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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양자·다자간 투자협정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투자협정은 3,322건

에 이른다.

국제투자협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의무 조항과 절차적 의

무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실체적 의무 조항에 해당하

는 공정·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 조항은 투자분쟁 발생시 가장 자주 원용되는 조항으로,

국제투자중재에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체적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초기 투자협

정에서는 FET 조항을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추상적으

로 규정하였고, 이후 다수의 협정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규정

을 원용하면서, FET의 실체적 내용과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

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들은 FET 조항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

하여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에 관한 신규 모델을 제정하고, 기존 투자협정을 개정하

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투자협정 개정 목적 및

양상은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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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인도, 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FET 조항의 범

위를 축소하여 국제투자중재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규제권

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정 노력을 통해 FET 조항의 모호성이라는 문제점

은 일부 극복되기도 했으나, 중재판정례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

되는 FET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원칙의 경우에는 여전

히 그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의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판정의 일관성 및 법리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은 반드시 투자협정상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FET와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은 그 동안

많은 중재판정례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모두 합리적 기대 보호

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을 내렸는바, 각 판정례를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은 각국의 국내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고, 중재판정례를 통해 상당히 정치한 논

리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투자

협정은 FET 문안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왔으며 최근의 모델

BIT 및 개정 사례들도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캐나다, 베트남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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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결한 두 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FET 조항에서는 사법 거부의 배제, 적법 절차, 비자

의성·비차별, 강압·권력남용·악의에 의한 대우 금지 등 FET의

주요 원칙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투자협정상 최초로 합리적

기대 보호를 명시적 문안으로 도입하여 구체적인 FET 문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ET 조항의 모호성이라는 문제점에

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한계를 살

펴보고, 나아가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의 법리 및 중재판정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까지 94개의 BIT 및 14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FET 조항은 추상적 문안으로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투자중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도 미래의 피소 위험에 대비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ET 조항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FET 조항을 보다 구

체화하고,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를 도입하여 예측가능성과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국제투자협정, 공정·공평한 대우, 공정·공평한 대우 조항의

문제점, 합리적 기대, 합리적 기대 보호, 투자협정의 개정

학 번 : 2013-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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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은 ‘투자 협정의 홍수’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

으로 많은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322건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발효된 것은 2,667건에 달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내 투자챕터의 형식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2) 종래에는

양자간 BIT가 그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3자간 또는 지역공동체를 포

함한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등 그 형식이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다수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FTA 내 투자챕터를 통해 투자규범이 도입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의무 조항과 절차적 의무 조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의무 조항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위

한 규범으로 구성되고, 절차적 의무 조항은 투자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

한 규범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BIT들은 실체적 조항과 절차적 조항 모

두 간단하고 추상적인 문안으로만 규정하였다.3) 그러나 투자자 국가 분

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절차가 빈번하

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제투자중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1)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2017.10월

2) 우리나라의 경우, 94개의 BIT 및 19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7개의 BIT를 제외한 나

머지는 모두 발효되었다(2017.10월).

3) BIT는 1959년 독일-파키스탄 BIT를 시작으로 국가들 간에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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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실체적 및 절차적 규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체적 의무 중에서도 특히 공정·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 조항은 투자분쟁 발생 시 가장 자주

원용되는 조항이다. 이는 국제투자중재에서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실체

적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FET가 투자협정에서 처음 도입될 때에는 다소 추상적이

고 포괄적인 문안으로 규정되었고, 이후에도 문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로 다수의 협정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FET에 대

하여는 실체적 내용과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

기되어 왔고, 중재판정부도 FET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을 전개하여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국가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

은 FET 조항을 명료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모델 BIT의 제정 및 투자협

정의 개정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들의 협정 개정을 통한 FET 조항의 명료화 과정 및 이에 대한 법적 평

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 2 절 최근 논의 동향

FET 조항의 모호성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 하에, 그동안 다수의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FET 조항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법적 논리를 개발해왔다. 최근 일부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협정 개정 시도를 통하여 FET 조항의 문안을 명료화하여

그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투자협정에 근거한 ISDS 청구가 연간

50건 이상으로 증가4)함에 따라, 국가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자의 모

4) UNCTAD 2016년 통계에 따른 것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와 Non-ICSID 사건을 통합한 수치이며, 

20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ISDS 사건의 누적 건수는 767건에 달한다. 



- 3 -

델 BIT 도입, 기존 협정의 폐기 또는 재협상 등을 통하여 투자협정에

대한 개정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개정 시도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나, 주로 추상적인 협정문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들의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그 범위 역시 FET 조항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실체적 조항과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실체적 조항인 FET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

분의 국가들이 내용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신규 협정

의 제정 또는 기존 협정의 개정 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보호와 국가의 규제권한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FET 조항에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FET 조항의

실체적 내용 중 그동안 국제투자중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청구 원인으로

다루어졌던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의 경우에는 투자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는

바, 여전히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 기대 보호는 다수의

중재판정례를 통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FET의 주요 요소로서, 중재판정

례와 국내법상 법리 및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리가 발전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대의 성립요건 및 이에 대한 국

가의 보호 의무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그동안 투자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다만, 최근 EU가 체결한 EU-캐나다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이하 ‘CETA’), EU-베트남 FTA 등 일련의 FTA에서는 FET를 전례 없

이 상세하게 구체화하는 동시에 합리적 기대 보호에 대한 법리도 명시적

으로 도입한바, 이를 참고하여 향후 투자협정의 체결 또는 개정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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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상 FET 조항의 모호성

이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한계

를 살펴보고 나아가 FET 조항의 실용성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투자협정상 실체적 규범 중 가장 자주 원용되

는 FET 조항의 일반론으로서 의의, 연혁, 다른 조항과의 관계, 국제관습

법과의 관계,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FET 조항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효용성과 한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FET 조항이 가지는 문제점 및 한계, 특히

법적 근원의 부재, 범위의 불명확성, 문안의 모호성, 다른 조항과의 관계

설정 미비 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

복하고 동 조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투자

협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FET

조항의 개정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의 FET

조항 명료화 과정과,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 개도국의 FET 조항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 채택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FET 조항에 대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수의 개정례에 있어서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가 미비하므로 제4장에서

는 합리적 기대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합리적 기대의 판단과 관련된 몇 가지 최근의 판정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최근 EU의 FTA에서 합리적 기대 보호를 FET의

요소로 도입한 사례가 있어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BIT 및 FTA 투자챕

터의 FET 조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후 투자협정의 신규 체결 또는

개정 시에 합리적 기대 보호와 관련된 문안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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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FET 조항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일반론적 차원에서 FET

와 국제관습법의 최소기준대우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거나, 다

수의 중재판정례의 분석을 통해 FET의 주요 내용으로서 합리적 기대

보호, 적법절차, 투명성, 비례성,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요소를 다루는 데

치중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FET 조항 문안의 모호성 및 FET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투자협정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FET 조항의 개정 사례를 유형화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FET

의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서 특히 ‘합리적 기대 보호’가 가지는 의

미 및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재판정례와 국가 실행의 분석

을 통해 FET 조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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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정·공평한 대우(FET) 조항의

의의 및 주요 원칙

제 1 절 의의 및 연혁

FET의 개념은 투자협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

부터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다수의

BIT에서는 협정 당사국인 투자유치국이 타방 협정 당사국의 외국인 투

자자의 자국 영토 내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의에 앞서 ‘공정(fair)’이라는 개념과 ‘공평(equitable)’이라는 개

념은 다른 의미로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다수와 중재판정례와 관련 문헌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의 개념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화된 통일적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5)

FET 조항의 기원은 미국이 체결한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ies

on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1954년 미국과 독일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제1조에서는 일방 당사국

이 타방 당사국의 국민과 기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6) FET의 기준이 처

5) Rudolf Dolzer &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Nov 15, 2012, p.133

6) Dolzer and Schreuer, p. 131 

   Article 1 of the 1954 Treaty betwee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ach Party shall 

at all times acco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nationals and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and to their property, enterprises, and oth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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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등장하게 된 사례는 1948년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위한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 for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제11조 2항7)에

서 외국인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just and equitable treatment)'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 것인데, 비록 이 하바나 헌장은 끝내 발효하지 못했

지만 FET에 대한 기준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에도 FET는 1959년 외국인 재산보호에 대한 Abs-Shawcross 협약 초안

(Abs-Shawcross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제1조, 1967년 OECD 외국인 재산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

(OECD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제1

조, 1992년 IMF에서 채택한 해외직접투자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제3장에 등장하며 외국인의

재산 보호와 해외투자에 대한 대우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전해 왔다.8)

FET는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제1105조 제1항9)에서도 명시되어 외국 투

자에 대한 기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4년 에너지헌장(Energy

Charter Treaty, 이하 ‘ECT’) 제10조 제1항10)에서도 외국 투자와 투자자

7) 2. The Organization may, in such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may be appropriate:

(a) make recommendations for and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n 

measures designed.

(i) to assure just and equitable treatment for the enterprise, skills, capital, arts and 

technology brought from one Member country to another;

(ii) to avoi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order to stimulate foreign private investments; 

greatest possible extent the benefits to Members from th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b) make recommendations and promote agreements designed to facilitat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skills, arts, technology, materials and equipment, with due regard to the 

needs of all Members;

(c) formulate and promote the adoption of a general agreement or statement of principles 

regarding the conduct, practices and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8) Dolzer and Schreuer, p. 131 

9)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10)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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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무적 대우로서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98년 다자투자협정에

대한 OECD 초안(OECD Draft Negotiating Text for a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이하 ‘MAI’) 1.1조11)에서도 투자 보호에 대

해 ‘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MAI 역

시 다자간 투자협정의 창설이라는 목표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투자협정

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 중 하나로서 FET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FET 조항은 외국인의 재산 보호와 해외 투자에 관한

다수의 국제 조약과 다자간 투자협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1959년 독

일-파키스탄 사이에 BIT가 처음 체결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322건의 투자협정이 체결된바, FET는 대부분의 투자협정

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으로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주요한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절 FET의 특징 및 투자협정상 다른 의무와의 관계

1. 투자자에 대한 절대적 대우로서의 FET

FET는 국제조약 중 특히 투자협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의

무이다. 일반적인 통상협정은 대부분 국가와 국가 간의 의무에 대해 규

정하고 있는데, 가령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에 대해서 자국의 동종 상품과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지 말 것(내국민

encourage and create stable, equitable, favo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to make investments in its area. Such 

conditions shall include a commitment to accord at all tim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1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and constrast 

protection and security. In no case shall a Contracting Party accord treatment less 

favorable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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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또는 제3국의 동종 상품과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지 말 것(최혜

국대우) 등이 그 예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국가 분쟁해결제

도(State-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며, 분쟁의 해결은 주

로 문제되는 조치의 철회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경우에는 투자의 행위 주체가 사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와 사인 간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의 개별 투자자에 대해서 한 나라가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투자협정에서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규정은 매우 중요한 실체적 의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투자협정에서는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 또는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투자의 특성상 사인

인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의 수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

다. 즉, 투자협정에서는 내국민 또는 제3국민과의 비차별을 명시한 상대

적 대우가 문제되기보다는, 해당 투자자 또는 투자 자체에 대한 절대적

대우의 수준이 문제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ISDS를 통해 해결하며,

분쟁의 해결은 주로 투자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절대적 대우로서

FET 외에 어떤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투자협정에 포함되는 실체적 의무의 종류

투자협정에 포함되는 실체적 의무는 개별 투자협정마다 다르나,

FET 외에도 주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 등에 관

한 의무를 정한다. 또한, 최근 체결되는 BIT와 FTA의 투자챕터는 이행

요건 부과금지 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주재요건 부과금지 의무 등

을 정하기도 한다.

