제 여부를 고려하

는 것이 논리상 더욱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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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행위 귀속을 부정한 판정례

 1.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고 귀속을 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가행위 귀속을

부정한 사건들로는 ① United Parcel Service v. Canada 사건(2007), ②
Al Tamimi v. Oman 사건(2015), ③ Dan Cake v. Hungary 사건(2015) 
등이 있다. 

  가. United Parcel Service v. Canada292) 사건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Canada Post(캐
나다 우체국)가 자신의 우편 관련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불

공평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

다.293) 
  청구인은 Canada Post의 행위가 캐나다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①캐

292)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Dean Ronald A Cass, L Yves Fortier, Judge Kenneth Keith), 
AWARD ON THE MERITS, 2007. 5. 24.   

293) Ibid.,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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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우편공사법 상 Canada Post는 캐나다의 정부기관으로 규정된 점, 
②동법 상 Canada Post에 대해 규제권한(regulation making power)이
위임되어 있는 점, ③ 사법부와 행정부가 과거부터 일관되게 Canada 
Post를 정부의 구성기관 혹은 정책결정 기관이라고 언급해온 점, ④ 관

련 WTO 판정에 따르면 Canada Post는 정부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기

관으로 인정된 점, ⑤캐나다우편공사법이 Canada Post에 대한 정부의

가격정책결정 등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anada 
Post의 행위는 ILC 초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29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Canada Post가 NAFTA 1503(2)의 국영기업(State 
enterprise)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295)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55조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의 근거협정인 NAFTA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이 일반규정인 ILC 
초안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전제하였다.296) 또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상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의 근거협정인 NAFTA 규정들

을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297) 

294) Ibid. paras. 47-52.
295) Ibid., para. 69.
296) Ibid., para. 55.
297) Ibid.,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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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11장과 15장 중 국영기업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은 1502(3)(a)조
와 1503(2)조였고, 이 규정들은 모두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Canada Post가 정부로부터 위 규정과 같은 공권

력(governmental authority)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Canada 
Post가 공권력을 위임받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위 NAFTA 규정들에 의해

귀속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298) 
 NAFTA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299)  

  [Article 1502: Monopolies and State Enterprises]
   3. (...) 
   (a)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wherever such a monopoly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in connection with the monopoly good or 
service, such as the power to grant import or expor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300) 

  [Article 1503: State Enterprises] 
   2. Each Party shall ensure, through regulatory control, administrative 

298) Ibid., para. 58.
299) Ibid., para. 58.
300) Ibid., para.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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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ion or the application of other measures, that any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Chapters Eleven 
(Investment) and Fourteen (Financial Services) wherever such 
enterprise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such as 
the power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301) 

  중재판정부는 Canada Post가 관세 징수 등 독점적 활동이 아니라, 비독

점적 · 경쟁적 활동을 위해 자신의 기반시설을 사용한 행위는 상사적 행위

에 불과하므로 NAFTA 1502(3)(a)조와 1503(2)조에 규정된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governmental authority”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ILC 초
안 제5조의 governmental authority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02)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NAFTA 1502(3)(a)조와 1503(2)조에 규정된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governmental authority”가 강압적이고

구속력 있는 권한을 행사할 정부의 권한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도로 판단하지 않았다.303)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Canada Post의 행위는 캐나다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Canada Post는 NAFTA 1502(3)(a)조와 1503(2)조의 맥락에서 체

약국(Party)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304)

301) Ibid., para. 58.
302) Ibid., paras. 78-79.
303) Ibid., para. 79.
304) Ibid., par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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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WTO 분쟁 사건에서 Canada Post가 정부기관임이 인정되

었고, 캐나다 국내법 상 정부기관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ILC 초안 규

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NAFTA 1502(3)(a)조와 1503(2)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여 국영기업의 행위에 대한 귀속을 부정하였다. 중재판

정부는 청구인이 ILC 초안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특별

법우선원칙에 따라 위 NAFTA 규정들만을 적용하였다. 
  생각건대 위 NAFTA 규정들은 “규제적 · 행정적 · 정부적 권한이 위임

된” 국영기업의 행위만이 국가로 귀속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ILC 초
안 규정보다 귀속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규제적(regulatory)”이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써, 권력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나 공적 사실행위는 공권

력(governmental authority)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국가들이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행위 귀속에 관한 기준

을 NAFTA 1502(3)(a) 및 1503(2)와 같이 미리 제한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ISDS에서 보다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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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l Tamimi v. Oman305) 사건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시민으로서 오만 지역 내 석회암채굴사업을 하기위해

Emrock 및 SFOH라는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오만 국영기업인

OMCO(Oman Mining Company)와 두 건의 석회암채석장 임대계약을 체결

하였다306). 위 임대차계약상 OMCO는 청구인 측 회사들에게 석회암채굴

허가를 얻어주기로 하였으나, OMCO와 오만 환경부 및 상업부 등 관계

부처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자 OMCO는 청구인 측에 채굴허가를 얻어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오만 정부의 관계부처들은 OMCO가 청구인 회사

들이 지정구역 외에서 채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OMCO에 대

해 벌금을 부과하였고, OMCO는 청구인이 위 벌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위 임대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인 측이 계속 채굴작업을 실행하자, 오만 왕실 경찰은 청구인 측을 환경

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하였다.307) 그 후 청구인은 미국-오만 FTA에 근거

해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ISD 중재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국영

기업인 OMCO의 임대계약 해지행위가 오만 정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305) Adel A Hamadi Al Tamimi v. Sultanate of Oman, ICSID Case No. 
ARB/11/33 (Professor David A R Williams QC, Judge Charles N Brower, 
Mr J Christopher Thomas QC), AWARD, 2015. 11. 3. 

306) ① OMCO–Emrock Lease Agreement, ② OMCO–SFOH Lease Agreement 
307) Adel A Hamadi Al Tamimi v. Sultanate of Oman, ICSID Case No. 

ARB/11/33 (Professor David A R Williams QC, Judge Charles N Brower, 
Mr J Christopher Thomas QC), AWARD, 2015. 11. 3.,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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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되었다.308)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OMCO가 국영기업으로서 왕실법령에 의해 설립되

었던 점, 그 지분의 99%는 오만 석유광물부(Ministry of Oil and 
Minerals)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 OMCO 이사들은 왕실법령에 의해 임명

되고, 전현직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다.309)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미국-오만 FTA 10.1.2조 상 귀속에 관한 특별

규정이 존재하고 오만 정부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했으므로, 일반규정

인 ILC 초안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310) 위 FTA 
10.1.2조는 아래와 같다.

  [미국-오만 FTA 10.1.2조]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311)

  중재판정부는 위 FTA 규정이 ILC 초안 규정보다 귀속을 더 좁게 인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ILC 초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만

308) Ibid., pp. 10-17.
309) Ibid., para. 317.
310) Ibid., paras. 318-321.
311) Ibid., para.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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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물부가 OMCO를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하는지 여부는 고려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312)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FTA 10.1.2조의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FTA 10.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OMCO가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권한을 행사했어야 하고, 둘째, 오만 국내법 상 OMCO에게 위

와 같은 공권력이 위임(delegated)되었음이 청구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OMCO의 정관상 OMCO의 설립목적은 ‘광
물자원 탐색 및 채취’에 불과하고 규제적 · 행정적 공권력 행사와 무관하

였다. 또한 청구인과 OMCO간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들은

OMCO가 광물채굴을 허가할 권한과 같은 공권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

었다. 게다가 OMCO는 오만 정부부처들로부터 벌금납부명령을 받기도 하

였다. 또한 청구인 측 회사들이 벌금 지불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OMCO가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OMCO의 임대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일반적인 상사적 임대인(commercial lessor)으로서의 행

위에 불과하고, 오직 관계부처만이 규제적 · 행정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

었다.313) 
  또한, 청구인은 오만 환경부가 OMCO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하라고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재판정부는 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

시하였다. 314)

312) Ibid., para. 322.
313) Ibid., paras. 323-335
314) Ibid., paras. 33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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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재판정부는 MECA(환경부), MOCI(상업 및 산업부), MOH(주
거전기수도사업부), the Omani Public Prosecutor(오만 검사), the 
Royal Oman Police(오만 왕실 경찰) 등 오만의 각 정부부처들은 OMCO
와 달리 규제적 · 행정적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의 팔(arms of State)
로서, 비록 미국-오만 FTA에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행위가 귀속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국제법에 의해 위 국가기관들의 행

위가 오만에 귀속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315) 

   (3) 검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위 United Parcel Service 사건과 마찬가지로 근거협정 상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존재하여 ILC 초안이 아닌 미국-오만 FTA 규
정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미국-오만

FTA 10.1.2조는 United Parcel Service 사건의 NAFTA 규정과 유사하

게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를 명시함으로써, ILC 초안보다 귀속의 범위를 제한하

였다. 본 판정은 위 FTA 10.1.2조가 ILC 초안 5조와 달리

governmental authority 외에도 regulatory, administrative를 추가로 규

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귀속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체약국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시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315) Ibid., paras. 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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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an Cake v. Hungary316) 사건 (일부 긍정) 

   (1) 사건 개요

  포르투갈 회사인 청구인 Dan Cake는 헝가리에 위치한 비스킷 유통 회

사인 Danesita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Danesita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채권단이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Danesita는 채권단과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법원(Metropolitan Court of 
Budapest)에 구술심리 개최(composition hearing)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Danesita에 대해 구술심리 개최를 위한 조건들을 먼저 이행하라

고 명령했고 Danesita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청산인(liquidator)은
Danesita 소유 공장의 매각을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포르투갈

-헝가리 BIT 상 FET, 수용 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CSID 중재를

제기하였다.317) 
  특히 귀속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산인이 국내법상 공권력을 위임받았

으므로 ILC 초안 제5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라는 헝가리 법원의 결정은 청산인에 대한 사실상 지시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였다.318)

316) Dan Cake S.A. v. Hungary, ICSID Case No. ARB/12/9(Professor 
Pierre Mayer, Professor Jan Paulsson, Mr. Toby Landau QC),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2015. 8. 24. 

317) Ibid. paras. 1-3.
318) Ibid. par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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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우선 중재판정부는 헝가리 법원의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헝가리 법원이

구술심리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denial of justice, BIT 상 FET 및 자의

적 ·차별적 조치 금지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헝가리 정부 행위

로 귀속된다는 것이다.319)

  다음으로 청산인(liquidator)이 청구인 측 공장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

행할 것을 공표한 행위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ILC 초안 제

5조의 적용을 주장하나 청산인은 청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

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필요도 없고, 법원이 실제로 그

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위 제5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단, 청산인의 매각 권한은 헝가리 국내법

인 파산법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320) 또한, 청산인의 채무자

소유 자산 매각 행위는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행위(public authority)라
고 설시했으나, 그 행위가 ILC 초안 제5조의 공권력 행사(governmental 
authority)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321) 
  결국 중재판정부는 청산인의 자산 매각 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

에 불과한바, 가사 청산인의 행위가 헝가리로 귀속이 인정된다고 해도

319) Ibid. paras. 143-145.
320) Ibid., para. 158.
321) [원문 : It certainly involves an element of public authority. Can it be 

said to constitute an element of governmental  authority? The Parties 
did not discuss this point.]; Ibid., para.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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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은 없으므로, 청산인의 행위가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청산인의 자산 매각 행위는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해도 청산절차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국

제법 위반이 없으므로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322)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이 관할판정임을 감안하더라도, 청산인의 자산 매각 행위의 귀

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재판정부

는 청산인의 행위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시했으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귀속이 인정된 이후에

국제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므로 귀속 여부에 대해 선결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었다. 
  또한 헝가리 국내법인 파산법상 청산인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이 있음

에도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부분 역시 모순이다. 위와

같은 권한 위임 규정은 ILC 초안 제5조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청산인의 자산 매각 행위가 공적 행위(public authority)라고 하

면서도 공권력 행사(governmental authority)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을 유보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청산인의 채무자 자산

매각 행위는 청산인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고권적 지위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할

322) Ibid., para.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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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을 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ILC 초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국가행위 귀속을 부정한

사건들로는 ① Jan de Nul v. Egypt 사건(2008), ② Gustav Hamester 
v. Ghana 사건(2010), ③ White Industries v. India 사건(2011), ④
Bosh v. Ukraine 사건(2012), ⑤ Tulip v. Turkey 사건(2014), ⑥
Tenaris v. Venezuela 사건(2016) 등이 있다.  