투자유치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최혜국대우 의무에 따라 제3국

의 투자자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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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따라 내국민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국 투

자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수용 또는 그에 준하는 간접수용을 하는 경

우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효

과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국 투자자에게 자금, 이윤, 배당 등의 자유롭고 지체 없는 송

금을 보장해야 한다.

3. 다른 실체적 의무와 FET의 관계

가.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

앞서 살펴본 다른 실체적 의무의 내용은 상당히 특정적인 상황

하에서 투자유치국이 제공해야 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FET의 경우에는 ‘공정·공평한 대우’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

소기준대우’ 등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FET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과거 일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서 중재판정부는 협정의 다른 실체적 의무 위반이 곧 FET 위반을 구성

하거나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S.D.

Myers v. Canada 사건12) 중재판정부는 내국민대우의 위반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고, Metalclad v. Mexico 사건13) 중재판

정부는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간접수용 인정을 위한 근거로 삼았다. 또한,

Methanex v. US 사건14)의 신청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금지 처분이

내국민대우를 위반하는 조치이므로, 이는 곧 최소기준대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5)

12)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13)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14)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Final Award, 3 Aug 

2005

15) 법무부,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2008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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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

그러나 투자협정의 다른 실체적 의무 위반이 바로 FET 위반으

로 연결되어 FET의 외연적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2001년 7월 해석선언(Notes of Interpretation)을 통하여

FET에 관한 NAFTA 제1105조의 의미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NAFTA

의 다른 조항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의 위반이 제1105조 1항의 위반을 구

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16) NAFTA 해석선언 이후,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모델 BIT에서는 위와 같은 해석선

언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였다.17) 이후 미국의 모델 BIT를 기반으

로 하는 다수의 BIT와 FTA 투자챕터에서는 협정의 다른 의무 또는 여

타 국제협정의 다른 의무 위반이 곧 FET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서 FET와 다른 실체적 의무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내국민대우를 위반하여 내국 투자자에 비하여 외

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더라도 무조건적으로 FET까지

위반한 것은 아닌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FET의 개념은 비록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16) NAFTA Free Trade Commissi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31 July 2001.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rticle 1105(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e NAFTA,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rticle 1105(1).  

17)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5조 1항(대우의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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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지라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절대적 또는 상대적 대우에

관한 투자협정의 다른 실체적 의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다른 조항과

의 관계에 있어서도 FET를 독립적으로 취급할 명확한 외연적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FET의 범위

1. 협정 문안에 따른 FET의 범위

대부분의 전통적인 투자협정에서는 추상적 문안의 FET를 도입

하면서 FET의 범위, 즉 대우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FET 조항은 명칭이나 문안 내용이 BIT나 FTA 투자챕터마

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 BIT에서는 단순하게 투자의

대우, 대우의 기준 등으로 규정한 반면, 일부 FTA에서는 대우의 최소기

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투자의 일반적 대우18) 등으로 규

정하여 명칭과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BIT, FTA 등 투자협정은 모두 조약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에 따른 조약 해석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문언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FET의 범위는 해당 협정의 문언에 따라 결정되고, 국가들은 투

자협정을 체결하면서 FET 조항의 명칭, 문안, 별도의 해석선언, 부속서

등을 통하여 자국이 외국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대우의 범위 및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T 조항이 내재한 불명확성과 각기 다른

표현으로 인하여 학계와 실무는 다양한 해석론을 발전시켜 왔다. FET

조항과 관련하여 투자협정은 FET의 범위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18)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도 FTA마다 FET조항에 대한 조항명이 ‘대우의 최소기준’, ‘투자의 

일반적 대우’, ‘대우의 기준’ 등으로 상이하다.



- 13 -

유형, 국제법에 따른 외국인의 대우라고 추상적으로 명시한 유형, 국제관

습법에 따른 최소기준대우로 규정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에

서는 각 유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가. FET의 범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유형

우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투자협정에서는 별도의 FET의 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기준대우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야 하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자율적인 기준으로서 사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1967년 외국인 재산의 보호에 관한 OECD 협약 초안의 경우 위

원회의 해석을 통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FET 문안을 다루는 중재판정부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국제관습법과 별도로 문언 그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

여 해석론을 전개한 바 있다.19)

나. FET의 범위를 국제법과 연결시킨 유형

다음으로 문언에서 일반적인 ‘국제법에 따른(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ET 대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NAFTA 제1105조에서는 당사국은 타방 당

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FET와 충분한 안전 및 보호를 포함한 국

제법에 따른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레인-미국 BIT 등

일부 BIT에서는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는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19)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 Sequel, 2012,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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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se accord treatment less favorable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를 부여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20)

이 때 ‘국제법에 따른’ 대우란 국제관습법 및 국제법의 연원으로

분류되는 조약, 법의 일반원칙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는데, 다소 불명확한 ‘국제법’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일부 중재판정례에

서는 FET의 범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론이 전개되었다.

첫째, 2000년 S.D. Myers vs. Canada 사건21)의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조는 포괄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바, FET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입부상 ‘국제법

에 따른 대우’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조 위반은

투자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고(unjust) 자의적(arbitrary)이어서 국제적 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성립된다

고 판시한 후, 동 사건에서 내국민대우 위반이 필연적으로(essentially)

동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22)

둘째, 2001년 Pope & Talbot vs. Canada 사건23)의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조는 국제법상 최소기준에 ‘부가적인(additive)’기준이라

고 하면서, ‘공정성 요건(fairness elements)'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동조가 공정

성 요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행위가 '지독한(egregious)', ‘언

어도단의(outrageous)', ’충격적인(shocking)'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결정들은 최소기준대우 의무가 협정상 다른 의무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FET를 ‘포함한(including)’ 국제법

에 따른 대우를 ‘부가적인(additive)’으로 해석한 것은 문언에 반한다는

20)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22-23

21)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22) 법무부, pp. 78-80

23) Pope &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10 Ap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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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24) 결국 2001년 NAFTA FTC는 해당 ‘국제

법’이 ‘국제관습법’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을 내리게 되었다.25)

다.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명시한 유형

마지막으로, FET를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소기준대우로 한정하여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FET를 가장 좁게 해석한 유형이다.

NA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들은 NAFTA 제1105

조의 문안상 ‘국제법에 따른’ 대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는데, 확장적 해석론을 경계하고 문안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상

기한 바와 같이 NAFTA FTC가 해석선언26)을 내린 바 있다.

동 해석선언은 세 가지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NAFTA 제1105조 1항상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의미

하는 것이고, 둘째,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안전한 보호의 개념은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요구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 협정상 다른 조항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위반이 동조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S.D. Myers vs. Canada 사건27)과 Pope & Talbot vs.

Canada 사건28)의 확장적 해석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서, 이후의 모델

BIT 및 다수의 중재 판정례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과 2012년

의 미국의 모델 BIT와 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의 투자협정에서는 동 해

석선언에 따라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명확하게

24) 법무부, p. 80, Metalclad vs. Mexico 사건 중재판정 취소청구 사건 결정, 캐나다 British 

Colombia 주 대법원, 22 May, 2001

25) NAFTA Free Trade Commissi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31 July 2001.

26) NAFTA Free Trade Commission: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31 July 2001.

27)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28) Pope &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10 Ap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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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미 FTA 제11장에도 FET를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를 통해 여기서의 국

제관습법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2. FET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FET 조항의 범위를 표시하는 세 가

지 유형 중에서, 특히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명시

한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FET와 국

제관습법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사례에서 그동안 중재

판정부들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가. FET와 국제관습법의 관계

협정문상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명시한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단순히 국제관습법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FET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 즉 FET와 국제관습법의 관계가 문제된다.

1967년 외국인의 재산 보호에 대한 OECD 협약 초안의 노트에 따르면,

FET 기준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하고 있다.29) 그러나 중재

판정례들은 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FET와 국제관습

법의 관계에 대하여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한정하는 견

해,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 이상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

그리고 FET를 독립적 기준으로서 단순히 관습법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

율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나뉜다.30)31)

29)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21

30) UNCTA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Impact on Investment Rulemaking", 

2007, pp. 43-46

31) UNCTAD 보고서(2007)에서도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한정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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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 관행

(general and consistent practice)과 법적 확신(sense of legal obligation)

이 성립되어야 한다. 보다 명료히 하기 위하여, 한-미 FTA 등 일부

FTA와 BIT에서는 부속서로 국제관습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부속서에서는 국제관습법의 정의와, 국제관습법상의 최소기준대우는 외

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관습법상의 모든 원칙을 의

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대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판례와 조약의 축적으로

일관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하여 어느 정도 국제관습법이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경우

무엇이 최소기준대우를 구성하는지, 즉 최소기준대우는 어느 수준의 대

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32) 이렇

듯 최소기준대우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 개념인바, 중재판정부를 통한 해

석론의 전개를 필요로 한다. 다만,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에 대

한 대우기준이 최소화 되는 것이 추후 FET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데 유

리할 것이다.

나.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한정하는 견해

(1)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보는 사례

2001년의 NAFTA FTC 해석선언과 동 내용이 각국의 많은 모

델 BIT 및 투자협정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FET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많은 중재판정부도 확인하였다. 가령,

Deutsche Bank AG v. Sri Lanka 사건33)의 중재판정부는 FET는 국제

와, 국제관습법상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FET를 이보다 더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견해, 

그리고 국제관습법상의 기준에 따르면서 동 기준은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고 보는 견해로 구

분하고 있다.

3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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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며, 협정상

명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한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

러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대우를 의

미하는지, 그러한 대우가 관습법으로 형성된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는 분석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기준대우를 명확하

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최소기준대우의 의미 및 초기 판례

외국인의 대우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한 초기 판정례는 1929년

Neer vs. Mexico 사건(이하 ‘Neer 사건’)34)으로서, 이는 외국인의 투자가

아닌, 멕시코에서 외국인인 미국 시민이 살해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신청인은 멕시코 정부가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의무 태만(lack

of diligence)’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멕시코 일반청구위원회는 외

국인에 대한 국가의 대우가 ‘과도하고,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의무의 태

만(outrage, to bad faith, to wilful neglect of duty)’이 있거나, ‘어떠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도 그 불충분을 인지할 만큼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행위가 불충분(insufficiency of governmental action)’35)

한 수준에 이르러야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멕시

코 정부가 그러한 수준의 의무 태만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여 신청

을 기각하였다.

또한, 1989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ELSI(US vs. Italy) 사건36)에서 재판부는 ‘자의성은 적법절차에 대한 고

33) Deutsche Bank AG v.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CSID Case No. 

ARB/09/2, Award, October 31, 2012

34) L. F.H. Neer and Pauline E. Neer (United States.) v. United Mexican States. 14 

March 1927

35) the treatment of alien, in order to constitute an international delinquency, should 

amount to an outrage, to bad faith, to wilful neglect of duty, or to an insufficiency of 

governmental action so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every reasonable and 

impartial man would readily recognize its in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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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무시(wilful disregard)로서, 법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적

이거나 최소한 놀라운(shocks, or at least surprises, a sense of judicial

propriety) 행위’37)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Neer 기준에 대한 비판 및 최소기준대우의 불확정성

그러나 Neer 사건 및 ELSI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대우에 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인의 대우를 과

도하게 좁게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38) Neer 사건

과 ELSI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후의 중재판정례

에서도 원용되거나 해외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대우의 기준으로서 꾸준히

인용되어 왔는데, 20세기 초반의 살인사건에서 비롯된 Neer 기준이 현재

의 국제투자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Neer 기준으로부터 유래된 외국인에 대한 최소기준대우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외국인의 최소

기준대우에 대하여 통일된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

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 이상으로 해석하는 견해

(1) FET를 국제관습법상 기준 이상으로 보는 사례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기준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는

NAFTA FTC 해석선언 이전의 다수 중재판정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S.D. Myers vs. Canada 사건39) 및 Pope & Talbot vs. Canada 사

36) Elettronica Sicula S.p.A. (ELSI) (United States of America v. Italy), ICJ, 20 Jul, 1989

37) Arbitrariness ... is a wilful disregard of due process of law, an act which shocks, or 

at least surprises, a sense of judicial propriety.

38) Dolzer and Schreuer, pp. 140-141 



- 20 -

건40)에서 중재판정부는 추가적인 요건 도입을 통해 FET가 국제관습법

그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

장적 해석론은 곧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결국 NAFTA FTC가 2001년 7

월 해석선언을 통하여 FET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 그 이상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2) 진화하는 개념으로서의 FET를 주장한 사례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1929년 Neer 사건의 기준은 오늘날에 비추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

이 있으며, 최소기준대우의 기준으로서 Neer 기준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는 중재판정부마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Neer 사건 이후의 일부 중재판정례들은 Neer 기준의 높은 기준

으로부터 벗어나 덜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며 이는 진화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ADF vs. US 사건41)에서 중재판정부

는 NAFTA 1105조상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개념은 얼어붙은

개념(frozen in time)이 아니라 진화하는(evolving) 개념이라고 하면서 국

제관습법과 외국인의 최소기준대우는 꾸준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

였다.42)

(3) Neer 기준의 유용성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Glamis Gold vs. US 사건43)의 중재

판정부는 Neer 사건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성립(establishing)’

39)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40) Pope &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10 Apr, 2001

41) ADF Group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 (AF)/00/1

42) Dolzer and Schreuer, p. 134

43) Glamis Gold, Ltd.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Award, 8 J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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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고 보고, 국제관습법이 변화하였다면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

고 하면서 Neer 기준의 기초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언

급하여 과거의 Neer 기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0년 Merrill & Ring vs. Canada 사건44)의 중재판정부

는 Neer 기준에 대한 ‘오늘날의 최소기준대우는 Neer 기준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다’45)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FET에 대한 확장적 해

석을 경계하는 시각과 여전히 Neer 기준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바 이에 대해 일관된 논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과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견해

이와는 다르게 FET는 독립적인 기준이며, 단순한 국제관습법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FET의 독립적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는 ‘FET라는 용어는 최소 기

준 그 이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존의 문안보다 훨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광범위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재판정부가

FET 기준의 최소, 최대, 평균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정

부의 문제되는 행위가 공정·공평한지, 불공정·불공평한지만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46)

제 4 절 FET의 주요 원칙

많은 중재판정례들은 FET 조항의 해석 기준은 단순히 ‘공정과

44) Merrill and Ring Forestry L.P. v. Canada,  ICSID Case No. UNCT/07/1

45) t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bl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investors is 

foun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except for cases of safety and due 

process, today's minimum standard is broader than that defined in the Neer case and 

its progeny. 

46) F A Mann, 'British Treati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981, 

52 BYBIL pp. 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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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원칙에 따라서(ex aequo et bono)’라는 일반 원칙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한다.47) FET의 주요 원칙들은 개별

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는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한 원칙의

위반이 다른 원칙의 위반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투

명성의 부재 또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은 합리적 기대 보호 위반의 근

거가 되기도 한다.

정부의 하나의 조치가 FET 위반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조치들이 누적적으로 결합하여 FET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

다. 마찬가지로, FET의 원칙 중 어느 한 원칙에 대한 위반이 절대적으

로 FET의 위반을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판정부는 주요 원칙들에

대한 위배 여부를 결합하여 경중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가령 El Paso

vs. Argentina 사건48)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들이 개별

적으로는 FET위반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조치들이 누적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게 된

경우 이는 전체적 효과 면에서 FET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

다.49)

이하에서는 FET의 주요 원칙으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합리적

기대 보호, 사법거부와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투명성, 신의성실

의 원칙, 계약상 의무의 이행,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비차별성 및 비자의

성의 7개 원칙들의 내용 및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합리적 기대 보호

합리적 기대 보호(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는 국제

47) UNCTAD Serie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61

48) El Paso Energy International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5

49) 김용일, 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2012년 12월 1일,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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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슈이며, FET 위반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50) 합리적 기대 보호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일정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기대만큼은 상

황이 변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hunderbird vs. Mexico 사건51)의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란, 투자유

치국의 행위(conduct)가 합리적이고 정당한(reasonable and justifiable)

기대를 형성하여, 투자자나 투자가 그러한 행위에 의존하여 행동하는 상

황에서, 투자유치국에 의한 그러한 기대의 좌절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에

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어떠한 기대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지, 또

한 투자유치국의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지 못해서

FET 위반을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침묵하고 있다. 중재판정례는 이에 관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해석을 발전시켜 왔는데, 초기의 판정들은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

의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FET 위

반으로 해석하였다.52)

이러한 해석론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의 법적·사업적 환경이 언

제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것이며,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3) 보다 실용적이

고 합리적인 접근법으로서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의 형성 이외에도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으며, 이에 따르면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

일수록 투자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더 낮아지는바 국

50) Dumitru Filip, The Role of Legitimate Expectations in establishing a jurisprudence 

constant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5 Manchester Rev. L. Crime & Ethics 28, 

57, 2016, p. 49

51)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5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64-67

53)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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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합리적 기대의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투자유치국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표(representations), 성명(statements), 확

약(commitments)의 존재 여부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의 성실한 행위(due diligence) 역시 고려된다. 또한, 투자유

치국의 조치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지 못하여 결정적으로

FET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양자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사법거부와 적법절차

사법거부의 금지(denial of justice)와 적법절차(due process)는

FET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명확한 법리를 가지고 있다. 사법거부란, 투

자유치국의 사법적 제도의 부재 또는 기능의 오작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국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의 중대한 결함을 의미한다. 이때 단순한 오

류, 국내법의 해석 오류 또는 국내법 적용 오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재판의 거부 등 심각한 기능적 장애만이 포함된다.54) 사법거부는

일반적으로 재판 자체에 대한 거부, 재판의 부당한 지연 등 재판절차의

불공정성,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등 재판 내용의 불공정성, 그리

고 재판 집행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55)

1929년 국가책임에 관한 하버드 초안56)에 따르면, 사법거부를 구

성하는 요소에는 법원의 재판 거부, 법원에의 접근 거부, 비합리적인 절

차의 지연, 법원의 독립성 부재, 최종 판정의 불이행, 재판관의 부패, 외

국 법률가에 대한 차별, 기본적인 적법 절차에 대한 위반 등이 있다. 다

수의 투자 협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을 적용하여

54)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80-81

55) 김용일, 홍성규, p. 204 

56) Harvard draft codificati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damage done in their territo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foreign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pecial supplement 131, vol.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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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전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상 사법 구제절차를 거

칠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거부가 배제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Azinian vs. Mexico 사건57)에서 중재판정

부는 사법거부는 해당 국내법원이 접근을 거부하거나, 소송진행이 가능

하더라도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심각하게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

거나, 명백히 악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였다.58)

적법절차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원칙으로서,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조치가 정당한 법률에 근거

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Mid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59)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 대해 적합하게 통

지를 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적법절차의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절차적 결함은 FET 위반 사유를 구성할 수

있으나,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경우라면 절차적 결함 그 자체만으로는

FET 위반을 구성하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60) 미국의

2004년 및 2012년 모델 BIT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FET의 주요 원칙

으로서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다.61)

3.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이란 투자자의 사업을 위한 법체계가 분명

하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이 그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62) 투명성 원칙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정

57) Robert Azinian, Kenneth Davitian, & Ellen Bac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97/2

58) 박선욱,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의 발전 –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4, 한국법학회, 2011. 11, pp. 341-342

59) Middle East Cement Shipping and Handling Co. S.A.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99/6

60) Alex Genin, Eastern Credit Limited, Inc. and A.S. Baltoil v. The Republic of Estonia, 

ICSID Case No. ARB/99/2

61) 2004년 미국 모델 BIT 제5조 1항(대우의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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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관련해서도 요구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63) FET 원칙을 적용

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Metalclad vs. Mexico 사

건64)에서 중재판정부는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는 투자자에게 NAFTA 제

1105조에서 보장한 FET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청구를 인용

하였다. 또한, MTD Equity vs. Chile 사건65)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

국 정부가 투자자의 개발계획이 국내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지

않은 것을 투명성의 결여로 보아 FET 위반을 판단하였다. LG&E vs.

Argentina 사건66)에서 중재판정부는 FET는 투자유치국이 모호성을 배

제하고 일관적이며, 투명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67) 투명성은 별도의 독립적인 요소로서 FET 위반 사유로 주장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며 보충적으로 원용된다.

4.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FET의 가장 기본적

요소를 구성한다. Tecmed vs. Mexico 사건68)에서 중재판정부는 FET는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의 일부라고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

칙에 비추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 FET의 다른 주요 요소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원칙임을

62) 김용일, 홍성규, p. 201

63) 박선욱, p. 339 

64)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65)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66) LG&E Energy Corp., LG&E Capital Corp., and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67) 황지현, 국제투자분쟁에서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 외국인투자자의 정

당한 기대 보호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71권, 2016.8, p. 204

68) Té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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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였다. 또한, Waste Management vs. Mexico 사건69)의 중재판정부

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FET의 기본 의무라고 하면서, 정부의 고의적인

음모(deliberate conspiracy)는 FET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Saluka

vs. Czech 사건70) 에서 중재판정부는 신의성실이 FET의 주요 원칙임을

밝히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악의적 조치는 FET 위반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FET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악의(bad faith)’가 반드시

필요한지 문제되는데, 중재판정부들은 대체적으로 투자자에게 끼친 손실

이라는 결과에 주목하여, 국가의 악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Mondev vs. US 사건71)에서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악의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악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FET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Occidental

vs. Ecuador 사건72)의 중재판정부 역시 FET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국가

의 선의 여부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한 바 있다.