  가. Jan de Nul v. Egypt32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집트 국영기관인 수에즈운하당국(SCA)과 운하 준설작업

수행 관련 양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집트 정부가 양허계약 관련 정보

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ICSID 

323) Jan de Nul N.V. and Dredging International N.V.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4/13 (Professor Gabrielle Kaufmann-Kohler, 
Professor Pierre Mayer, Professor Brigitte Stern), Award, 2008. 11. 6., pp. 
46-56.



- 169 -

중재를 제기하였다.324)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수에즈운하당국의 행위를 이집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위가 국가와 밀접한 관련성(close link)이 인정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제관습법인 ILC 초안 규

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시하였다.325)

  ILC 초안 제4조의 적용 여부에 관해,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실체인 수

에즈운하당국은 이집트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바, 해당 국내법 상 국가기

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independent juristic 
personality)는 이유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았다. 특히 기능적 관점에서

는 수에즈운하당국이 일반적으로 공적 행위(public activities)를 수행한

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조적 관점에서 이집트 국내법 상 수에즈 운하당

국의 활동은 독자적 예산에 따라 취해지는 상사적 속성(commercial 
nature)을 갖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즉,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능이 아니라 국내법상 조직적 분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326)

  ILC 초안 제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해, 중재판정부는 우선 이집트 국내

법 상 수에즈운하당국에 정부권한을 위임하는 수권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수에즈운하당국은 국내

법 상 운하 운행 관련 법령에 대한 공포권 및 통행료 징수권 등이 위임

324) Ibid., p. 6. ; Ibid., pp. 17-19.
325) Ibid., paras. 155-157.
326) Ibid., paras. 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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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수에즈운하당국이 실제로 수권된 정부권한을 행

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에즈운하당국은 양허계약 상 계약당사자로서

행위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적 실체(Staten entity)로서 행위한 것이 아

니므로,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정부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즉, 중재판정부는 Maffezini 판정에서 ‘정부적 행위와 상사적 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상사적 행위는 국가로 귀속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을

원용하며, 입찰절차에서 수에즈운하당국은 최상의 가격을 얻기 위해 일

반적 계약당사자라면 누구나 했을 행위를 한 것이고, 계약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이다.327) 
  또한, ILC 초안 제8조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위 제8조가 적용되기 위

해서는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일반적 통제(general control)와 구

체적 통제(specific control)가 모두 요구되고, 이는 실효적 통제기준

(effective control test)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는 국가의 지시·지도·통제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8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328) 

   (3) 검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수에즈운하당국의 행위는 이집트 정부의 행

위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양허계약과 관련된 수에즈운하당국의 행위가

BIT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329) 

327) Ibid., paras. 163-171.
328) Ibid., paras. 172-174.
329) Ibid., para.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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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판정은 ILC 초안 제4조의 검토 단계에서 기능적 관점에서 공적기

능을 수행한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조직적 분류에 의존하여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능과 국

가의 개입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이 아니라,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한 판정으로서 타당하다. 
  또한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국내법 상 수에즈운하당국에 대한 공

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에즈운하당국의 계약기한

연장 거부 행위는 ‘입찰절차에서 최상의 가격을 얻기 위해 일반적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하였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는 판정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정부적 행위와 상사적 행위는 구별된

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제3장 ILC 국가책임 초안 검토' 부분에

서 전술한 ‘강제성과 규제성이 수반되는 고권적 작용에 이르지 않는 행

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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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ustav Hamester v. Ghana330) 

   (1) 사실관계

  청구인은 가나에서 가나 현지 회사와 공동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가나

정부의 ‘코코아 위원회(Cocobod)’와 코코아콩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Cocobod의 조치로 인해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

은 합작투자계약 상 규정된 중재합의에 따라 우선 상사중재를 제기하였

으나 패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가나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

기하였다.331) 

   (2)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ILC 초안 제4조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4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가나 국내법을 기

준으로 Cocobod가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Cocobod가 ‘가나코코아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

실을 발견하고, 동법에 따르면 ① Cocobod는 ‘기업(corporate body)’으

330)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Professor Brigitte Stern, Mr. Bernardo 
Cremades, Mr. Toby Landau Q.C), AWARD, 2010. 6. 18. pp.53-85.

331) Ibid.,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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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관련 소송에서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있는 점(sued in its corporate 
name), ② Cocobod는 코코아콩을 거래하여 정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업회사인 점, ③동법 상 정부는 Cocobod
에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 지시’만 가능한 점, ④동법 상 정부의 일반

적 지시는 이사회와의 협의 후에만 가능하여 이사회는 독립적 권한을 가

지고 있는 점, ⑤동법 상 정부의 일반적 지시보다 Cocobod가 체결한 계

약상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Cocobod는 법

률상은 물론 사실상(de facto)으로도 제4조의 state organ이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332) 

    (나) ILC 초안 제5조

  중재판정부는 제5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우선 가나 국내법 상

Cocobod가 정부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ocobod는 ‘가나코코아위원회법’ 상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333)

  다음으로 Cocobod가 위와 같이 수권된 정부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5조에 의한 국가귀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체가 정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실
제로 수권된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부권한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문제된 실체가 상업적 실체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

라는 점(즉,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32) Ibid., paras. 182-188.
333) Ibid., paras. 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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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Cocobod의 합작투자계약 상 행위들은

주주로서의 일반적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가기관으로서의 규

제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Cocobod가 위임받은 공권력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5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334) 

    (다) ILC 초안 제8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Cocobod의 개별 행위들

(2001년 가격협정, 2002년 콩 공급 미이행, 2003년 수용 등)을 나누어

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Cocobod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Cocobod의 각 행

위들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35) 

   (3) 결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ILC 초안 제4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

기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국가의 개입 정도를 함께 판단하며, 가나 정

334) Ibid., paras. 193-198.
335) Ibid., paras. 198-267. ; 반면, 2003년 수용 행위와 관련하여, ① 경찰의

수사행위와 ② 2003. 4. 14.자 재정부 장관과의 회의는 경찰과 재정부

장관이 국가기관(State organ)이라는 이유로, ③ 2003. 2. 14.자 장관이

세관에 발송한 수출 금지 서한은 명백히 가나 정부로 귀속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각각 가나 정부의 행위로 귀속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Ibid., paras. 292-295.; Ibid., para.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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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Cocobod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 지시만 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도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의 개입 정도는 제4조가 아니라 제8조의 적용을 논할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사실상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이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한편, 문제된 실체가 소송상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국내법의 종합적 해석을 통해 국가기관 해당 여부를

검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법 상 문제된 실체에 대한 정부 권

한의 ‘사실상’ 수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법 상 명시적인 수권 규정

이 없더라도, 실체의 기능 및 국가와의 관계 등 국가 관행을 고려하여

문제된 실체가 사실상 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된 Cocobod의 행위는 계약당사자로서 상사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에 근거하여, Cocobod의 행위는 위와 같이 위임받은 공권력을 실제 행

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이 때 문제의 행위가 상사적 행

위인지 공적 행위인지 여부를 구별하는데 있어 ‘규제 권한’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effective control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보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판정례들에 비해 통제의 정도를 보다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책임의 무한한 확장을 방지하는 차원

에서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 



- 176 -

  다. White Industries Australia Ltd v. India336)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호주 석탄개발회사인 청구인과 인도의 석탄개발 공기업인

Coal India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청구인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호주

-인도 BIT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국가가 100%지분을 보

유한 공기업인 Coal India의 행위가 인도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가 쟁점이었다.337)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청구인이 ILC 초안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주장을

포기한바, 전문가증인 Justice Srikrishna에 의하면 Coal India가 국가기

관이 아니고 정부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제4조 및 제5조가 적용

될 수 도 없다고 설시하였다.338) 
  다음으로 청구인은 Coal India가 정부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공기업이

336) 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UNCITRAL(The Hon. Charles N. Brower, Christopher Lau SC, J. William 
Rowley QC), FINAL AWARD, 2011. 11. 30., pp.82-87. ; Jeswald W.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second edition), The Oxford 
International Law Library(2015), Oxford University Press, p.443.

337) Ibid., pp. 4-25.
338) Ibid.,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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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가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ILC 초안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8조의

적용을 부인하였다.339)

  “Coal India의 조직 구조나 정부가 Coal India의 이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

는 점 및 정부가 Coal India와 가격 정책에 대해 상의(consultation)하였다는

사정은 제8조의 적용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제8조가 적용되기 위

해서는 ICJ가 니카라과(Nicaragua) 및 Genocide 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

이, 정부가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단지 Coal India와 상의

(consultation)하였다는 사실은 위 실효적 통제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Jan de Nul 및 Gustav F Hamester 사건에 의하면 ILC 초안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반적 통제(general control)과 구체적

통제(specific control)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그러한 점이 입증

되지 않았다.”340)

  “특히 Coal India의 직원들은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받기 위해 인도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승인을 구하지도 않았다. 청구인과 Coal 
India 간에 계약의 구체적 조건을 협상할 당시 인도 정부가 이에 대해 직·간
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인도 정부는 청구인의 프로젝트를 이행 및

완수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도 정부는 프로젝트

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Coal India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Coal India였고, Coal India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을 뿐이다.”341) 

339) Ibid., p. 83.
340) Ibid.,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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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ILC 초안 제8조에 대해 최근까지 논의된 귀속 쟁점에 관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ICJ의 니카라과(Nicaragua) 
및 Genocide 사건을 근거로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했고, Jan de Nul 
및 Gustav F Hamester 사건을 근거로 ‘일반적 통제’와 ‘구체적 통제’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증거들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

부가 Coal India와 상의(consultation)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실효적 ·
구체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생가건대, 국가가 문제된 공기업과 단지 ‘상의’ 하였다는 사실은 ILC 
초안 제8조와 관련하여 전술한 세분화된 요건들 중 ‘직접 접촉’에는 해

당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

서 국가가 문제된 공기업을 실효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위와 같은 결론은 타당하다. 

341) Ibid.,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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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Bosh International v. Ukraine342) (일부 긍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법원, 법무부, 금융규제기구(CRO) 및 우크라이

나 국립대학교가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 및 해지한 행위가 국가로 귀

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343)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법원, 법무부, 
금융규제기구(CRO)의 행위는 귀속이 긍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우크라이

나 국립대학교의 행위에 대한 귀속은 부정하였다. 

   (2) 법원, 법무부, 금융규제기구(CRO)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모두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위 기관들이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하였

다.344)

  중재판정부는 우선 CRO의 경우, 비록 CRO가 재정부 산하의 독립된

금융규제기구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도 인정한바와 같이 CRO의 설립

목적이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부합하게

342) Bosh International, Inc and B&P Ltd Foreign Investments Enterpris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8/11 (Dr Gavan Griffith QC, 
Professor Philippe Sands QC, Professor Donald McRae), Award, 2012. 
10. 25., pp.38-50. 