5. 계약상 의무의 이행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FET의 위반을 구성할 수

도 있다. 계약상의 권리는 투자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기대를 창설하

는바, 이는 상기한 합리적 기대와도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다. 계약상 의

무의 이행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매우 기

초적인 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도 도출할 수 있으며, 협정상 우산조항

(umbrella clause)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도 직접적

으로 투자 중재 절차를 발동시킬 수 있다.

69) Waste Management, Inc.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8/2

70) Saluka Investments B.V. v. The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7 Mar, 

2006

71)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72)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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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 자동적으로 FET의 위반을 성립시

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의 위반과 FET 기준의 위반은 구분되어

야 할 것이다. 일부 판례에서는 FET 기준이 계약상 의무로까지 확대된

다고 보고 있는데, 가령 Mondev vs. U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조의 보호는 계약상의 청구로까지 확대(extend)된다고

하면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FET 원칙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하

였으며, SGS vs. the Philippines 사건73)의 중재판정부도 계약상 의무 위

반이 FET의 기준이 됨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판례들은 보다

제한적으로, 계약에 대한 단순한 의무 불이행은 FET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FET의 위반은 국가 권력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데, 단순한 계약의 종료는 국가의 행위가 없는바 FET 기준 위반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74) Waste Management vs. Mexico 사건의 중

재판정부는 시 정부의 채무 미지급의 경우 FET 위반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하였고, Impregilo vs. Pakistan 사건75) 의 중재판정부도 단순한

계약의 위반은 FET 위반이 아니며 조약상의 책임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서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강압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강압적 상황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coercion

and harassment) 역시 FET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투자자에 대

한 국가의 행위가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상황에서 강압(coercion), 압력

(pressure), 압박(duress), 강제(force), 괴롭힘(harassment), 권한 남용

(abuse of power), 위협(threats) 등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는 FET 위반에

해당한다. Pope & Talbot vs. Canada 사건76)의 중재판정부는 규제당국

73)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2/6

74) Dolzer and Schreuer, pp. 152-154

75) Impregilo S.p.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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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 재심사 조치가 협박과 대립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강조하

면서, 이 조사는 협력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싸움에 가깝다(more like

combat)'고 하며 FET 위반을 판시하였다. Tecmed vs. Mexico 사건에

서도 중재판정부는 허가증 갱신 거절과 관련한 압박(pressure)은 강압의

형태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FET와 모순된다고 한 바 있다. Desert Line

vs. Yemen 사건77) 의 중재판정부는 화해 협정이 물리적이고 재정적인

압력(duress)에 의해 부과되었다고 보고, FET 기준 위반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추가적으로 도덕적 피해(moral damages)에 대한 보상까지 판정

하였다.

7. 비차별성 및 비자의성

다수의 중재판정부들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적

이고 자의적인 행위는 FET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자의성

(arbitrariness)이란, 단순하게 의견에서부터 도출된 변덕스러운

(capricious), 억제되지 않은(unrestrained), 횡포스러운(despotic) 행위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정부는 이를 사실이나 논리보다는 편견

(prejudice)이나 선호(preference)에 기반한 행위라고 하였다.78) 많은 중

재판정부들은 차별성과 자의성을 FET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한 바 있는

데, 구체적으로 Saluka vs. Czech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정

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한바 FET 위반임을 판시하였으

며, Eureko vs. Poland 사건79)의 중재판정부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권과 관련된 자의적인 이유로, 그리고 차별적이고 국내적인 이유만으

로 투자자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였다고 하였다.80) 또한, TECO

76) Pope &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10 Apr, 2001

77) Desert Line Projects LLC v. The Republic of Yemen, ICSID Case No. ARB/05/17 

78)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78 

79) Eureko B.V. v. Republic of Poland, Partial Award, 19 Aug, 2005

80) 박선욱, pp.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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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Guatemala 사건81)의 중재판정부는 FET위반 판단시 문제된 투자유

치국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

하였다.82)

다만, FET의 주요 요소로서 비차별성 및 비자의성은 중재판정부

에 따라 FET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가령

Azurix vs. Argentina 사건83)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자의적 행위

는 그 자체로 협정상의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84)

Grand River Enterprises vs. US 사건85)의 중재판정부는 NAFTA 제

1105조와 국제관습법상 보호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비차별성은 외국인 투

자자를 차별하는 유치국의 의도적인 행위로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다

른 의무의 위반으로 검토되기도 한다. 가령 Methanex v. US 사건에서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곧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구성하는지 문제된 바 있

다.86) 그러나, 일부 투자 협정의 문안에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거나 차별

적인 조치 금지가 명문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비

차별성이 FET의 위반 요건이 되는지 내국민대우의 위반으로 보아야 하

는지가 상관없을 것이다.

제 5 절 평가

1. FET 조항의 효용성

FET 조항은 투자 협정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서, 외국인 투자

81) TECO Guatemala Holdings, LLC v. Republic of Guatemala, ICSID Case No. ARB/10/23

82) 황지현, p. 205

83) Azurix Corp.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84) 황지현, pp. 204-205 

85) Grand River Enterprises Six Nations, Ltd.,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Award, 12 Jan 2011 

86) 법무부,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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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FET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안심하고 위험 부담이 많은 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추후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자유치국 역시

FET 조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

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되는바, 본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가. 포괄적인 투자 보호

먼저, 투자자 및 투자자 본국의 입장에서, FET조항은 자국의 투

자자에게 포괄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6년 본안

결정이 내려진 20개의 사건 중 70%(14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

용되었으며, 청구 중 FET조항 및 수용 조항에 대한 위반이 가장 자주

인용되었다.87)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투자중재에서 FET조항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FET 조항은 그 자체의 모호성에도 불구하

고,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매

우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동 조항은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대우의 절대적 기준, 때로는 대

우의 최소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

을 제공해주는 조항이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단 투자하면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내국민대우, 최

혜국대우 등 상대적 의무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들을 FET가 절대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

다.

또한, 최근 들어 국가의 대규모 명시적인 국유화 사례는 점점 줄

87) UNCTA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view of Developments in 2016, IIA 

Issues Note, May 2017, Issue 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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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직접적 및 간접적 수용에 근거한 청구

가능성은 낮아지는바, 수용에는 이르지 않는 투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FET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FET

조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FET 조항의 존재 자체가 향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원용할 수 있는 협정상 근거 조항 중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의 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향

후 분쟁 발생 시 이를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6년까지 ISDS에 회부된 사건

중 본안 결정에서 투자자 승소 판결이 난 확률이 59%에 달하는바88), 투

자협정 및 FET 조항의 존재는 투자자 권리 보호의 유용한 수단임에 틀

림없다.

나. 투자 촉진 효과

한편,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FET조항의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외국인의 투자 결정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외국인의

투자와 FET 조항을 포함하는 투자협정의 체결여부 사이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89) 즉,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 중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존재, 특히 포

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FET 조항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

할 수밖에 없는 해외투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가 많은 고속 성장 중인 개도국이 선진국과 BIT를 체

88) UNCTA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view of Developments in 2016, IIA 

Issues Note, Issue 1, May 2017, p. 4

89) UNCTAD economic analysis(1998), Banga(2003), Hallward-Driemeier(2003), Tobin and  

Rose-Ackerman(2003), Neumayer and Spress(2005)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연도별

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미, 남미 등 지역의 FDI와 투자협정의 존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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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경우, 해당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자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개도국들은 해외투자자에게 더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

능하고 안전한 규제의 틀을 제공하여 해외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

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이 OECD 국가와 BIT를 맺을 때 FDI

증가에 대한 파급력이 높았으며, 미국의 BIT의 경우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0) 최근 인도, 중국과 같은 일부 개도국들은 더 이

상 투자유치국으로서만이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지위 변화를 겪으며 BIT

를 자신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UNCTAD가 1995년 133개 국가에 대하여 BIT 체결수와

FDI 총량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BIT가 FDI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91) 그러나 투자협정의 존재가 투자 결정에 절

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투자유치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도

적 수준 및 현지 가용자원 등에 더하여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92) 왜냐하면, BIT 존재 자체가 투자유치국의 본질적인 경제적 및 규

제적 위험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과 권리구제수단을 제공

하는 차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정치적 위험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BIT 체결로 인한 한계효과는 이미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법체계와 우호

적인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는

데, BIT체결은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보충적인 효과로

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다.93)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서문(Preamble)에 동 투자협정의 목적

으로 '투자 촉진(Investment Facilitation)'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투자 촉

90) Lisa E. Sachs, Karl P. Sauvant, BITs, DDTs and FDI flows: An Overvie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20-22

91) Aishwarya Padmanabhan, Relationship between FDI inflows and BIT,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Sciences, Vol.1 No.1, 2012, p. 69

92) Aishwarya Padmanabhan, pp. 68-70

93) Lisa E. Sachs, Karl P. Sauvant, p. 21



- 34 -

진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이는 투자협정이 외국인의 투자 보호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법적 의무를 약속함과 동시에 이러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투자협

정의 투자촉진 효과는 최근의 투자협정 체결 및 개정 사례에서 더욱 명

확히 명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로 개도국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BIT로 인한 신규 투자 유치 효과보다 기존의 투자로부터 야기

되는 다수의 피소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투자협정에서 일부 개도국들은 투자협정이 가

지는 투자 촉진의 목적을 보다 강하게 피력하고, FET 조항에 따른 의무

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

자의 의무 역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 의도적 모호성

상기한 바와 같이, FET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포괄적인

투자 보호를 제공하고, 투자유치국에게는 해외투자 촉진의 순기능을 유

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FET 조항이 가지는 한계로 종래 지적되어

왔던 추상적 문안 및 모호성은 한편으로는 중재판정부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를 통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즉, FET

조항은 ‘의도적 모호성(intended ambiguity)'을 통해 중재판정부에 광범

위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유연한 접

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중재인은 FET 용

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용어(intentionally vague term)'로서, 재

판관에게 준입법적인(quasi-legislative) 권한을 부여하여 개별 사건에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필요한 다양한 규범들을 구체화 할 수 있도

록 고안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94)95)

94) Charles H. Brower,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NAFTA: The Empire Strikes Back, 

40 Columb. J. Transnat’l L. 43, 56 (2003).  

95)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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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투자중재의 중재판정부들은 FET 기준의 내용적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으며, FET 기준이 단지 ‘공정과 선의 원칙에 의

한(ex aequo et bono)’ 것이 아닌 구체적 내용을 가진 법의 원칙이라는

점을 발전시켜왔다.96) 실제 사건에서 다수의 투자 분쟁은 대상과 상황이

매우 이질적인데 반해, 투자협정의 실체적 의무 조항은 최혜국대우, 내국

민대우, 수용 등으로 다소 제한적인바,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FET

조항과 같은 포괄적인 보호 조항을 통하여 많은 경우의 수를 다루고 사

건별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초의 입법이 불완전하고 모호할수

록 이를 해석 및 적용하는 재판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국가마다

다양한 투자 상황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라도 추상적인 FET 문안을 통해 현실과의 간극을 메워나가고 법리를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

2. FET 조항의 한계

FET 조항이 가지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바, FET 원칙 역시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