343) Ibid., pp. 1-27.
344) Ibid., paras.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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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도록 규제하는 것’임을 근거로 하여 CRO의 행위는 우크라이나에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우크라이나 법원은 우크라이

나의 연장된 사법기관(judicial arm)으로서, 법무부는 정부의 부처

(government department)로서 그 행위는 각각 우크라이나에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345) 

   (3) 우크라이나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먼저 ILC 초안 제4조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4조의 적용

을 주장하였다가 후에 이 주장을 포기한 점을 근거로 별다른 이유 없이

국립대학교가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346)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를 들어 제5조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령과 국립대학교 정관은 우크라이나 국립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율적 결정권을 갖고 있고, 독립된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에 대해 ‘자
율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 교육과정 창설권’과 ‘캠퍼스를 유지·관
리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

교는 국가예산에 의해 그 수입의 60% 상당을 지원받고 있다. 국립대학

교 총장은 과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정부기관이 임명해 왔고, 현재

는 교육과학부에 의해 총장 임명이 공식 인준되고 있다. 국립대학교 정

관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 활동을 위해 그 소유의 자산을 이용할

345) Ibid., paras. 145-147.
346) Ibid., para.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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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이 비록 국립대학교가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 정관

등에 의해 정부적 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았

으므로 ILC 초안 제5조의 첫째 요건인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

정의 존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시하였다.347) 
  반면, ILC 초안 제5조의 두 번째 요건인 ‘위임받은 공권력의 실제 행

사’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국립대학교가 청구인 측(B&P)과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해지한 행위는 고등교육법 상 보장된 자율적 활동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authorisation)이 필요 없었으

므로 ‘공권력의 실제 행사(exercis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즉, 국립대학교의 계약 체결 및 해지 행

위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사적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348) 
  또한, 청구인은 ILC 초안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우크라이나 BIT 
2(2)(b)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규정은 아

래와 같다.349) 

  [미국-우크라이나 BIT 2(2)(b)조]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wherever such enterprise exercises any 

347) Ibid., paras. 164-174.
348) Ibid., paras. 175-178.
349) Ibid., para.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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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such as the power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
s.350)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위 BIT 2(2)(b)조는 국영기업이 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지

만, 이 사건의 국립대학교는 위와 같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근

거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351) 

   (4) 검토 및 시사점

  본 판정은 국립대학교와 같은 자율성을 가진 실체가 비록 국내법상 공

권력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체의 상사적 · 계약상 행위는 공권력

행사와 무관하므로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한바, 이는

ILC 초안 및 그 주석서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제4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

은바, 어떤 이유로 국립대학교가 국가기관이 아닌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우크라이나 BIT 2(2)(b) 상 국영기업의 귀속 문제

에 관한 특별규정을 근거로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국립대학교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도 적용될

350) Ibid., para. 179.
351) Ibid., paras. 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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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판정부는 위 규정 중 “such 
enterprise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라는 부분

을 근거로 ‘governmental authority(공권력)'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국영

기업의 경우에 한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귀속

에 관한 특별규정들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한편,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일반규정인 ILC 초안 규

정보다 먼저 검토하지 않은 것은 ILC 초안에 규정된 ‘특별법 우선 원칙’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같이 국립대학교의

공사계약 관련 행위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위 BIT 
2(2)(b)를 적용하여 귀속을 부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Tulip Real Estate v. Turkey352) 

   (1) 사건개요

  터키 국가기관인 TOKI가 39%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인 Emlak 투자

회사는 네덜란드 투자자인 Tulip(청구인)과 부동산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Emlak의 계약 해지행위가 부당하다

352) Tulip Real Estate and Development Netherlands B.V.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11/28 (Dr Gavan Griffith, Mr Michael Evan 
Jaffe, Professor Dr Rolf Knieper), AWARD, 201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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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CSID에 터키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Emlak
의 부동산 입찰계약 해지를 터키의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

점이었다.353)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국가행위 귀속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ILC 초안들을

적용하였다. 우선 ILC 초안 제4조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Emlak은
터키 국내법 상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Emlak 
회사의 ‘정관’에서 상장주식회사와 이사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Emlak에 대해 상당수의 지분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Emlak의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사적주체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354)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터키 국내법상

Emlak에 대해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Emlak의 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정부의 고권적 기능행사, 즉
공권력 행사(governmental authority)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ILC 초안 제5
조가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55)

  ILC 초안 제8조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① Emlak ‘이사회 의사록’
을 고려하면 계약해지는 Emlak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결정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지로서 계

353) Ibid., pp. 4-49.
354) Ibid., paras. 282-291.
355) Ibid., paras. 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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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8조의

control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56) 

   (3) 결론 및 시사점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Emlak의 계약 해지는 ILC 초안 상 귀속 관련 규

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

다. 본 판정은 국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Emlak)이 상사계약의

일종인 부동산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사건에서 국가행위 귀속

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국영기업 등 공기업 사례

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공기업

의 국가행위 귀속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상 해당 공기업의 지위, 
정관, 이사회 의사록, 계약 상대방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청구인(Tulip)은 위 원판정에 대해 취소(annulment)를 신청했으

나 기각되었다. 특히 위 귀속 쟁점 관련 하여, 청구인은 원판정의 귀속

판단 단계에서 원판정부가 증거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취소
위원회는 이에 대해 ICISD 협약 52(1)(d) 상 근본적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357) 

356) Ibid., paras. 301-327.
357) TULIP REAL ESTATE AND DEVELOPMENT NETHERLANDS B.V.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11/28, ANNULMENT 
PROCEEDING(H.E. Judge Peter Tomka, Ms. Cherie Booth QC, Mr. 
Christoph Schreuer) DECISION ON ANNULMENT, 2015. 12. 30. para.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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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Tenaris v. Venezuela358)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룩셈부르크 및 포르투갈에서 설립된 철강회사로, 베
네수엘라가 철강회사들의 주식 상당수를 수용함으로써 포르투갈- 베네
수엘라 BIT 및 룩셈부르크-베네수엘라 BIT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ICSID에 중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특히 공기업인 CVG FMO 社가

청구인과 체결한 철광공급계약을 위반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문제로

삼은바,359) 청구인은 CVG FMO 社가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했으

므로 ILC 초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그 행위는 베네수엘라로 귀속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60)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VG FMO 社는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358) Tenaris S.A. and Talta - Trading e Marketing Sociedade Unipessoal 
Lda.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12/23 
(Mr. John Beechey, Mr. Judd L. Kessler, Mr. Toby T. Landau QC), 
AWARD, 2016. 1. 29. paras. 379-424. 

359) Ibid., pp. 6-10.
360) Ibid., paras. 380-381.; Ibid., para.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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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G FMO 社는 베네수엘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공기업으로, 관
련 국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베네수엘라 내 철광 채취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CVG FMO 社가 아니라) 별개의 회사인 CVG 社에 위임된

것이었다. CVG FMO 社의 회의에서 개정된 관련 규칙(정관)은 CVG 
FMO 社가 순수한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철광 채취권은 CVG FMO 社가 아니라 CVG 社가 독점하고 있었고, 청구

인이 문제 삼는 가격인상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급계약이 개정됨으로써 발

생한 것이지, CVG FMO 社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CVG 
FMO 社의 공급계약 상 행위는 상사적 행위에 불과했고 ILC 초안 제4조
에 규정된 입법적 · 행정적 · 사법적 · 기타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

다.361)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CVG FMO 社의

공급계약 상 철강 판매 행위는 사적 상행위에 불과했고 CVG FMO 社는

어떠한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5조에 의한 귀속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Hamester 사건 중재판정부가

“귀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 행위(service public)만으로 부족하고, 
공권력의 행사 사실(pr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362) 

   (3) 검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국내법 및 정관 상 문제된 공기업인 CVG FMO 社에 대해

361) Ibid., paras. 406-413.
362) Ibid., paras. 4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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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과 이러한 상행위는 ILC 초안 제4
조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4조의 국

가기관이 아니라고 설시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제4조
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문제된 행위가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취한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제4조
에 의해 귀속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국내법 및 공기업의

정관 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4조의 적용이 부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단순한 ‘공적 행위’와 ‘공권력’을 구

별하여 CVG FMO 社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

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ILC 초안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적 행위(service public)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권력의 행사

(pre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는 강제력이 수반된 고권적 작용을 의미

한다는 본 논문 제3장의 검토결과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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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재판정례 검토 결과

  귀속이 문제되었던 ISDS 판정례들은 대체로 귀속 여부를 관할이 아닌

본안 단계에서 판단하였다. 관할 단계에서 귀속이 문제된 사건들로는

Maffezini, Salini, LESI-Dipenta, Dan Cake 사건 등이 있고, 이 사건들

은 대체로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 상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문제된 실체

를 위 ‘체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위 사건들은 모두 ILC 
초안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이 관할 단계에서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ILC 초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Maffezini, Salini, Nykomb 사건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정례들

은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했

다. Maffezini 및 Salini 사건 판정부는 문제된 실체의 ‘조직구조’와 ‘기
능’을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기능 기준은 ILC 
초안의 기준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판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Maffezini 사건의 경우 조직 및 기능

기준에 의해 관할 결정은 귀속을 긍정한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 본안

판정에서는 귀속을 부정하는 등 모순적인 판시를 한바, 이는 조직 및 기

능 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Flemingo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판정례들은 ILC 초안 제4조
판단 시 사실상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대체로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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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제5조와 관련하여, 판정례들은 대체로 제5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①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실제로

그와 같은 공권력이 행사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제시하여 ILC 초
안 주석서의 태도를 따랐다. 특히 Bayindir, Bosh International, Jan de 
Nul, Gustav Hamester 사건 등의 경우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

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가 실제 공권

력 행사가 아니라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귀속을 부정하였다. 
  ILC 초안 제8조의 적용이 문제된 판정례들의 경우, 대체로 본 논문

제3장에서 전술한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지시 · 지도 · 통제 여부

에 대해 엄격히 판단했다. 특히 White Industries 사건은 정부가 문제된

공기업과 상의(consultation)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8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ILC 초안 제5조와 제8조가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이었다. 국영기업들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다수의 판정례들은 국영기업들이 ILC 초안 제4
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영기업이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그러

한 공권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어 제5조가 적용된 판정례는

Flemingo, Noble Venture, EnCana 사건이 있으나 이 사건들은 문제된

공기업이 ‘공항 현대화 사업’,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 ‘천연자원 채굴사

업’ 등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였다. 이와 달리 국영기업의 경우

제5조의 적용이 부정된 판정례는 EDF, Bayindir, Bosh, Tulip, Jan de 
Nul, Gustav Hamester, Tenaris 사건 등이 있었다. 생각건대, ISDS 사
건에서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체로 국영기업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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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였는바, 국영기업의 투자계약상 행위는

그러한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특별히 공공성이 강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성과 규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상업적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5조의 공권력 행사에 해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시·지도·통제가 인정되어 제8조의

적용이 인정된 판정례는 EDF, EnCana, Bayindir 사건이 있었고 대체로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의 강제적 지시 혹은 승인이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

였다. 이와 달리 국영기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제8조의

적용이 부정된 판정례는 Tulip, Gustav Hamester, White industries 사
건이 있었고 대체로 국가의 실효적·구체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귀속이 부정되었다. 
  또한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C 초안이 아니라 근거협정 상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했다. 위 사건들의 특별규정들은 모두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ILC 초안 보다 귀속의 범위가 더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귀속이 부정된 점이 주목할 만

하다.363) 

363) 본 논문에서 검토한 귀속 관련 판정례들은 ‘별첨 2.’ 부분에 표 형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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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투자협정 상 귀속 관련 특별규정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ILC 초안은 제55조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근
거협정에 체약당사국 간 달리 합의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는 일반 규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서본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 등 투자중재 중재판정부들은 투자자의 국적

국과 투자유치국 간 투자협정에 국가행위 귀속 관련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ILC 초안이 아닌 이러한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해

왔다. 특히 위 두 사건의 경우, 귀속의 범위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근거

협정 상 국영기업에 대한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ILC 초안보다 더욱 제

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귀속을 부정하는 설시를 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기존의 투자협정들을 개정하거나 향후 투자협정을

새로 체결할 때 국가행위 귀속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그 기준을

ILC 초안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면 향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ISDS 
사건들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들 중 귀속 관련 특별 규정

을 ①규제적(regulatory) 권한 및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②권한 위임

(delegated) 및 위임된 권한의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③정부조직을 규정

한 투자협정 등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대표적 협정들을 비

교·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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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적 권한 및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1. 대표적 투자협정