지고 있다. 2012년 FET에 관한 UNCTAD 보고서에서는 FET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로 FET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해

석 및 예측가능성의 부재, 국가 책임의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그리고 투

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투자자의 보호 사이의 비교형량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97)

가. 예측가능성의 부재 및 확장적 해석론

먼저, FET 조항이 지닌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안으로 인한 모호

96)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61

97)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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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동 조항이 극복해야 할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투자

중재의 판정례들은 선례구속성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 투자협정

상의 FET문안들은 대부분 아주 간략하게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 FET의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동 기준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컨센서스와 일관성

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때로는 S.D. Myers vs. Canada98), Pope &

Talbot vs. Canada 사건99)에서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해석이 FET의 범

위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투자유치국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

을 초래하기도 하는바, 어느 정도 구체화된 기준 도입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과 일관성의 부재는 투자유치국 국내적으로도 규

제 집행의 어려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국가기관 또는 하위조직

의 경우 자신들의 어떠한 조치가 협정 위반을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판단

을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으로 소극적 행정 결정(regulatory chill)이

이루어지거나, 국내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

별 대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00)

나. 국가책임 및 보상과의 관계

다음으로, 현재의 중재판정례들은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를 포

함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FET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FET를 광

범위하게 해석하는지 좁게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협정 위반 시 그 경

중에 따른 국가책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예측가능성이 사라질 뿐

만 아니라 투자자별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가령 FET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해석하는 투자협정의

98)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99) Pope & Talbot Inc. v. The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on the Merits 

of Phase 2, 10 Apr, 2001

100)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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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FET를 추상적 문언에 근거하여 확장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진

화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국가책임에 대한 기준 인정이

까다로울 것이다.101) 즉, FET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만으로 충분

하다고 본다면 국가의 행정행위가 심각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별 FET 조항마다 서로 다른 문안을 가지고

있는바, 서로 다른 인정기준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안임에도 해당 투자자

가 어떤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원용하느냐에 따라 FET 위반에 대한 국

가책임, 즉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

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협정을 원용하는 ‘조약 쇼핑(treaty-shopping)'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당초 의도하지 않은 예측불가능성 및

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수용과는 달리, FET의 경우에는 협정문상 보상에 대한 근

거규정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데, 협정상의 다른 보상 규정을 원용하더

라도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건별로 구체적인 산출이 쉽지 않다. FET의 인정 기준 및 구체적 내용

에 대해 정치한 법리를 도입하여 법적 근거를 도출한다 할지라도, 궁극

적으로 보상에 있어서 협정마다 어느 정도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다. 비교형량(比較衡量)의 문제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당한 규제조치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비교

형량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협정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

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균형 달성이 어렵다. 최근 국제사회

에서 중요하게 급부상한 이슈 중 하나가 국가가 환경, 보건, 인권 등과

관련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규제권한을 행사하

101)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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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의 이익형량 문제인데, 가령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환경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상품에 대하여 수

입제한을 부과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자국 내 외국 투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정책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또

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FET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적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비교형량을 위한 법적 테스트 역시 존재하지 않는바, 실행에 있어

서 결국은 국내 공법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동 문제에 대한 비교형량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FET 조항이 가지는 또 하나의 한계로

지적된다. FET 조항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정한

부당 대우와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의 조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FET 위반을 구성하는

위반의 ‘심각성(seriousness)’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역시 발전시킬 필요

가 있으며, 보상 단계에서 특히 양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효과적인 균형

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02)

제 6 절 소결

이상에서는 FET 조항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FET 조항의 구체적

내용 및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FET 조항은 투자협정상 다른

실체적 조항과는 달리 형태가 협정별로 매우 다양하고, 일부 매우 추상

적으로 기술된 경우도 많아 판례와 학설의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어온

바 있다. 이하에서는 FET 조항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 중에서도 가장 근

본적이면서 해결이 시급한 조항 자체의 ‘모호성(ambiguity)’ 및 ‘예측가능

성의 부재(lack of predictability)'라는 문제점에 집중하여, 동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투자협정

10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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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의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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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FET 조항의 문제점 및 투자협정의 개정

제 1 절 FET 조항의 문제점의 원인

1. 전통적인 FET 조항의 문제점

FET 조항의 경우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형태나 실체적 내용이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전통적으로 지나치게 일

반론적인 문안으로 인해 해석론이 발전하게 되었는바, 이에 기초하여

FET 조항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UNCTAD

보고서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이 바로 광범위한 해석의 여

지 및 그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부재이다.103) FET 조항은 명확한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체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범위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례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다른 조항과

의 관계도 불투명하다. 그동안 다수의 중재판정례의 해석론과 투자협정

개정을 통하여 일부 문제점들은 개선되었지만, 전통적으로 추상적인

FET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법적 근원의 부재

국제사회에는 하나의 통일된 법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바, 국

제법의 법원(法源)또는 연원(淵源)에 대한 연구는 항상 존재해왔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국제법의 법원을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또는

학설 및 판례 등으로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조약과 관습일 것이다. FET 조항의 경우에는

103)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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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뿌리가 깊고,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입

된다는 점에서 국제투자법의 필수 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실체적 의무 또는 절차적 의무 조항과는 달리,

FET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의무의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별도의

학설 및 판례의 해석론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실제로, 공정하고 공

평한 대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

으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 요소로 제시되는 주요 원칙들

이 어떤 근거로 FET의 요소로서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

지 않다.

국제사회에는 모든 사건에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 일반적인 국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바, 선행 판례의 해석론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투자자, 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대우에 대

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습법과 판례의 해

석상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습법에 의거한 것인지,

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에게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부여

할 수도 있는 FET 의무가 어디로부터 도출되는지, 즉 FET의 법적 근거

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실체적 내용의 부재

제2장 Ⅳ. FET의 주요 원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례

들은 해석을 통해서 거의 ‘최소화(minimal)'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FET 조항의 문언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출해 왔다. 대표적으로

합리적 기대 보호,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거부의 배제, 투명성, 신의성실

의 원칙,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는데, 전통적인 FET 문안

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예시로 명시한 바 없으며, 일부 투자협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거부의 배제 정도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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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중재판정에서 가장 자

주 원용되며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기대 보호의

경우에는 종래 투자협정에 규정된 경우가 없는바 문제된다.

4. 범위의 모호성

또한, 기존의 투자협정에서는 FET의 범위 및 보호수준과 관련하

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국제법에 따른 대우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와 연결시키거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따른 대우라고 명시

하는 등 범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

고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대우 및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일관된 국가 관행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최소기준

대우의 의미 자체도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

제관습법에 대한 일반적인 원용은 매 사건마다 중재판정부에게 국제관습

법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

서, FET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국가들의 의

도를 반영하여, 범위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5. 다른 조항과의 불명확한 관계

마지막으로, FET의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조항과의 관

계가 문제되는데, 특히 비차별대우를 규정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조항과의 관계가 야기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 Myers v.

Canada 사건104) 중재판정부는 내국민대우 위반을 최소기준대우 위반의

주요한 근거로 판단한 바 있는데, 가령 내국인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

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 내국민대우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수준

의 대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접근은 타당성이 없을 것이

104)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Partial Award, 13 Nov,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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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FET의 구성요소로 비차별성이 요구되기도 하는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투자의 몰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간접수용의 경우에는 FET 위반과 유사한 성

격을 띠므로 양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Metalclad v. Mexico 사

건 중재판정부는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간접수용 인정을 위한 근거로 사

용하였다.105) 그러나 FET는 간접수용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바 양자간에 공통 분모는 존재하지만, 이를 직접적 인과관계로 연결시키

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독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FET 조항은 법원

의 부재, 실체적 내용의 부재, 범위의 모호성 및 다른 조항과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한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FET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기대 보호 등 실체적 내용을 명문으로 도입하며,

FET 조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FET 조

항과 투자협정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FET조항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상기한 네 가지 구체

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투자협정의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 보인 움직임과 이와 동시에 발전되어온 중재판정례의 논리 발전을 살

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의미 또는 한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협정의 개정

1. 최근 투자협정의 개정 동향 일반론

105)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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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 동향

2017년 UNCTAD 통계106)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만 37건의 새

로운 투자협정이 타결되어 2017년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 3,322건의 투자

협정이 존재하게 되었다. 2016년의 투자협정 동향은 두 개의 상반되는

흐름이 공존하는 형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터키와 같은 신흥 국가들

이 개혁지향적인(reform-oriented)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협정을 대

거 체결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국제 투자 정책에 대한 접근을 재조정

(recalibrate)하고 재평가(re-evaluated)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107)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기존 투자협정이 종료된 건수는

최소 19건이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체결했던 투자협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7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협정을

재평가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탈퇴 이후 NAFTA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국제적 투자협

정의 체결 움직임이 활발한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등 새로운 다자 협상 뿐만 아니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

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이하

‘SADC’) 등 기존의 지역투자협정의 개정 또는 현대화도 이루어지고 있

다.

나. 개정 목표 및 원인

106)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2017.10월

10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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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가 제시한 투자협정 개정 로드맵(Road Map for IIA

Reform)108)에 따르면, 투자협정은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투자 분쟁해결제도를 개혁하며, 투자를 촉진 및

장려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보장하며, 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5

가지 개정 목표를 가지고 있다. 투자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구시대적 낡은 협정의 대체, 국가 규제권한 확보를 위한

조항 수정,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새로운 목표 반영, 피소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절차적 조항 수정 등을 들 수 있다.

다. 개정 범위

오늘날의 새로운 투자협정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으로

부터 출발한 개정 요소, 가령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 확보, 책임 있는

투자 장려, ISDS 개선 등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개정의 범위는 협정마

다 다른데 실체적 조항에 대한 의미 명료화 또는 추가적 의무 부과로 한

정되기도 하고, 절차적 조항인 ISD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내포하기도

한다. 최근의 투자협정 개정은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투

자협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FET, 간접수용 등에 실체적 의무에 대해

명료화를 시도하거나, 예외 조항을 도입하거나, ISDS의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 등을 띠고 있다.