  규제적(regulatory) 권한을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2004 미
국 모델 BIT 2.2.(a)를 반영한 미국-오만 FTA 10.1.2.조가 있다. 2004 미
국 모델 BIT와 미국-오만 FTA의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2004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364)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Article 2: Scope and Coverage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shall apply:
   (a)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and

   (b)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at Party

  [미국-오만 FTA365)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364) 2004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ttps://ustr.gov/archive/assets/Trade_Sectors/Investment/Model_BIT/asset_up
load_file847_6897.pdf)

365) The United States-Oman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09.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oman-fta/fina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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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0.1:  SCOPE AND COVERAGE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규제적 권한을 규정한 투자협정은 위 미국-오만 FTA 외에도 미국-
파나마 TPA 등 26개의 투자협정들이 있으나(후술하는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모두 위 2004 미국 모델 BIT 2.2(a)와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2004 미국 모델 BIT를 중심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2. 2004 미국 모델 BIT 2.2의 분석

  2004 미국 모델 BIT 2.2(a)는 전술한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에서의 근거협정과 유사하게 국영기업에 대해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을 규

정하였다. 즉, 국영기업이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적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투자협정 상 의무

가 국영기업에 대해 확장되는 것이다.
  특히 Al tamimi 사건은 위와 같은 유형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의 해석

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Al tamimi 사건은 United Parcel Service 사건과

달리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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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d to it”에 대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투자협정상 위

와 같은 문구는 ILC 초안 제5조에서 governmental authority만을 규정

한 것과 달리 regulatory, administrative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governmental authority의 범위가 ILC 초안 제5조보다 더욱 제한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두 단계의 요건을 제시

한바, 첫째는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적 권한’을 행사(exercise)하였

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 권한이 국내법

령에 의해 ‘위임(delegated)’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2004 미국 모델 BIT 2.2.(b)는 국영기업 외에도 정치적 하부조

직(political subdivisions)의 행위도 체약국(party)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1994 미국 모델 BIT 1(a)가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

로, 1994 미국 모델 BIT는 정치적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4 미국 모델 BIT는 전술한바와 같이 2.2.(b)의 정치적 하부조

직 외에도 2.2.(a)에서 국영기업의 귀속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4 미국 모델 BIT 2.2.(b)에 규정된 ‘정치적 하부조직’은 국가기관

으로 볼 수 있는 행정청,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술한 ILC 초안 제4조에 관한 주석서에서 설

명한 ‘국가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 하부조직

은 결국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
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바, 결
국 위 2004 미국 모델 BIT 2.2.(b) 및 후술할 1994 미국 모델 BIT 
1(a)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투자협정에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협정이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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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델 BIT 1(a)와 같이 ‘정치적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는 상황에서 국영기업의 귀속 여부가 문제될 경우, 정치적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은 국영기업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근거로 된 투자협정에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국제관습법 상 일반규정인 ILC 초안을 기준으로 귀

속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3. 시사점

  생각건대, 전술한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에서 보듯

이 2004 미국 모델 BIT 2.2.(a)처럼 ‘규제적 · 행정적’ 정부권한이 투자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ILC 초안 보다 귀속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바 있다. ‘규제적 · 행정적’ 정부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기타 정부권한’ 역시 규제적 · 행정적 공권력 행사에 이를

정도의 고권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ISDS를 방어해야

하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국영기업 · 공기업 등의 행위에 대한 귀속

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을 투자협정에 삽입하는 것이 유

리하다. 
  특히 위 2012 미국 모델 BIT 2.2.(a)와 같이 ‘규제적’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투자자로부터 ISDS 사건을 빈번하게 제소당하는 ‘자본수입국’
과, 중앙집권적 행정부의 구조로 인해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유리하다. 앞서 ‘제4장. 귀속 관

련 ISDS 판정례 분석’ 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ISDS 사건에서 귀속이 인

정된 투자유치국들은 모로코 · 방글라데시 ·루마니아 ·콩고 ·폴란드 ·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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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에콰도르 ·알제리아 · 아르헨티나 ·멕시코 · 라트비아 · 파키스탄 등 대

체로 자본수입국이자 개발도상국들이다. 이러한 자본수입국과 개발도상

국들은 자국의 공기업 · 국영기업 등의 행위에 대해 ISDS가 제소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2004 미국 모델 BIT 2.2.(a)처럼 State enterprise에 대

한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투자협정에 삽입함으로써 ISDS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2004 미국 모델 BIT 2.2.(a)와 같은 국영기업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은

자본수입국 및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

용함으로써 자국민의 해외 투자를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수출국들은 투자협정 체결 시 상대국과의 투자규모, 
수출 ·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① 자국이

상대국보다 자본수출국의 지위에 있을 경우, 2012 미국 모델 BIT 
2.2.(a)와 같은 귀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자

국 투자자의 상대국에 대한 ISDS에서 유리할 것이며, ② 반대로 자국이

상대국보다 자본수입국의 지위에 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여 향

후 제기될 수 있는 State enterprise에 대한 ISDS를 예방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한편 2004 미국 모델 BIT 2.2와 유사한 규정을 둔 협정들은 후술하

는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2 미국

모델 BIT 2.2, CAFTA-DR FTA, 캐나다-EU CETA, 한국-싱가폴

FTA 등이 있다. 
  또한 2004 미국 모델 BIT 2.2를 더욱 구체화하여 ‘규제적 · 행정적 · 기
타 정부권한’의 예시를 함께 규정한 협정은 한국-페루 FTA, 미국-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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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 BIT, 미국-콜롬비아 TPA, 미국-페루 TPA 등이 있다(후술, ‘[표] 귀
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United Parcel Service 사건에서 근

거협정이었던 NAFTA 역시 1503(2)조에서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

권한’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United Parcel Service 사
건 중재판정부는 NAFTA 1503(2)조에서 공권력의 예시로 “수용할 권한

(power to  expropriate), 인허가 부여 권한(grant licenses), 상거래 승

인 권한(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요금 부과 권한(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을 규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권한들은

정부가 투자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

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예시들은 열거적 · 한정적 규정이 아니

며, 구속력 있는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행위들의 예시라고 설시하였

다.366) 비록 위 사건 중재판정부가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governmental’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압적이고 구속력 있는 공

권력의 행사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예시

규정들을 통해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권한’의 범위를 보다 명

확히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6)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Dean Ronald A Cass, L Yves Fortier, Judge Kenneth Keith), 
AWARD ON THE MERITS, 2007. 5. 24., para.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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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한 위임 및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1. 대표적 투자협정

  
  권한 위임(delegated)을 규정한 투자협정은 한-미 FTA 11.1.3.조가

있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된 투자협정은 한국-ASEAN FTA 
1.(n) 등 9개의 투자협정이 있으나(후술하는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한-미 FTA 11.1.3.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미 FTA 11.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미국 FTA367)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ARTICLE 11.1: SCOPE AND COVERAGE
  3.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b)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367)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http://export.gov/FTA/korea/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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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미 FTA 11.1.3.조의 분석

  한-미 FTA 11.1.3(b)는 전술한 2004 미국 모델 BIT 2.2(a)와 달리

‘규제적 · 행정적 · 기타 정부권한의 위임 및 행사’로 규정하지 않고

‘권한 위임 및 행사’로 규정하여 그 표현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 국영기업(State enterprise)이 아니라 ‘비정부적 실체

(non-governmental bodie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 비정부적 실체

는 국영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외에도 국가기관으로는 볼 수 없으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실체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368). 따라서 2004 미국 모델 BIT 2.2(a)가 규정한 국영기업보다 위 비

정부적 실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11.1.3(b)의 “powers delegated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라는 문구는 ILC 초안 제5조369)의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와 일맥상통한다. 즉, 한-미

FTA가 언급한 ‘중앙 · 지역정부 혹은 권한당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
은 정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ILC 초안 제5조의 정부적 권한

(governmental authority)과 같게 해석된다. 따라서 한-미 FTA 11.1.3(b)에
의하면, 국영기업 등을 포함한 비정부적 실체가 정부적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고, ‘정부적 권한’의 해석에

368) 본 논문 각주 1 참고

369) ILC 초안 제5조 원문 :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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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ILC 초안 제5조의 해석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규제적 · 행정적 정부권한 및 그 행사를

명시한 2004 미국 모델 BIT 2.2(a)를 권한 위임 및 그 행사를 규정한

한-미 FTA 11.1.3(b)보다 귀속의 범위가 더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11.1.3(b)에 규정된 “power"에 규제적 · 행
정적이라는 수식어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위 “power"에는 그러한 제한

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 한-미 FTA 
11.1.3(b)에서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governmental power"라고

규정되었다면 2012 미국 모델 BIT 2.2(a)와 유사한 규정이 되었을 것

이다. 

 3. 시사점

  생각건대, 한-미 FTA 11.1.3(b)에서 ‘규제적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지위를 겸

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미국 투자자들이 한

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한국 투자자가 미국의 공기업이 취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

아 미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 한-미 FTA 11.1.3(b)에 ‘규제적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귀속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한국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FTA 협상 당시 2004 미국 모델 BIT와 달리 ‘규제적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FTA 11.1.3(b)는 ‘정치적 하부조직’만을 규정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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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델 BIT 1(a)보다는 귀속이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
치적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만 있을 경우, 정치적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국영기업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ILC 초안 등 일반 국제법에 따

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Maffezini 및 Salini 사건처럼 중재판

정부가 ILC 초안에 의하지 않고 문제된 실체의 조직(structure test) 및
기능(functional test)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귀속의 기준에 관

해 중재판정부의 재량이 확대됨으로써 주관적 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ISDS 사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판정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한-미 FTA 11.1.3(b)와 같이 ‘권한 위임 및 그 행사’ 
만을 규정하는 것은 ‘규제적 권한 및 그 행사’를 규정한 2004 미국 모델

BIT 2.2(a)보다는 귀속의 범위가 넓지만, ‘정치적 하부조직’ 만을 규정

한 1994 미국 모델 BIT 1(a)보다는 귀속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서, 귀속

의 범위에 관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투

자유치국으로서의 지위와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규율방식이다.  
  또한 한-미 FTA 11.1.3(a)는 “중앙 · 지역 정부 및 권한당국(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을 규정한바, 이는 1994 
미국 모델 BIT 1(a)의 ‘정치적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부분이다.
  한편, 한-미 FTA 11.1.3(b)와 같이 ‘권한 위임’을 규정한 형태의 투

자협정들로는 TPP, EU Commission draft text TTIP, 한국-캐나다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EFTA FTA, 한국-호주 FTA 등이 있

다(후술,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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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

  전술한 2004 미국 모델 BIT 2.2(a)나 한-미 FTA 11.1.3(b) 처럼 국

영기업 등 비정부적 실체의 귀속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하

부조직이나 지방정부 등 ‘정부조직’에 대해서만 규정한 투자협정들이 있

다. 이하에서는 정부조직 중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과, ‘지
방정부’를 규정한 투자협정을 나누어 검토한다. 