2016년에 새로 타결되거나 개정된 투자협정들을 분석해보면, 실

체적 조항에 대한 개정의 대표적인 예로,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 범위

에서 절차적 조항을 배제시키는 것, 보건, 환경 등 특정적 예외분야 설정

을 통해 일부 협정상 의무를 적용 배제시키는 것 등이 있으며, FET에

대한 추가적 명료화 또는 범위 축소를 포함하고 있다.109) 어떤 투자 협

10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p.119 

109) UNCTAD, Phase 2 of IIA Reform: Modernizing the existing stock of old-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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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우 종전의 투자협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

하기도 하는데, 가령 투자의 정의에서 당해 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준수 의무 및

반부패 방지 등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칠레-홍콩 BIT, EU-캐나다 CETA와 호주-싱가포르 FTA의 2016

년 개정은 FET 조항 관련, 투자에 대한 손해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단

순히 투자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FET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화했다.110)

아래에서는 투자협정의 전반적인 개정 흐름을 유형화하여 살펴

보고, 구체적인 국가별 협정별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특히

FET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살펴볼 만한 몇 가지 개정 사

례를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라. 투자협정의 개정 유형

투자협정의 개정 움직임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자

국의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투

자협정 개정은 선진국의 개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일원화하

기는 어려우나 각각 실체적 조항과 절차적 조항에 대한 개정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실체적 의무

관련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투자협정의 문안을 중재판정례의 해석론의 발

전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 환경 등의 규범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 및 공공참여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적 의무에 대

해서도 기존 시스템의 전면적 부인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거나, EU와

같이 새로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상소 기능을 담당하는 투자법원

의 설립 등을 도입하고 있다.

treaties, IIA Issues Note, Issue 2, June 2017, pp. 8-9

110)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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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 남미 일부 국가 등 개도국의 경우에는 주로 실체적

의무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도입하고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국가

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고, ISDS에 대한 피소가능성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ISDS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소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강화

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

비아와 같은 일부 남미 국가들은 2007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자국의 기존 BIT

들을 모두 종료(terminate)시켰으며, 에콰도르의 경우 국제중재에의 회부

를 금지를 헌법적 의무로 도입111)하는 등 국제중재에 있어서 다소 극단

적인 방안을 택하고 있다.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은 절차적 구제방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상의 내용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마. 국가별 개정 사례112)

이하에서는 국가별 투자협정의 개정 사례를 각국이 채택한 모델

BIT 또는 최근에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델 BIT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국가가 추구

하는 투자협정의 철학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 국가가 추후 다른 BIT를

신규 체결하거나 개정할 경우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점

에서 중요성이 크다. 국제투자중재가 급증하면서 선진국들의 투자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국들이 자국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투자협정

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협정의 개정에 임한 대표적인 선진국으로는 미국, 독일, 노

르웨이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에콰도르의 경우, 헌법 제422조에서 ICSID 등 기관중재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회부를 금지

하고 있다. 

112) UNCTAD, Taking Stock of IIA Reform, IIA Issues Note, No.1, March 2016, p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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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일의 경우, 2015년 선진국을 위한 모델 BIT에 대한 전문

가 의견을 공표하였다. 동 전문가 의견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전달되고 독일 경제에너지부에 게제 되었으며, 상소 절

차를 포함한 양자적 투자법원의 설립 또는 투자협정마다 중재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체적 내용으로 공공예

외 및 FET와 간접수용 조항에 대한 명료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의 경우, 2015년 공공 협의를 위한 모델 BIT

를 제정하였는데, 안보 이익, 문화 정책, 건전성규제, 과세 등에 대한 예

외 삽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유럽 국가들이 투자협정의 공

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2004년 종전의 모델 BIT에서 의회, 업

계, 이해단체, 학계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2012년 새로운 모델 BIT를 제

시하였는데, 이는 내국민대우, FET, 간접수용, 송금의 자유 조항을 구체

화하였고, 투명성과 공공 참여,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도국의 대표적인 개정 사례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인도

네시아 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경우, 2013년 투자협력 및 촉진에 관한 모델 협정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Investment Agreements, 이하 ‘CFIA’)를

승인하여 최근의 BIT 체결에 반영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분쟁 예방

매커니즘을 대폭 강화한 점과 투자의 진흥 및 촉진에 관련된 조항을 대

거 도입했다는 점이다. 동 모델 BIT는 수용,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

항에 대하여 명료화된 실체적 보호를 부과하고 있으며, ISDS 메커니즘

은 배제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1년 모델 BIT가 현재 공공 협의를 통해 개

정 작업의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2016년에 이루어진 재검토 과정

에서는 공공 정책 예외 도입, 불법적 자본으로 인한 투자 배제, FET 및

간접수용 명료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조항 포함 등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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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권한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인도는 2015년 모델 BIT를 승인하였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최혜

국대우 조항의 삭제, 투자의 정의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범위에서

정부조달 제외, FET 조항 대신 국가의 의무 목록으로 대체, 투자자의

국내법준수 의무 및 사회적 책임 부과, ISDS 제기 전 국내구제 완료 원

칙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델 BIT는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는데 국가

의 권한과 투자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 및 세이프

가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투자의 정의에

서 제외하고 Salini 테스트113)를 도입하였으며, 분쟁해결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의 적용배제 등을 포함하고, ISDS가 해당 투자유치국의 동의

하에 발동되도록 규정하였다.

투자협정에 대한 개정은 양자적 차원 이외에도 다자적으로도 이

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EU의 경우, FET 등 실체적 의무 조

항을 명료화하고, ISD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양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판사로 구성된 1차 재판부와 상소 재판부로 이루어진 새로운 투

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의 설립을 도입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최근 잠정발효된 EU-캐나다 CETA와 2015년 타

결된 EU-베트남 FTA114)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협상중인 TTIP와 향후

투자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개발공동

체의 회원국들은 2012년 모델 BIT를 제정하면서 몇 개 조항에 대하여

국가들이 문안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FET 조항에 있어서 정부의 FET 위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선택

113) Salini Costruttori S.p.A. v.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정으로부터 유래된 투자의 정의에 대한 원칙으로서, 동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투자가 인정

되기 위하여는 (1)자산의 기여(contribution in money or other assets), (2)지속성

(duration), (3)운영 관련 위험 부담(risks of the operation), 그리고 (4)투자활동이 투자유

치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을 것(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과 같

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14) EU-캐나다 CETA는 2014년 타결되어 2017년 9월 잠정 발효되었으며, EU-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타결되어 현재 비준절차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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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공정한 행정적 절차 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지를 두고 있다.

ISDS에 있어서도 ISDS 자체를 배제하는 선택지와 국제중재 제기 전 국

내구제 완료를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다. 그 외에도 최혜국대우 조항의

배제 및 반부패에 관한 조항, 국내법의 준수, 환경평가 및 관리, 인권 등

투자자의 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FET 조항의 개정 유형별 사례1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다른 국가들의 투자협정 개정 양

상을 일률적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하에서는 특히 그동안

문안의 모호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FET 조항에 대한 개정

을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FET 조항에 대한 개정은 크게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는 FET

조항을 명료화하는 유형과 개도국들이 주로 채택하는 FET 조항의 범위

를 축소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선진국 개정

유형의 대표 사례로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되고 많은 투자협정의

모범 문안으로 활용된 미국의 모델 BIT의 발전과정 및 FET 조항에 있

어서의 구체화 양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개도국의 개정 유형으로서 국

가의 정책적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다른 투자협정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의 모델 BIT 및

브라질의 CFIA의 FET 조항을 살펴보고 그 유용성 및 한계를 분석하도

록 하겠다.

가. 미국의 모델 BIT(2012년)

115) 2012년 UNCTAD 보고서에서는 국가들의 현행 투자협정상 FET 조항을 첫째, FET 조항이 

없는 유형, 둘째, 추상적으로 규정한 유형, 셋째, 국제법에 따른 FET를 규정한 유형, 넷째, 

국제관습법에 따른 최소기준대우로서 FET를 규정한 유형, 다섯째, FET의 실체적 요건을 포

함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2011년을 기점으로 변화무쌍하게 발

전해오고 있는 FET 조항을 형태적 측면에서만 나누고 있어, FET 조항이 다양하게 변모한 

원인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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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세계 최대의 투자자 본국이자 선진 투자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서, 미국의 모델 BIT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1960년대 유럽 국가들의 BIT 체결에 영향을 받아서 1977년 미국 무역대

표부와 국무부는 공동으로 미국의 BIT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미국의

최초의 모델 BIT는 1981년 완성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1982년 파나마

와 처음으로 BIT를 체결하였다.116) 이후, 미국의 모델 BIT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12년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1994년 모델 BIT는 대부분 NAFTA 투자챕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내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FET,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 투자 보호에 관한

많은 실체적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후 NAFTA 유형의 투자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호를 제

공하는 나머지 자국민 투자자에 대한 대우보다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미국은 2004년 모

델 BIT 제정을 통해 기존의 내용에 대해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이

는 투자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한 2002년의 미국의 무역법(Trade Act)

에 기반하고 있으며, 투자의 정의에 대한 보다 좁은 접근법을 채택하고,

FET를 최소기준대우로 한정하며, ISDS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포

함하고,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2004년 모델

BIT를 기반으로 우루과이 및 르완다와의 BIT를 체결하였다.117)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이후, 미국은 3년에 걸쳐 BIT 재검토 작

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새로운 모델 BIT를 발표한다. 2012년 모델

BIT는 2004년 모델 BIT와 비교하여, 실체적 투자 보호 조항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노동 및 환경 이슈를 대폭 도입하고, 공기업 관련

116) Shayerah Ilias Akhtar, Martin A. Weiss,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April 29, 2013

117) Shayerah Ilias Akhtar, Martin A. Weiss,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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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현재 중국과의

BIT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TPP와 TTIP 역시 이를 기초로 하고 있

다.118)

(2) FET 조항의 특징

미국의 모델 BIT 중 FET 조항의 경우 2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

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NAFTA 투자챕터 제1105조(1)항과 이

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1994년, 1998년 모델 BIT가 있고, 다음으로 가

장 최근의 모델 BIT로서 2004년 및 2012년 모델 BIT가 있다. 1994년과

1998년의 모델 BIT상 FET 조항이 거의 동일하고, 2004년과 2012년의

모델 BIT상 FET 조항이 거의 동일한데, 이 사이에 NAFTA 협정문의

해석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후자는 이를 대폭 반영한 바 있

다.

먼저, 1994년 1월 발효된 NAFTA의 투자챕터 제1105조119) 1항

에서는 투자에 대한 일반적 대우로서 FET와 충분한 안전 및 보호를 '포

함한(including)' 국제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전통적인 형태의 추상적인 FET 문안으로서, 국제법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다.

NAFTA 제1105조의 표제는 “최소기준대우”이지만, 조항의 구체

118) Shayerah Ilias Akhtar, Martin A. Weiss, p. 10

119) Article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and notwithstanding Article 1108(7)(b),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3. Paragraph 2 does not apply to existing measures relating to subsidies or grant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1102 but for Article 110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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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에서는 최소기준대우를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를 기

반으로 만들어진 1994년 모델 BIT 제2조 3항120) 역시 투자에 대한 일반

적 대우로서 FET와 충분한 안전 및 보호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국제법에 따른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

여 NAFTA 제1105조(1)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NAFTA

제1105조는 FET와 충분한 안전 및 보호를 ’포함한(including)‘ 국제법에

따른 대우라고 규정하여 FET와 국제법의 관계 즉, FET는 국제법의 일

부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하여, 1994년 모델 BIT에서는 그러

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1994년 모델 BIT에서는 대상을 ‘적

용대상투자(covered investment)'로 한정하여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타

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당사국이 투자의 수행, 운영, 판매, 처분 등에

대해 비합리적(unreasonable)이고 차별적인(discriminatory) 조치를 취하

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미국이 파나마와 체결한 최초의 BI

T121) 역시 유사한 FE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계열의

FET 조항에 대해서는 문안의 모호성, 국제법의 범위에 대한 이견, 중재

판정부의 확장적 해석론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후

NAFTA FTC는 2001년 해석선언을 발표하여 국제법의 의미와 FET의

120) 3. (a) Each Party shall at all times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shall in no case accord 

treatment less favorable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b) Neither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unreasonabl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covered investments. 