 1.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경우

  가. 대표적 투자협정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은 1994 미국 모델 BIT 15.1(a)
를 반영한 미국-아르메니아 BIT 12조 외에도 미국-방글라데시 BIT 
12조 등 총 16개의 투자협정이 있다(후술하는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1994 미국 모델 BIT 및 미국-아르메니아 BIT의 해당

규정은 각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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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US Model BIT370)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ARTICLE XV
   1. (a) The obligations of this Treaty shall apply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미국-아르메니아 BIT371)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ARTICLE XII (APPLICATION TO POLITICAL SUBDIVISIONS)
   Article XII makes clear that the obligations of the Treaty are applicable 

to all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such a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위와 같이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들 대부분은 1994 미국

모델 BIT와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1994 미국 모델 BIT 
15.1(a)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1994 미국 모델 BIT 15.1(a)의 분석

  
  1994 미국 모델 BIT 15.1(a)는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political 
subdivision)에 대해서도 투자협정 상 의무가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정

370) 1994 US Model BIT, 1994, 4.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Download/TreatyFile/2867)

371) Armen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September 23, 1992; 
Entered into Force March 29, 1996.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698.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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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하부조직이 취한 행위가 국가로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하부조직은 전술한바와 같이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1994 미국 모델 BIT 15.1(a)를 따라 동일하게 규정된 미국

-아르메니아 BIT 제12조의 해석 각주에 의하면, 정치적 하부조직의 예시로

‘국가와 지방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s)’를 들고 있다372). 
  그러나 위 1994 미국 모델 BIT 15.1(a)는 국영기업 등 비정부적 실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투자협정에서 국영기

업 등의 행위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하부

조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치적 하부조직이 아닌 국영기업의 행위

귀속 문제에 대하여는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게 되므로 중재판정부

는 일반규정인 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ILC 초안

을 적용하지 않고 Maffezini 및 Salini 사건처럼 문제된 실체의 조직 및

기능을 기준으로 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위
1994 미국 모델 BIT 15.1(a)와 같은 유형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국영기업 등의 행위 귀속 문제가 ISDS 사건에서 빈번한 쟁점

이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72) 해석 각주 원문 : “Article XII makes clear that the obligations of the 
Treaty are applicable to all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such a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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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사점

  따라서 위 1994 미국 모델 BIT 15.1(a)와 같은 규정은 오늘날처럼 국가

구조가 복잡해지고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권한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있

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편 이와 같이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유형의 투자협정들로는

1998 미국 모델 BIT, 미국-아르메니아 BIT, 미국-이집트 BIT 등이 있

다(후술, ‘[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참고). 이러한 투자협정들

은 대체로 1980~1990년대에 체결한 것들로, 오늘날에는 활용가치가 높

지 않다. 

 2. 지방정부를 규정한 경우

  가. 대표적 투자협정

  지방정부를 규정한 투자협정으로는 한-중 FTA 1.4조가 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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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FTA373)의 귀속 관련 특별규정]
  Article 1.4: Extent of Obligations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cluding ensuring that their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observe al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2.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 It is understood that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나. 한-중 FTA 1.4조의 분석

  한-중 FTA 1.4 및 12.1조는 지방정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됨을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의 지방정부는 1994 미국 모델 BIT의 정치적 하부조직보

다는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이다. 지방정부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

국가의 구성국을 포함하는 반면, 정치적 하부조직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행정청 · 정부 각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 
1.4 및 12.1조가 위와 같이 지방정부의 행위 귀속을 강조한 이유는, 중국이

다양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 투자자와 중국의 지방정부

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7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발효(http://www.fta.go.kr/cn/do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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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정부 각 부처의 경우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귀속이 인

정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 한-중 FTA는 국영기업  등 국가기관이 아닌 실체의 행위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1994 미국 모델 BIT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시사점

 
  생각건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본수출국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영기업 등의 귀속의 범위를 2012 미국 모델 BIT 2.2.(a)와 같

이 ‘규제적 정부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이 제한할 경

우 ISDS 사건에서 중국 국영기업 등의 행위가 중국 정부로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한국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율방

식은 한국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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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귀속 관련 특별규정 비교분석 

투자협정 귀속 관련 규정

규제적 

권한을 

규정한 

협정

(2000년대 

이후)

[규제적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 귀속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

2004 미국 모델 BIT 

2.2.(a)조 374)

[2004 미국 모델 BIT]

Article 2: Scope and Coverage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Section A 

shall apply:

  (a)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and

  (b)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at Party

※ 기타 동일 규정 

- 2012 미국 모델 BIT375) 2.2.(a)조

- 미국-오만 FTA376) 10.1.2.조

- CAFTA-DR FTA377) 10.1.2.조

- 미국-파나마 TPA378) 10.1.2.조

Ⅳ. 귀속 관련 특별규정의 종합적 비교

  전술한 귀속 관련 특별규정의 대표적 세 가지 유형을 따른 투자협정들

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각 협정 별로 어떠한 세부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해 이하 [표]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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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알바니아 BIT379)  15.2.조

- 미국-아제르바이잔 BIT380) 15.2조

- 미국-바레인 BIT381) 15.2조

- 미국-볼리비아 BIT382) 15.2조

- 미국-크로아티아 BIT383) 16.2조

- 미국-조지아 BIT384) 15.2조

- 미국-온두라스 BIT385) 15.2조386)

- 미국-요르단 BIT 15.2조387)

- 미국-자메이카 BIT 12.2조388)

- 미국-모잠비크 BIT 15.2조389)

- 미국-르완다 BIT 2.2.(a)조390)

- 미국-트리니다드토바고 BIT 15.2조391)

- 미국-우루과이 BIT 2.2.(a)조392)

캐나다-EU CETA393)  

1.10.조

* 2017. 2. 15. 비준동의

Article 1.10

Persons exercising delegated 

governmental authorit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 person that has 

been delegated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by a Party, at any level of 

government, acts in accordance with 

the Party’s obligations as set out under 

this Agreement in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 ‘at any level of government’라는 

문구가 추가됨

한국-싱가폴 FTA394) 

10.3조

* 2006. 3. 2. 발효

Article 10.: Scope and Coverage

3.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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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y mean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or by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 non-governmental bodies를 규정함

[규제적 권한의 예시를 함께 규정한 경우]

미국-콜롬비아 TPA395)

10.1.2.

* 2012. 5. 15. 발효

Article 10.1: Scope and Coverage1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 state 

enterprise or other person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such as the authority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 

미국-페루 TPA396)

10.1.2.조

* 2006. 4. 12. 서명

미국-에콰도르 BIT397)

2.2.(b)조

* 1997. 5. 11. 발효

Article II (Treatment)

2.(b)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enterprise that it maintains 

or establishes acts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Treaty wherever such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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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such as 

the power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

※ 기타 동일 규정 

- 미국-에스토니아 BIT398) 2.2.(b)조

- 미국-라트비아 BIT399) 2.2.(b)

- 미국-리투아니아 BIT400) 2.2.(b)

- 미국-몰도바 BIT401) 2.2.(b)조

- 미국-우크라이나 BIT402) 2.2.(b)

한국-페루 FTA403)

9.1.3.조

* 2011. 8. 1. 발효

Section A: Investment

Article 9.1: Scope of Application

3.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non-governmental bodies when they 

exercise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them by that 

Party, such as the authority to 

expropriate, grant licenses, approve 

commercial transactions, or impose 

quotas, fees, or other charge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term “non-governmental bodies” 

includes stat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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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기업이 아니라 non-governmental 

bodies를 규정하고, 여기에 국영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함

권한 

위임을 

규정한 

협정

(2000년대 

이후)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로 귀속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한국-미국 FTA404) 

11.1.3.조

* 2012. 3. 15. 발효

ARTICLE 11.1: SCOPE AND COVERAGE

3.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b)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 기타 동일 규정 

- 한국-ASEAN FTA405) 1.(n)조

- 한국-인도 CEPA406) 1.3.1.조

- 한국-뉴질랜드 FTA407) 1.5조

한국-캐나다 FTA408)

8.1.3.조

* 2015. 1. 1. 발효

Article 8.1 : Scope and Coverage

3. For the po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 or

 (b) a non-governmental bod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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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a national, 

sub-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authority of the Party.

     ※ 권한 위임하는 주체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아닌 national(국가) 및 

sub-national(하부국가)로 규정한 

차이가 있으나, 한-미 FTA와 실질적 

차이는 없음

한국-베트남 FTA409) 

1.4.조

* 2015. 12. 20.발효

Article 1.4 : Extent of Obligations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within its 

territory the observance by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by 

non- 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to them 

by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 한-미 FTA와 문구 및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 차이 없음

한국-EFTA FTA410)

1.6조

* 2006. 9. 1. 발효

한국-호주 FTA411)

1.3.1.조

* 2014. 12. 12. 발효

Article 1.3 :  Extent of Obligations

1.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a Party's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the excerci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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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failure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of that Party;

 (a)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or

 (b) delegated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level of government, shall be 

considered an exercise of, or 

failure to exercise, governmental 

authority by a Party.

  ※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이라고 

명시하여 귀속 범위를 다소 한정함 

EU Commission draft 

text TTIP 

(investment)412) 

1-1.3.(o)조

* 2015. 9월 초안 

Article 1-1

3. For purposes of this Title:

 (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taken by:

  (i)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t all 

levels; and

  (ii)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governments or authorities at all 

levels; 

   ※ at all levels라고 표현하였으나, 한미 

FTA도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차이 없음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413)

9.2.2.조

Article 9.2: Scope

2. A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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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중

 (a) the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that 

Party; and 

 (b) any person, including a state 

enterprise or any other body, when 

it exercises any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of that Party.*

  ※ 정부권한(governmental authority)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국영기업으로 규정

정부

조직을 

규정한 

협정

(1980 ~ 

2000년대)

[정치적 하부조직을 규정한 경우]

1998 US Model BIT414)
ARTICLE XV

1. (a) The obligations of this Treaty 

shall apply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1994 US Model BIT415)

미국-아르메니아 BIT416)  

12조

* 1996. 3. 29. 발효

ARTICLE XII

This Treaty shall apply to the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 Article XII makes clear that the 

obligations of the Treaty are 

applicable to all political subdivisions 

of the Parties, such a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기타 동일 규정 

- 미국-방들라데시 BIT417) 12조

- 미국-불가리아 BIT418)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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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카메룬 BIT419) 12조

- 미국-콩고 BIT420) 12조

- 미국-체코 BIT421) 13조

- 미국-카자흐스탄 BIT422) 12조

- 미국-몽골 BIT423) 12조

- 미국-파나마 BIT424) 12조

- 미국-폴란드 경제협정425) 13조

- 미국-루마니아 BIT426) 12조

- 미국-세네갈 BIT427) 12조

- 미국-슬로바키아 BIT428) 13조

- 미국-튀니지 BIT429) 12조

- 미국-터키 BIT430) 12조

미국-이집트 BIT431) 

12조

* 1992. 6. 27. 발효

ARTICLE XII

This Treaty shall apply to the political 

and/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f 

each Party.

 ※ 행정조직을 추가하였으나, 실질적 차이 

없음

[지방정부를 규정한 경우]

한국-중국 FTA432)

1.4.조

* 2015. 12. 20. 발효

Article 1.4: Extent of Obligations

The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taken in order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including ensuring that their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observe al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2.1: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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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 It is understood that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374) 2004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ttps://ustr.gov/archive/assets/Trade_Sectors/Investment/Model_BIT/asset_uplo
ad_file847_6897.pdf)

375)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BIT%20text%20for%20ACIEP%20Meeting.pdf)

376) The United States-Oman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2009.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oman-fta/final-text)

377)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entered into force for the United States,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and Nicaragua in 2006,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2007, and for Costa Rica in 2009.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america-fta)

378) The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TPA),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31, 2012. 
(http://export.gov/FTA/panama/index.asp;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56.asp)  

379) Alban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anuary 11, 1995; 
Entered into Force January 4, 1998.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622.asp)

380) Azerbaij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August 1, 1997; 
Entered into Force August 2,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74.asp)

381) Bahrai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September 29, 1999; 
Entered into Force May 31,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77.asp)

382) Boliv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Signed April 17, 1998;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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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Force June 6,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83.asp)

383) Croat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uly 13, 1996; Entered 
into Force June 20,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634.asp)

384) Georg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rch 7, 1994; Entered 
into Force August 17, 1997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42.asp)

385) Hondura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uly 1, 1995; Entered 
into Force July 11,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47.asp)

386) Hondura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uly 1, 1995; Entered 
into Force July 11, 200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47.asp)

387) Jord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uly 2, 1997; Entered into 
Force June 13, 2003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590.asp)

388) Jamaic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February 4, 1994; 
Entered into Force March 7, 1997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34.asp)

389)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Exporters_Guides/List_All_Guides/exp_
002668.asp)

390) Investment Treaty With Rwanda, Signed February 19, 2008; Entered 
Into Force January 1, 2012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RwandaBIT.asp)

391) Trinidad And Tobago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September 
26, 1994; Entered into Force December 26, 1996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559.asp)

392) Investment Treaty With Uruguay, Signed November 4, 200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 2006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Uruguay_BI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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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ceta/; 연합뉴스, “유럽의회, 
캐나다와 CETA 비준동의…오는 4월 잠정 발효”, 2017. 2.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5/0200000000AKR2017021521
1400098.HTML?input=1195m) 

39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자유무역협정, 2006. 3. 2.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sg/2/;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sg/1/all_view.pdf)

395) The U.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took effect on May 
15, 2012. (http://trade.gov/fta/colombia/)

396) The United States - 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was signed on 
April 12, 2006.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peru-tpa/final-text)

397) Ecuado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August 27, 1993; 
Entered into Force May 11, 1997.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quador_BIT_A
G.asp)

398) Eston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April 19, 1994; Entered 
into Force February 16, 1997; Amended May 1, 200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814.asp)

399) Latv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January 13, 199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6, 1996; Amended May 1, 200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848.asp)

400)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FOR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Exporters_Guides/List_All_Guides/TOA_L
ithuaniaBIT.asp)

401) Moldov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April 21, 1993;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5, 199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862.asp)

402) Ukrain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rch 4, 1994; Entered 
into Force November 16, 1996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8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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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1.08.01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pe/2/)
404)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http://export.gov/FTA/korea/index.asp)
40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2007년 06월 01일 발효.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me
nu=m_30_50_40&tabmenu=t_2)

406)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010.01.01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2/)

407)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nz/2/)

408)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01.01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2)/

409)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vn/2/)

410)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2005.12.15 서명.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efta/2/)

       [Article 1.6]
        Each Party shall ensure within its territory the observance of al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is Agreement by its 
respectiv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by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s 
delegated to them by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4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4.12.12 발효.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2/)

412) European Commission, "Reading Guide to the Draft text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Brussels, 16 
September 2015.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365)

413)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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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tpp-full-text)
414) 1998 US Model BIT, 1994 Prototype, revised 4/1998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Download/TreatyFile/2868)
415) 1994 US Model BIT, 1994, 4.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Download/TreatyFile/2867)
416) Armen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September 23, 1992; 

Entered into Force March 29, 1996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698.asp)

417) Bangladesh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rch 12, 1986; 
Entered into Force July 25, 1989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78.asp)

418) Bulgar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September 23, 1992; 
Entered into Force June 2, 199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92.asp)

419) Cameroo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February 26, 1986; 
Entered into Force April 6, 1989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795.asp)

420)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Kinshas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August 3, 1984; Entered into Force July 28, 1989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congo_bit_kinshas
a.asp)

421) Czech Republic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October 22, 1991;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9, 1992; Amended May 1, 200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809.asp)

422) Kazakhst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y 19, 1992; 
Entered into Force January 12, 199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571.asp)

423) Mongol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October 6, 1994; 
Entered into Force January 1, 1997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887.asp)

424) Panam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October 27, 1982; 
Entered into Force May 30, 1991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56.asp)

425) Poland Business and Economic Relations Treaty, Signed March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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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지금까지 국제투자분쟁의 맥락에서 국가행위 귀속 문제가 어떻게 다루

어지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첫째, 국제법상 귀속 관련하

여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ILC 초안 규정 중 ISDS 사건에서 가

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

1990; Entered into Force August 6, 1994; Amended May 1, 200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67.asp)

426) Roman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y 28, 1992; Entered 
into Force January 15, 199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370.asp)

427) Senega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December 6, 1983; 
Entered into Force October 25, 1990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72.asp)

428) Slovak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October 22, 1991; 
Entered into Force December 19, 1992; Amended May 1, 2004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73.asp)

429) Tunisi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y 15, 1990; Entered 
into Force February 7, 1993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88.asp)

430) Turkey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December 3, 1985; 
Entered into Force May 18, 1990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5487.asp)

431) Egyp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March 11, 1986 
(modified); Entered into Force June 27, 1992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exp_002813.asp)

43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발효. (http://www.fta.go.kr/cn/do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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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둘째, 이와 같은 ILC 초안 규정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
가행위로의 귀속이 문제된 ISDS 판정례 22건(귀속 긍정례 13건, 귀속

부정례 9건)을 분석하였다. 셋째, ISDS 판정례 중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과 같이 분쟁의 근거로 된 투자협정 중 국영

기업 행위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근거로 귀속이 부정된 사례에 착안

하여, 한국 · 미국 · 중국 ·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

정 중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 58개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ILC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실체의 행위에 대한 귀속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① 공권력 행사 기준설, ② 영토적 통제 기준설, ③ 조직적 관련

성 기준설, ④ 국가기능 행사 기준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ILC 초안의 태

도인 공권력 행사 기준설이 귀속의 판단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권력 행사 기준설의 입장을 취한 ILC 초안은 ① 사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사인 행위 불귀속 원칙), ② 귀

속의 판단은 국제법에 의한다는 원칙(국제법 우위의 원칙), ③ 행위가

귀속되는지에 관한 문제와 국가의 행위가 국제적 의무에 위배된 것인지

에 관한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귀속과 위법성의 구별 원칙), ④
ILC 초안 규정들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칙(특별

법 우선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을 전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LC 초안 제4조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중앙정부나 고위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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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행위라고 해도 직무관련성 없이 행한, 즉 순수한 사적 자격에서

취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ILC 초안 제4조 제2항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여부를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ISDS 사건에서 위와 같은 국내법적

기준이 절대적 기준인지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다. 특히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은 국내법이 문제된 실체를 국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실체와 국가 간에 완전한 의존관계(complete dependence)가 인정될

경우 이를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문제된 실체의 관행 · 권한 · 기능 및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된 실체의 기능은

ILC 초안 제5조에서, 국가와의 관계(완전한 의존 여부)는 ILC 초안 제8
조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실상 국가기관 이론을 통해 문제된

실체를 제4조의 국가기관으로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내법을 기준으

로 국가기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단, 국내법은 제반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 체
계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ILC 초안 제5조는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내법 상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가 실제로 그 공권력(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한 경

우 국가로 귀속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을 위임받

은 실체’인지 여부는 국가의 문제된 실체에 대한 자본 참여도 등이 아

니라 국내법령 상 특정한 공권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공권력을 위임받은 실체라도 순수한 상업적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즉, 제5조의 공권력은

입법적 · 행정적 기능에 이를 정도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해야 한다. 또
한 제5조 단서(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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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rticular instance)의 해석상, 귀속을 주장하는 투자자에게 문제

된 실체가 법령상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공권력을

실제로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ILC 초안 제8조는 제4조나 제5조에 의해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

실체라도, 국가로부터 지시·지도·통제(direction, instruction, control)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행위로의 귀속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원
칙적으로 사적 실체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적

실체와 국가 사이의 ‘사실상의 실질적 관련성’이 존재하면 국가의 행

위로 간주함으로써 국가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LC 초안 제

8조는 니카라과(Nicaragua) 사건에서 ICJ 재판부가 귀속의 기준으로 제

시한 direction·enforcement·control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제8조가 적

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적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지시·지도·통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 실체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체에 대한 어

느 정도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두 건의 판정례가 대립한

다. 니카라과 사건의 ICJ 재판부는 ① 사적 실체의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complete dependence)’과, ②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실효적·
구체적 통제(effective control)’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반대로 Tadic 사건의 ICJ 재판부는 ‘조
직화된 집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이 집단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을 필요

없이 전반적으로 통제(overall control)하였다는 점만 입증되면 족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Tadic 사건의 전반적 통제 기준에 의할 경우, 그 기

준이 모호하여 국가책임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타당치 않다. 
따라서 니카라과 사건의 실효적 통제 기준이 보다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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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C 초안 제8조의 실효적 통제 기준에 대해 현재까지 중재판정례 등

을 통해 논의된 요건들을 보다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투

자자에게 특정 결과를 야기할 목적으로 사적 실체를 직접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② 국가의 사적 실체에 대한 지시에는 법적 강

제력이 있어야 한다(legal enforcement of control). ③ 국가의 사적 실

체에 대한 직접적 지시와 투자자에게 발생한 불리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

계가 인정되어야 한다(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 또한 이러한 제8조의 요건사실들은 ISDS 사건에서 청

구인(투자자)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8조에 관한 구체적 요건

들을 ISDS 사건에서 적용할 경우, 귀속의 기준이 객관화됨으로써 중재

판정부의 주관적 · 자의적 판단을 예방할 수 있고 판정의 일관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SDS의 당사자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입장

에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고 ISDS 제도의 법적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 ISDS 사건들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영기업 ·
공기업 등의 행위 귀속 문제의 경우, 국영기업은 각 국가의 국내법, 국
내관행, 해당 기업의 설립목적, 실제 활동 내역 등에 의해 그 형태가 다

양하므로,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어렵고 제5조의 공권

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8조의 지

시·지도·통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이 때 전술한 제8조의 세

분화된 요건들을 적용하여 실효적 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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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가행위 귀속이 문제된 ISDS 판정례들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판정례들은 대체로 귀속 여부를 관할이 아닌 본안에서 판단하였

다. 관할 단계에서 귀속이 문제된 사건들 Maffezini, Salini, LESI-Dipenta, 
Dan Cake 사건 등이 있고, 이 사건들은 대체로 ICSID 협약 제25조 제1
항 상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투자자 간의 분쟁’에 해당 여부

가 문제된 것으로서, 문제된 실체를 위 ‘체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Maffezini, Salini, Nykomb 사건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정례들

은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

였다. Maffezini 및 Salini 사건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실체의 ‘조직구조’
와 ‘기능’을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기능 기준은

ILC 초안의 기준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중재판정부의 주관적 판

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Maffezini 사건의 경우 조직

및 기능 기준에 의해 관할 결정은 귀속을 긍정한 반면, 같은 기준을 적

용한 본안 판정에서는 귀속을 부정하는 등 모순적인 설시를 한바, 이는

조직 및 기능 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또한 Flemingo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판정례들은 ILC 초안 제4
조 판단 시 사실상 국가기관 해당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즉, 대체로

국내법 상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ILC 초안 제5조 관련하여, 판정례들은 대체로 제5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①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② 실제로

그와 같은 공권력이 행사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삼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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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indir, Bosh International, Jan de Nul, Gustav Hamester 사건 등의

경우 국내법 상 공권력 행사 위임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속을 부정하였다. 
  ILC 초안 제8조의 적용이 문제된 판정례들의 경우, 대체로 전술한 ‘실
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지시 · 지도 · 통제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

하였다. 특히 White Industries 사건은 정부가 문제된 공기업과 상의

(consultation)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

다.  
  또한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ILC 초안이 아니라 근거협정 상 귀속 관련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 위 사건들의 특별규정들은 모두 ‘규제적 · 행정

적 · 기타 정부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ILC 초안 보다 귀속의 범위

가 더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에 따라 귀속이 부정되었다.  