121) Article 2.2. Investment of nationals and companies of either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treatment, protection and security of invest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law. Neither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operation, maintenance, use, enjoy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disposal of investment made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 with regard to investment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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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2004년 및 2012년 모델 BIT122)는 개정 전까지의 논의를

반영하여 조항의 명료화(clarification)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고, 이후 미

국이 체결한 FTA, BIT 및 NAFTA 계열의 다수의 투자협정에 표준 문

안처럼 도입되었다.

2004년 모델 BIT 제5조 1항에서는 FET와 충분한 안전 및 보호

를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각주를 통

해 국제관습법의 의미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다. 2항에서는 보다 상세하

게 1항의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기

준대우임을 명시하면서 이는 추가적인 대우나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a)호를 통해 FET는 전세계 주요

법체계에 내재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 심판

절차에 있어서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FET

의 예시로서 사법거부의 배제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

로, 3항에서 동 투자협정이나 다른 국제조약상 다른 조항의 위반이 동조

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종전에 비해 FET

의 범위를 단순히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 명확히 함으

122) Article 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Treaty,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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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논란의 여지를 일축하였고, 사법거부의 배제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FET 기준의 일부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 중재판정에서는 FET 기준으로서 언급된 두 가지 요소 이

외의 다른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고 있는 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나. 인도의 모델 BIT(2015년)

(1) 배경

인도는 1970년대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모든 규제권한

을 갖는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외

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투자협정의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

서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투자

협정 추진을 포함시킨 뒤, 1993년 모델 BIT123)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영국과의 BIT 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67개의 BIT 및 13개의 투

자 조항 포함 협정(Treaty with Investment Provisions: 이하 ‘TIP’) 등

을 체결하고 있다.124) 2014년 모디 정부의 집권 이후,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투자협

정의 체결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 인도의 경우에는 개도국 중에서도 중

국과 함께 경제규모가 매우 큰 국가로서, 투자유치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에 대해 투자자 본국의 지위에서도 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125) 이 때문에, 비교적 최근까지도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장 선

진화된 투자 규범들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던 중국과는

123) Indian Model Text of Bila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BIPA) 

(1993)

124)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2017.10월

125) 김관호, 투자협정 정책의 딜레마: 최근 인도 사례의 고찰,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2016년 

가을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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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인도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 보호 및 투자 자유화 규범을 수용하

고,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에서와 같이 투자 유보

목록을 작성하는 등 투자협정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

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자 친화적 투자협정으로 인하여 인도 정

부가 다수의 ISDS 피소에 직면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2016년 현재

까지 인도 정부가 ISDS로 피소된 사건은 2016년 한해에만 4건을 포함하

여 총 21건으로126)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피소된 국가이다.127) 특히

이 중에서도 2010년 호주의 White Industries 사건128)은 인도 정부에 상

당한 충격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정부의 입장 변

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위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재판의 지연이 인도-호주 BIT상 투

자자 보호 의무의 위반이며,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제3의 협정인 인도

-쿠웨이트 BIT(2001)에 의하여 쿠웨이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효과적인

권리 구제수단에 대한 절차적 조항이 호주 투자자에게는 제공되지 아니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도 정부에게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으

로 인도 정부는 자국의 사법부의 행위가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고, 제3의

투자협정상 의무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적용되어 생각지 못한 부담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투자 협정의 근본적인 입

장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129) 이후 인도는 기존의 투자협정을 종료시키

고 진행 중인 투자협정 협상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자국 정부의 규제권

한을 대폭 반영하고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2015년 모

델 BIT를 공표하여 기존 투자협정의 개정 및 신규 투자협정 체결 시 이

126) UNCTAD, ISDS Navigator, UNCTAD IIA Issues Note, May 2017 

127) UNCTA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view of Developments in 2016, IIA 

Issues Note, May 2017, Issue 1, p. 3

128) 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UNCITRAL, Final Award. 

30 Nov 2011

129) 김관호,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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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FET 조항의 특징

인도의 2015년 모델 BIT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FET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항상 해석론 문제가 불거지는 FET 조항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인도는 모델 BIT 제2장(국가의 의무)

제3조(투자의 대우)130) 1항은 투자유치국에게 타방당사국의 투자에 대하

여 어떠한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사법 거부, 적법절차에 대한 근본적

인 위반, 성(gender), 인종, 또는 종교적 믿음과 같은 명백하게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manifestly unjustified grounds)에 기반한 표적적 차별

(targeted discrimination), 강박(coercion), 협박(duress), 괴롭힘

(harassment)과 같은 명백한 대우의 남용(abusive treatment)을 통하여

국제관습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FET에 대한 문안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대신에, 기존의 FET의 주

요 요소로 제기되던 원칙들 중 사법 거부, 적법 절차, 비차별, 강박 금지

의 국제관습법상 네 가지 요소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목록으로서

130)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3.1 No Party shall subject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o 

measures which constitute a vio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rough:

  (i) Denial of justice in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or

  (ii) fundamental breach of due process; or 

  (iii) targeted discrimination on manifestly unjustified grounds, such as gender, race or 

religious belief; or

  (iv) manifestly abusive treatment, such as coercion, duress and harrassment. (중략)

3.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Treaty,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3.4 In considering an alleged breach of this article, a Tribunal shall take account of 

whether the investor or, as appropriate, the locally-established enterprise, pursued 

action for remedies before domestic courts or tribunals prior to initiating a claim under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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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적으로 제시하여 협의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2항에서 물리적 보호로서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규정

하고, 3항에서 동 투자협정이나 다른 국제조약상 다른 조항의 위반이 동

조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4항에서 중재판

정부가 동 조항의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투자협정상 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국내 법원에 구제수단을 강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 충족 여부가 투자의 대

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이한 동시에 투자자 대우의 범위를 상당히 좁

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도가 기존의 2003년 모델 BIT 제3조(투자의 촉진 및 보

호)에서 ‘각 당사국의 투자는 항상 다른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며, 적극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해 오던 시기

한-인도 CEPA 등에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FET를 규정하고

적법절차와 사법거부를 예시적 규정으로 도입하던 것과 차별된다.

이 외에도, 인도의 새로운 모델 BIT는 투자의 정의에서 포트폴

리오 투자 등 단기 투자를 배제하였다는 점, 투자자의 정의에서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제외하였다는 점, 설립 전 투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는 점, 정부의 조치 범위에서 지방정부를 제외하였다는 점 등에서 범위

를 상당히 축소하였고, 주요 의무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 조항을 완전히

삭제131)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구제수단 관련해서도 일부 남미 국가

들과 같이 ISDS로의 회부 가능성 자체를 원천 배제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도,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법·행정적인 국내적 구제절차를 소진

한 이후 ISDS 제소가 허용되도록 선결요건을 둠으로써 ISDS 제소요건

을 매우 까다롭게 강화하였다. 또한, 투자협정 전반적으로 국가발전 및

국내정책의 시행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131) 기존의 인도 BIT에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s: 이하 ‘MFN’) 의무가 있고, 한인

도 CEPA에서는 MFN 검토 메커니즘이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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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규정함으로써 인도 정부의 규제권한 확보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132) 모델 BIT(2012년)

(1) 배경

2000년대 이후 국제투자중재가 급증하면서 이 중 2/3가 개도국

에 대한 청구로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중재 제기의

25%가 광산, 원유, 가스 등 자원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133)하였는

데, 이 분야들은 아프리카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SADC 중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서

투자협정을 포함한 SADC의 중요한 결정들을 선두하였다. 남아공은 아

파르트헤이트 시대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와 함께 국제사회로 정상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유럽국가들과 15개의

BIT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OECD에서 이루어졌던 다자

간투자협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개도국들의 우려

를 적극 대변하게 되었고, 2001년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투자중재의 증가

를 목도하면서 BIT가 정부 정책에 심각한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아공에서는 1990년대의 BIT가 자국의 FDI 유입에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했고, BIT와 헌법의 불합치성 문제로 인하여 2008년 BIT 재

검토 작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ISDS와 관련하여 지엽적인 투자자의 상

업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 저해될 수

132)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스, 콩고 민주 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

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의 16

개 국가의 연합체 

133) Xavier Carim,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Africa's Structural 

Transformation: A Perspective from South Africa, Investment Policy Brief, No. 4 

August 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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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우려가 대폭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남아공의 내

각은 추후 BIT 체결을 자제하고, 1세대 BIT들에 대한 종료 또는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새로운 모델 BIT를 기반으로 한 재협상을 결정하

였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남아공은 유럽 국가들과의 기존

BIT 종료 작업에 착수하였고, 2012년 공표된 SADC의 새로운 모델 BIT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134) SADC 모델 BIT는 이전의 BIT

에 비하여 국가의 위험을 완화하고 ISDS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쟁해결

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이후 2016년 발효된 EU-SADC 경

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135) 등 남

아프리카 국가 간 또는 다른 국가와의 BIT 체결 작업에 참고가 되었다.

(2) FET 조항의 특징

SADC 모델 BIT의 가장 큰 특징은 16개국의 연합체라는 점으로

인하여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항별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FET 의무 관련, SADC 모델 BIT

제2장(설립 후 투자자의 권한) 제5조(공정·공평한 대우)에서는 FET조항

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한다. 초안 작성 위원회(Drafting

Committee)는 FET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재판정별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FET 조항의 포함 자체를 배제

할 것을 권고하고, 대안으로서 ‘공평한 행정적 대우(Fair Administrative

Treatment)’ 라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136)

134) Xavier, pp. 4-5

135) 동 EPA에는 예방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투자보호 규범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투자와 관련하여 제74조에서 미래에 투자협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36) Sean Woolfrey, The SADC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emplate: Towards a 

new standard of investor protection in southern Africa, tralac Trade Brief, December 

2014,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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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안: Neer 기준의 도입

SADC 모델 BIT 제5조의 1안은 FET 조항을 도입하여 국제관습

법상의 외국인의 대우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되, 동 기준을

Neer 사건137)에서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이다.138) 이는 조항

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의 행위가 ‘심각하고 악의의, 고의적인 의무의 태만

에 해당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국제기준에 비추어 그

부족함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일 것(outrage, in bad faith, a wilful

neglect of duty or an insufficiency so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every reasonable and impartial person would readily

recognize its insufficiency)’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Neer 사건에서의 판

례의 논리를 대부분 도입한 것으로서, Neer 기준은 이후 FET에 위반되

는 국가의 행위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투자자의 권리구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을 위에서 살펴본

바 있다.

SADC 모델 BIT상 FET조항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은 기존에 비

하여 FET의 범위를 대폭 한정하는 좁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1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FET 조항에 기초하되 Neer 기준을 간접 인

용하거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에 연결시키지 않고 Neer 기준을

문안 그대로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오늘날의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

137) L. F.H. Neer and Pauline E. Neer (United States.) v. United Mexican States. 14 

March 1927

138) Article 5: Option 1: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5.1. Each State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r Investors of the other State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treatment of aliens.