  셋째,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 각 국이 체결한 투자협정들 중 귀속 관련 특별 규정은 ① 규제적

(regulatory) 권한 및 그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② 권한 위임

(delegated) 및 그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③ 정부조직을 규정한 투자

협정 등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규제적(regulatory) 권한 및 그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2004 미국 모델 BIT 2.2.(a)를 따른 미국-오만 FTA 10.1.2.조가

있는바, 이 규정은 United Parcel Service 및 Al Tamimi 사건의 근거협

정과 같이 ‘규제적’ 정부권한을 명시하여 귀속의 범위가 가장 좁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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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규정은 ISDS를 방어하는 자본수입국 및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주로 ISDS를 제기하는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권한 위임(delegated) 및 그 행사를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

은 한-미 FTA 11.1.3(b)이 있는바, 이는 ‘규제적’ 정부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권한 위임’ 만을 규정하였다. 이는 ILC 초안 제5조의 ‘정부권한’과
범위가 유사하므로 제5조의 해석론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

한 관계에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귀속의 범위를 제한하지도, 확대하지도 않는 위 한-미

FTA 11.1.3(b)의 규율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조직을 규정한 투자협정 중 대표적인 것은 ① 1994 미국 모

델 BIT 15.1(a)를 따른 미국-아르메니아 BIT 12조와, ② 한-중 FTA 
1.4 및 12.1조가 있다. 이 규정들은 국영기업을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하부

조직’ 혹은 ‘지방정부’의 행위 귀속만을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국영기업 등

정치적 하부조직이 아닌 실체의 행위 귀속이 문제될 경우에는 ILC 초안 등

국제관습법적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것이다. 한편 한-중 FTA 1.4 및 12.1
조의 경우, 한국과 달리 중국은 지방정부가 많고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투자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지

방정부의 국가행위 귀속을 명시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전통적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기업 등 다양한 실체

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실체들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국제투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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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투자자들은 ISDS를 제기하면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계

약에 개입하는 등 문제된 공기업 등의 행위가 투자유치국으로 귀속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재판정부마다 적용하는 기준 및 결론이 달라 일

관된 원칙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전술한바와 같이 대체로 ILC 초안이

귀속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예

측가능성과 국제투자분쟁 체제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따
라서 각 국가는 투자협정 체결 시 2004 미국 모델 BIT 2.2.(a) 혹은 한

-미 FTA 11.1.3(b)와 같이 국영기업 등 비정부적 실체의 행위 귀속에

관한 별도의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귀속의 기준

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분쟁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투자협정에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명시할 경

우에는 자국과 상대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

국이 상대국에 비하여 자본수출국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자본수입국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자국이 자본

수출국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대국의 투자자가 자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는 경우보다 자국의 투자자가 상대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미 FTA 11.1.3(b)
와 같이 ‘권한의 위임 및 행사’를 규정하여 귀속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되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반면 자국이 상대국에 비해 자본수입국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대국의 투자자가 자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4 미국 모델 BIT 2.2.(a)와 같이 ‘규
제적 권한의 위임 및 행사’를 규정하여 귀속의 범위를 ILC 초안보다 제

한하는 방향으로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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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가투자분쟁, 즉 ISDS 사건에서 국가행위 귀속 문제

(attribution)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
8조와 ISDS 판정례들 및 투자협정 상 귀속 관련 특별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귀속이 문제되었던 최근 ISDS 판정례들의 경우, 투자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에게 어떤 조치(measure)를 취한 실체

(entity)가 국영기업(State enterprise)인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국영기

업 등 비정부적 실체(non-governmental bodies)들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통적 국가기관(State organ) 개념

에 포섭되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 국가기관의 경우 그 행위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점은 국제관습

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이견이 없는 반면, 국영기업과 같은 비정부적

실체의 행위를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ISDS 사건에서도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이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ISDS 판정례

들 역시 이에 대해 어떤 일관된 원칙을 도출할 만큼 누적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다만, 귀속이 문제된 ISDS 사건들에서 중재판정부는 대체로 ILC 초안

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경향성은 발견할 수 있으나, ILC 초안은

여전히 ‘초안(draft)’에 불과하므로 ‘협정(treaty)’과 같이 체약국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전술한 2004 미국 모델 BIT 2.2.(a) 및 한-미 FTA 11.1.3(b)는 귀

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투자협정에 명시함으로써 체약국 사이에 구속력

있는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현 시점에서는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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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투자협정에 삽입하는 방법 역시 ① 체약국 사

이에서만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② 이미 과거에 체결한 투자협정들

의 경우 그 협정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등 귀속에 관한

ILC 초안 규정들을 본 논문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보다 구체화함으로

써433), 이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같이 구속력 있는 다자간 규범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귀속이 문제되는 국제투제분쟁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433) 특히 ILC 초안 제8조의 경우, Effective control의 요건을 ‘① Direct 
contact which has object to cause specific consequences, ② Legal 
enforcement of control. ③ Causality between contact and actual 
consequences’와 같이 세분할 필요가 있음은 전술한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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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Ⅰ. 별첨 1 : ILC 국가책임 초안 목차

 □ Part 1.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

  ㅇ 1장 : 일반 원칙

   - 1조 : 국제적 위법행위를 한 국가의 책임

   - 2조 :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의 요소

   - 3조 : 국가의 국제적 위법행위의 정의(characterization)

  ㅇ 2장 : 국가행위로의 귀속

   - 4조 : 국가 기관의 행위

   - 5조 : 정부권한요소를 행사하는 개인 혹은 실체의 행위

   - 6조 : 다른 국가에 의해 한 국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기관의 행위

   - 7조 : 권한 유월 혹은 지시 위반

   - 8조 : 국가에 의해 지시 혹은 통제된 행위

   - 9조 : 공적권한 없이 수행된 행위

   - 10조 : 반란 혹은 다른 movement의 행위

   - 11조 : 국가 스스로 인정하고 채택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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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3장 : 국제적 의무 위반

   - 12조 : 국제적 의무 위반의 존재

   - 13조 : 국가에게 유효한 국제적 의무

   - 14조 : 국제적 의무 위반 시 연장 효과

   - 15조 : 복합적 행위를 구성하는 위반

  ㅇ 4장 : 다른 국가의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

   - 16조 : 국제적 위법행위 수행에 원조 혹은 보조

   - 17조 : 국제적 위법행위 수행에 지시 혹은 통제

   - 18조 : 다른 국가의 강요

   - 19조 : 4장의 효과

  ㅇ 5장 : 위법성조각사유

   - 20조 : 동의

   - 21조 : 자기방어

   - 22조 :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 23조 : 불가항력

   - 24조 : 긴급피난(distress)
   - 25조 : 불가피성(necessity)
   - 26조 : 강행규범 준수

   - 27조 :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결과들



- 254 -

 □ Part 2. 국가의 국제적 책임의 내용

  ㅇ 1장 : 일반 원칙

   - 28조 : 국제적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

   - 29조 : 계속되는 이행의무

   - 30조 : 위법행위 중단 및 재발금지(non-repetition)
   - 31조 : 손해배상

   - 32조 : 국내법과의 무관성

   - 33조 : 이 장에 기재된 국제적 의무의 범위

  ㅇ 2장 : 손해배상

   - 34조 : 배상의 형태

   - 35조 : 원상회복(restitution)
   - 36조 : 금전보상(compensation)
   - 37조 : 만족적 보상(satisfaction)
   - 38조 : 이자

   - 39조 : 손해의 귀속

  ㅇ 3장 : 일반국제법의 강행규정 상 의무의 심각한 위반

   - 40조 : 이 장의 적용

   - 41조 : 이 장의 의무의 심각한 의무 위반의 특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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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3.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ㅇ 1장 : 국가 책임의 발동

   - 42조 : 피해국가에 의한 책임의 발동

   - 43조 : 피해국가에 의한 소제기(notice of claim)
   - 44조 : 청구의 허용성(admissibility of claims)
   - 45조 : 책임을 발동할 권리의 상실

   - 46조 : 복수의 피해국가들

   - 47조 : 복수의 책임 있는 국가들

   - 48조 : 피해국가가 아닌 국가에 의한 책임의 발동

  ㅇ 2장 : 보호조치(countermeasure)
   - 49조 : 보호조치의 목적과 한계

   - 50조 : 보호조치에 영향 받지 않는 의무들

   - 51조 : 비례의 원칙

   - 52조 : 보호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

   - 53조 : 보호조치의 종료

   - 54조 : 피해국가가 아닌 국가들이 취한 조치

 □ Part 4. 일반 조항들

   - 55조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256 -

   - 56조 : 이 규정들로 규율되지 않는 국가책임의 문제들

   - 57조 : 국제기구의 책임

   - 58조 : 개인의 책임

   - 59조 : UN 헌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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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긍정 판정례>

사건명 판정 결과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고 귀속을 긍정한 경우]

Maffezini v.

Spain 

(2000)

[관할 판정 : 긍정]

ㅇ structural test 

 - 스페인 산업부가 근거법령에 기해 SODIGA 공기업 설립 

 - 설립 당시 산업부 소속 기관이 51% 이상 지분 보유

ㅇ functional test

 - SODIGA 설립에 재정부 승인

 - 최고위급 장관 회의에서 설립 승인

 - 근거법령 전문 : 지역경제 개발(정부적 기능) 수행 목적

[본안 판정 : 부정]

ㅇ functional test : ‘본질적으로(essentially)' 정부적 기능을 

행사하는지 여부

 - SODIGA의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프로젝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정보 제공 행위는 공적 기능 행사

(public function)로 볼 수 없음

Salini v. 

Morocco 

(2001) 

[관할 판정]

ㅇ structure test

 - 모로코 정부가 89% 이상의 지분을 보유

 - ADM의 이사회는 각 부처의 장으로 구성

 - 이사회 회의록이 모로코 정부 수상에게 보고됨

ㅇ functional test

 - ADM 정관 : 주요 활동은 정부가 허가한 고속도로 등의 

Ⅱ. 별첨 2 : [표] 귀속 관련 판정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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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규정

 - ADM은 모로코 정부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매개체에 불과, 그 본질은 ‘半공기업’

Nykomb 

v. Latvia, 

(SCC, 2003)

ㅇ ILC 초안 적용 X

 - 국내법 : Latvenergo에 대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회사로서 민영화될 수 없고, Latvenergo의 모든 주식은 

국가가 보유한다”고 규정

 - Latvenergo는 라트비아 유일의 전력공급회사로서 no 

commercial freedom, 정부의 규제를 그대로 이행해야 했음

 - 정부의 전기요금 책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constituent 

part에 불과

Azurix Corp. 

v. 

Argentine 

(2006)

ㅇ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의 행위 귀속 문제

ㅇ 귀속 관련 특별규정 : 미국-아르헨티나 BIT 제13조

 - 이 협정은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ㅇ 지방정부의 ‘계약상’ 행위의 귀속 여부

 - 원칙 : 국가의 계약상 행위는 조약 위반 아님

 - 예외 :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고권적

(sovereign) 권한을 행사했다면 조약 위반 해당

 LESI-Dipenta 

v. Algeria

(2010)

[관할 단계 판단]

 - 국가와 별개의 공기업이 체결한 계약상 분쟁이라도, 국가가 

중요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귀속이 

인정될 수 있음 

 - 알제리아 정부는 계약 협상 등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며, 

ANB에 대해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 ICSID 협약 25(1)의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간의 

분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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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을 긍정한 경우]

Metalclad v. 

United 

Mexican 

States

(2000)

ㅇ 지방정부 행위의 국가 귀속 인정

 - NAFTA 제105조 : 체약국은 state or province에 의한 협정 

준수를 보장해야 함

 - NAFTA 210.2조 : state or province에는 그 주 또는 지방의 

지역정부를 포함

 - 1975 ILC 잠정초안 제10조 : 국가기관 · 지역정부 또는 

정부권한을 수권받은 실체의 행위는 그 실체가 국내법상 

권한을 유월했거나 국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 

Noble 

Venture v. 

Romania

(2005)

ㅇ 제4조(X) 

 - SOF 및 APAPS(국부펀드)는 국내법상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

ㅇ 제5조(O) 

 - 민영화법(privatization law) 상 공적 지시를 할 권한 위임

 - 민영화법에 따라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실제로 행사

ㅇ 제7조(O)

 - 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위했고 실제로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귀속 인정

   ※ 귀속 여부 판단 시 상사적 행위와 정부적 행위 사이의 

구별을 부인함

EnCana v. 

Ecuador

(2006)

ㅇ 제5조, 제8조(O)

 - Petroecuador는 에콰도르 대통령의 지시에 구속

 - 법무부장관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독, 

국유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

   ※ 제5조와 제8조를 구별하여 검토하지 않음 

Saipem v. 

Bangladesh

(2007)

[관할 판정 : 긍정]

ㅇ Petrobangla가 명백히 국가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만 판단

 - Petrobangla가 명백히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 260 -

관할 단계에서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본안 단계에서 ILC 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를 적용하여 

귀속 여부를 판단할 것

[본안 판정 : 일부 부정]

ㅇ 방글라데시 법원 

 - ILC 초안 제4조의 국가기관에 해당

ㅇ Petrobangla 

 - 정부의 공식적 행위가 아니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투자협정 위반이 없으므로 귀속의 문제는 판단 

불요

Bayindir 

Insaat v. 

Pakistan

(2009)

ㅇ 제4조(X) : NHA 설립법상 NHA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

ㅇ 제5조(X)

 - NHA 설립법상 NHA가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통행료 징수권, 

불법점거자 추방권 등 공권력 행사권한 위임됨 

 - 이 사건에서 NHA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음

ㅇ 제8조(O)

 - 파키스탄 대통령이 NHA 사장에게 계약 해지를 승인

 - 방송부 장관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부 고위급의 지시가 

있어야 했다고 인정

EDF v. 

Romania

(2009) 

ㅇ 제4조(X) : 국내법상 독립된 ‘법인’임 

ㅇ 제5조(X) 

 - 면세점(상업적 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으로서 상사

계약에 불과

 - 계약의 체결 및 갱신거절 행위는 ILC 초안 제5조의 정부

권한(공권력)행사와 무관

ㅇ 제8조(O) 

 - 루마니아 교통부가 AIBO에 대한 보유지분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야기한 

사정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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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해 루마니아 교통부의 AIBO와 

TAROM에 대한 강제적 · 구체적 지시가 입증

Kardassopoulos 

v. Georgia

(2010)

ㅇ 제7조(O)

 - 근거법령 상 에너지자원부 산하 조직에 통합되어 에너지

자원부의 관리 ·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

 - 투자계약에서 “가나 정부가 소유 · 통제되는 회사로서 가나 

정부로부터 대리권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 representation

 - 관계법령 상 프로젝트 개시를 위해 장관의 승인 필요

   ※ 별다른 분석 없이 제4조, 제5조, 제11조에 의해서도 

귀속이 인정된다고 설시

Flemingo v. 

Poland

(2016)

ㅇ 제4조(O) 

 - PPL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 인정

 - 폴란드 정부 자인 : 국가를 위한 ‘전략적’ 기능 수행

 - 공항 내 임대차계약 등 행위들은 국가의 사전 승인을 요함

 - 폴란드 각 부처가 공항 현대화 과정에서 PPL을 guiding 

and supervising 사실 입증

ㅇ 제5조(O) 

 - ‘공항 현대화’ 라는 전략적 · 정부적 기능 행사를 위임

 - PPL이 청구인 측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공항 현

대화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국가의 승인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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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부정 판정례>

사건명 판정 결과

[ILC 초안을 적용하지 않고 귀속을 부정한 경우]

United Parcel 

Service v. 

Canada

(2007)

[본안 판정]

ㅇ 귀속 관련 특별규정 : NAFTA 1502(3)(a)조, 1503(2)조

 - ILC 초안 제55조의 특별법 우선 원칙

 -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that the Party has delegated to it

 - Canada Post가 관세 징수 등 독점적 활동이 아니라, 비독점적

· 경쟁적 활동을 위해 자신의 기반시설을 사용한 행위는 

상사적 행위에 불과

Al Tamimi v. 

Oman 

(2015)

ㅇ 귀속 관련 특별규정 : US-Oman FTA 10.1(2)*

 - when it exercises any regulatory, administrative, or other 

governmental authority delegated to it by that Party. 

 - OMCO의 설립목적은 ‘광물자원 탐색 및 채취’에 불과하고 

규제적 · 행정적 공권력 행사와 무관

 - OMCO의 임대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일반적인 상사적 

임대인(commercial lessor)으로서의 행위에 불과

Dan Cake v. 

Hungary

(2015)

[관할 판정]

ㅇ 법원 :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denial of justice, 

BIT 상 FET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속 긍정

ㅇ 청산인 

 - 청산인의 자산 매각 행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국제법 위반 없음

 - 청산인의 행위 귀속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국제법 위반은 

없으므로, 귀속 여부 문제 판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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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초안을 적용하여 귀속을 부정한 경우]

Jan de Nul v. 

Egypt 

(2008)

ㅇ 제4조(X) 

 - 국내법 상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독립된 법인격 

보유

ㅇ 제5조(X): 

 - 국내법 상 법령 공포권 및 통행료 징수권 등이 위임

 - 정부적 행위와 상사적 행위를 구별해야 함

 - 입찰절차에서 수에즈운하당국은 최상의 가격을 얻기 위해 

일반적 계약당사자라면 누구나 했을 행위를 한 것

Gustav 

Hamester v. 

Ghana 

(2010)

ㅇ 제4조(X) 

 - 국내법상 독립된 ‘법인’임

 - 소송에서 독립된 당사자적격

 - 정부는 Cocobod에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 지시’만 가능

 - 이사회는 독립적 권한 보유

  ☞ 사실상 국가기관도 아님

ㅇ 제5조(X)

 - 국내법상 공권력행사 권한부여 규정은 인정

 - 주주로서의 일반적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국가

기관으로서의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

ㅇ 제8조(X)

 -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다는 증거 없음

White 

Industries 

Australia Ltd 

v. India

(2011)

ㅇ 제8조(X)

 - effective control 입증되어야

 - 정부가 단지 Coal India와 consultation 했다는 사실은  

실효적 통제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 못함

 - 인도 정부는 프로젝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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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정부는 프로젝트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음

 - 인도 정부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Coal India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 없음

 Bosh v. 

Ukraine 

(2012)

ㅇ 제4조 

 - 법원, 법무부, ‘금융규제기구’는 국가기관임

 ↔ ‘국립대학’은 국내법상 국가기관 아님

ㅇ 제5조 (국립대학 : X)

 - 우크라이나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 정관 등에 의해 

governmental authority을 행사하도록 위임됨

 - 공사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고등교육법 상 자율적 활동 

권한에 근거한 것

 -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authorisation) 불요

 - 따라서 공권력의 실제 행사 없음

Tulip v. 

Turkey 

(2014)

ㅇ 제4조(X) 

 - Emlak ‘정관’ : 상장주식회사와 이사의 ‘독립성’을 규정

ㅇ 제5조(X)

 - 터키 국내법상 Emlak에 대해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 Emlak의 계약 체결 및 해지 행위는 governmental 

authority와 무관

ㅇ 제8조(X)

 - ‘이사회 의사록’을 고려하면 계약해지는 Emlak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결정에 불과

 - 이 사건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지로

서 계약상 권리행사를 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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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ris v. 

Venezuela  

(2016)

ㅇ 제4조(X)

 - CVG FMO는 상업적 활동을 한 것일 뿐, ‘입법적·행정적·

사법적 기능 및 기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ㅇ 제5조(X)

 - 철강공급계약 상 철강 판매 행위는 사적 상행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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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about 
Attribution of Conduct to a State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ases 

- with Focus on the 2001 ILC'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

Yang, Junyeul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days, the ISDS cases are increased, which foreign investors 
have tried to argue that the acts of State enterprise are attributed to 
the host State when they request for arbitration(ISDS) which is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like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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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cts of complained entity must be considered as the acts of 
host State first,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establishing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attribution 
must be recognized first, after that, the international wrongfulness 
of complained acts will be judged.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united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acts of entity which has the separate 
and independent juristic personality but performs some public 
func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host State. In most ISDS cases, 
especially, the attribution issue matters when the acts of State 
enterprise are involved. However, it is hard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cas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disputing party like th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because, in each case, every tribunal 
has a different standard of judgement regarding attribution issue.   
  Thu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attribution issue which matters 
in ISDS cases. This article researched and reviewed what is the 
proper standard of attribution in ISDS cases, and how materialize it 
much more. I think, by doing this, we can improve not only the 
predictability of disputing parties, but also the legal stability of the 
ISDS system.   
  For this, first, this article concentrated upon the article 4, 5, and 
8 of '2001 ILC's draft articles regarding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 it is recogniz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which has been applied mostly in ISD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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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is article analyzed 22 ISDS cases related to the 
attribution issue based on the result of review of ILC's draft 
articles. In those cases, the foreign investors' argument of 
attribution was accepted in the 13 cases, and denied in the 9 cases. 
Third,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58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attribution which are described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 especially, the treaties of Korea, USA, China, 
and Europe. This analysis was based on the ideas of ISDS cases 
like United Parcel Service and Al Tamimi, which the tribunals 
rejected the claimant's argument of attribution based on the special 
regulations in the investment treaties. 

  First, the result of review regarding ILC's draft articles is as 
below.
  ILC's draft article 4 reconfirms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explains that the act of the State organ is attributed to the 
State. Next, ILC's draft article 5 stipulates that if an entity which is 
not the State organ but delegated governmental authority by internal 
law exercises the governmental authority actually, the act of an 
entity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ILC's draft article 8 stipulates 
that if the fact that an private entity whose act does not be 
attributed to the State even by application of article 4 and 5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 is established, the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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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at private entity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This article also subdivided the standard of 'effective control test' 
in relation to Article 8 as below. First, the State must contact the 
private entity directly with the object of causing specific 
consequences. Second, there's must be an instruction, direction or 
control which has legal enforcement. Third, it must be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s an causality between a contact of the State to 
a private entity and actual consequences which occur to the 
investors. If those subdivided standard could be applied to ISDS 
cases, then it would be prevented from the tribunal's subjective 
judgment and improve the consistency of arbitral awards. 
 
  Second, the result of review regarding ISDS cases which matter 
the attribution issue is as below. 
  First, the tribunals treated the attribution issue mostly not in the 
jurisdiction phase, but in the merit phase. The majority of the 
tribunals - except Maffezini, Salini, and Nykomb cases - applied  
ILC's draft articles 4, 5, and 8 to judge whether they can recognize 
the attribution or not. In the Bayindir, Bosh International, Jan de 
Nul, and Gustav Hamester cases, in relation to ILC's draft article 5, 
the tribunals denied the attribution because the complained conduct 
did not involve the governmental authority, even though it was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s an provision which delega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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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authority in internal law. In the cases which mattered 
the application of ILC's draft article 8, the majority of tribunals 
applied the standard of the 'effective control test' and judged strictly 
whether there is an instruction, direction, or control of the State. In 
the United Parcel Service and Al Tamimi cases, especially, those 
tribunals judged attribution not by application of ILC's draft articles, 
but by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which are in 
the based investment treaties, according to 'lex specialis'.  

  Third, the result of review of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is as below.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ree 
types as below. First,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 the 
regulatory power. Second,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 
the delegation of power. Third,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like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governments.  
  First, the representative of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s the regulatory power is the US-Oman FTA 10.1.2. which 
reflects the 2004 US Model BIT 2.2(a). Second, the representative 
of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s the delegation of power 
is the KORUS FTA 11.1.3(b). Third, the representative of the 
investment treaties which stipulates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s 



- 271 -

the US-Armenia BIT Article 12 which reflects the 1994 US Model 
BIT 15.1(a) - which stipulates the political subdivision - and the 
Korea-China FTA 1.4 and 12.1. - which stipulate the local 
government. 
  The type of investment treaty like the 2004 US Model BIT which 
stipulates the regulatory power is of advantage to the capital 
importer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its scope of the 
attribution is narrowest. At first sight, it is proper to Korea to have 
the neutral attribution clause like the KORUS FTA, because Korea 
mostly has the status of both the capital exporter and the capital 
importer. However, It is reasonable to review first whether own 
country has the status of the capital importer or the capital exporter 
relations with the counterpart State before stipulating the special 
regulations. 

  When the attribution issue matters in the ISDS cases, it is hard 
to derive a consistent principle because each tribunal has different 
standard and conclusion about the attribution, but just can be found 
general tendency. It is desirable that each State sets a standard of 
the attribution before disputes occur by stipulating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in advance when it concludes 
the investment treaties, because by doing so it can be achieve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the legal stability and to prevent the 
dispute from a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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