5.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5.1 requires the demonstration of an act or actions 

by the government that are an outrage, in bad faith, a wilful neglect of duty or an 

insufficiency so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every reasonable and 

impartial person would readily recognize its in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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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도 하였으나, 동 문안은 중재판정부의 광범위한 해석론을 차단하

여 예측불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약 입안자들의 원래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였다.139)

(나) 2안: 공평한 행정적 대우

다음으로, 2안은 FET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대안으로서 ‘공평한

행정적 대우’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주로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게 제공해야 할 절차적 대우의 부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140) 동조 1항

에서는 당사국이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절차가 자의적(arbitrary)이거나

행정적 및 절차적 정의(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justice) 또는 적

법절차를 거부하는(denies)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의 발전 정도(level of development)를 고려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2항에서는 국내법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자자

139) SADC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emplate with Commentary,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July 2012, pp. 22-24

140) Article 5: Option 2: Fair Administrative Treatment

5.1. The State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ir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rocesses do not operate in a manner that is arbitrary or that denies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justice][due process] to investors of the other State Party or their 

investm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tate Party].

5.2. Investors or their Investments, as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shall be notified in 

a timely manner of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s directly affecting the 

Investment(s), unless, due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notice is contrary to 

domestic law.

5.3.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shall include the right of [administrative  

review] [appeal] of decisions, commensurate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available resources at the disposal of State Parties. 

5.4.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all have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in a 

timely fashion an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and subject to the limita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under the applicable domestic law.

5.5. State Parties will progressively striv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efficiency,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their legislative, regulator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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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투자는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속히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대해 통보(shall be notified)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행정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당해 결정에 대한 당사국의 발전정

도 및 가용 자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행정적 재검토 또는 상소 권리를 포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과 5항에서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

근 및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보장 노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FET의무를 절차적 대우로 한정함으로써

FET에 대한 상당히 좁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FET 요소 중

에서도 절차적 측면에서 적법절차 및 투명성 확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ADC 모델 BIT의 제5조 2안은 예측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

여 남아공 정부에 의해 대안으로서 제안되었는데, 이를 통해 FET 논의

에서 가장 논쟁적인 요소를 피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발생시

키는 국가의 행위 의무를 특정하게 되었다. 이 대안적인 형태(alternative

formulation)의 접근법은 기존의 FET 문안보다 더 제한적인 새로운 시

도로서, 정부 기관에 의한 자의적 행위 또는 절차적 정의 및 적법절차의

거부(denial)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투자자의 권리 그 자체보다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141) 초안 위원회는 2안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는 투자자 보호 수단인 동시에 다수의 중재판

정부에서 보여온 광범위한 해석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바, FET 기준

의 유용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142) 이는 FET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국가의 의무 목록을 열거적으로 제시한 인도의 모델

BIT(2015)와 일맥상통하는데, 인도의 경우 사법거부, 적법절차, 차별금

지, 강박금지의 4가지 의무를 열거한 데 반하여 SADC는 적법절차 등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의무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좁은 접근을 택

141) SADC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emplate with Commentary,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July 2012, p. 23

142) SADC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Template with Commentary,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July 2012,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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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1항 후단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안

도입을 통해 FET 적용에 있어서 국가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부여하

고 있는데, 이는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이하 ‘COMESA’)143)의 기존 BIT에 도입된 내용으

로서 FET의 범위를 더욱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 내용은 일찍이

COMESA 투자 협정에 반영된 바 있는데, COMESA 투자협정 제14조 3

항144)은 국가의 발전정도 및 국가별로 다양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시

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FET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

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해석의 유연성을 고려할 것을 명

문화한 바 있다.145) 그러나 이같은 명시적인 문안의 도입 없이도, FET

의무를 야기하는 투자자의 기대 형성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특정 상황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

도록 한다.

라. 브라질 모델 BIT(2015년)

(1) 배경

브라질은 2017년 현재 20개의 BIT, 18개의 TIP를 체결146)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20개의 BIT 중 단 한건도 발효되지 못하였으며, 18개

143)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수단, 코모로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부룬디, 케냐, 말라위, 르완다, 우간다, 스와질랜드, 잠비아, 짐바브웨, 콩고 민주 공

화국의 동남아프리카 19개국의 자유무역지대 연합체 

144) Investment Agreement for the COMESA Common Investment Area (2007). Article 14 (3)

     For greater certainty, Member States understand that different Member States have 

different forms of admin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and that Member 

State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may not achieve the same standards at the 

same time.

145)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34

146)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201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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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IP 중 발효된 13건도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체결한 것이었다. 브라질

은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유럽, 남미 일부 국가, 우리나라 등과 총

14건의 BIT를 체결했는데, 모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 투자자들

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ISDS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브라질은 ICSID 협약에

도 서명하지 않았다.147)

그러나 브라질은 중국, 인도와 같이 성장가능성이 큰 투자처인

동시에 기타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거대 신흥 투자자로,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투자협정의 체결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010년 이후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148)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외국인 투자의 보호 사이에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브라질은 일부 개도국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주권 보호를 주장하며 투자 협정에 대한 전면적 개

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2015년 모델 BIT로서 ‘투자의 협력 및

촉진에 관한 협정(Cooperation and Facilitation Investment Agreement:

이하 ‘CFIA’)'을 채택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양질의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브라질은 2015년 6개 국가와 BIT를 체결하기도 했다.149)

브라질은 투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투자자 개인의 국제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BIT가 자본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며 많은 부정

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CFIA에서는 전통적인 BIT 문안

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투자 진흥(promotion) 및 촉진

147) 나머지 6개의 BIT들은 2015년에 새로운 모델 BIT를 기반으로 앙골라, 칠레, 콜롬비아, 말

라위, 멕시코, 모잠비크와 새로이 체결한 것이다.

148) Philip Morris Brands Sàrl, Philip Morris Products S.A. and Abal Hermanos S.A.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ICSID Case No. ARB/10/7 

149) 브라질-앙골라 BIT(2015), 브라질-칠레 BIT(2015), 브라질-콜롬비아 BIT(2015), 브라질-

말라위 BIT(2015), 브라질-멕시코 BIT(2015), 브라질-모잠비크 BIT(2015)의 6개 신규 

BIT이며 모두 아직 미발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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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on)에 초점을 두고 양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였

다. 실제로 CFIA는 문안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투자자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국가간의 상호 투

자 및 호혜적인 투자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150)

(2) FET 조항의 특징

FET 조항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2015년 모델 BIT의 특이점은

FET 조항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장(규제적 조

치와 위험 경감)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송금 등 여타 실체

적 의무에 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FET 조항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해야 될 우려와 투자중재에

대한 회부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제4조(승인 및 대우)151) 2항에서 당사국은 투자와 투자

자에게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른 대우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여

FET의 주요 원칙 중 적법절차의 원칙만을 국가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동조 1항에서는 각 당사국이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승

인하고 장려할 것을, 3항에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각국

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집행될 것을 보

장한다고 하여 투자에 대한 대우로서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약한 의무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FET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대신 몇 가

150) Jose Henrique Vieira Martins, Brazil's Cooperation and Facilitation Investment 

Agreements(CFIA) and Recent Developments. p.10

151) Article 4. Admission and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dmit and encourage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2. Each Party shall grant to investments and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of law.

3.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that affect investment are administered in a reasonable,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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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가의 의무 목록만을 도입한 인도의 2015년 모델 BIT나 두 가지 옵

션을 제시한 SADC 모델 BIT보다도 FET 관련 의무를 더 좁게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협정문 전체에 걸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안 없이, 오직 적법절차에 따른 대우 보장만을 규정하였다.

브라질이 모델 BIT를 바탕으로 체결한 최근의 BIT에서도 FET

의 삭제 및 일반적 의무로의 대체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브라

질-앙골라 BIT(2015) 제11조(투자 및 투자자의 대우)152)에서는 FET에

대한 다른 언급 없이 비차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말

라위 BIT(2015) 제10조(비차별)153) 역시 내국 투자자와 제3국 투자자에

152) Article 11. Investor and Investor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promote and accept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may restricting certain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systems.

2. Each Party, subject to applicable law, shall permit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o 

investments and conduct business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available to 

domestic investors.

3. Each Party shall permit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investments and to 

business conditions on term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vailable to other investors 

foreigners.

(중략) 

6. Each Party may provide, on the basi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special formalities 

related to activities of the other Party on its territory, provided special formalities do 

not undermine the substance of the rights of such investors an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7. Each Party in its territor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than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its own investors or investors of a 

non-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access to courts and tribunals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defense of the rights of such investors.

8. Each Party shall observe and comply with its obligations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153) Article 10. Non Discrimination

1. Each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egal system, shall enable and encourage investment 

from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and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such investment.

2. Each Party, subject to the exceptions established by law and to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shall allow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o invest and conduct business in 

condition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vailable to other domestic investors.

3. Each Party shall allow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o make an investment and conduct 

business in condition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vailable for other foreign 

investors. 

4. The right of administrative review of decisions shall be commensurated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available resources at the disposal of Parties.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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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면서, 4항에서 행정결정의 재검토 권한은 국

가의 발전 정도(level of development) 및 가용 자원(available resources)

에 상응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동 BIT 역시 별도의 실체적 의무

에 대한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동 조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를 포함하여 투자의 대우에 대한 규정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

브라질의 모델 BIT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BIT들의 경우, 전

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국의 모델

BIT 명칭 자체를 ‘투자의 협력 및 촉진에 관한 협정’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 보호보다는 투자 협력과 촉진을 위한 다수의 새로운

규범들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반부패, 인간과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 예외, 추가적 협력 및 촉진, 정보 교환 등의 신규 조항이 있다.154)

두 번째는 예방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인데, 브라질은 다수의 피

소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투자협정에서는 ISDS 자체를 제외하고,

투자 옴부즈만 제도155), 위험 경감, 분쟁 예방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여

투자자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모델 BIT의 서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서문에서는 협정의 목적으로

위험 경감(risk mitigation)과 분쟁의 예방(prevention)을 언급하고 있다.

제 3 절 투자협정의 개정 평가

1. 유용성

가. 국가별 정책적 의도의 반영

154) Jose Henrique Vieira Martins, pp. 11-12 

155) 투자 옴부즈만은 투자자의 요구와 질문들을 분석하고 정부 실체가 관련 이슈를 신속한 절차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브라질의 투자 옴부즈만은 무역과 투자 정책을 

생성, 채택 및 조정하는 국제무역회의소(Chamber of Foreign Trade)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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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투자 협정은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투자 협정은 한편으로는 ISDS 피소를 최소화

하고 국가 주권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여 개정되기

도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명료화 및 구체

화를 목표로 하여 개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국가들이 보인 일

련의 투자 협정 개정 움직임은 수십 년간의 투자 분쟁 관련 해당 국가들

의 경험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책적 방향성을 띠고 개정된 경우

가 많다. 초기의 BIT들이 적은 수의 조항으로 투자의 실체적 보호 측면

만을 추상적으로 규율한 반면, 현재의 BIT 또는 TIP들은 실체적 보호뿐

만 아니라 ISDS 등 절차적 규범을 매우 상세하게 도입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조항의 개수와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모델 BIT상 FET 조항은 제소

요건을 4가지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한정함으로써 ISDS 피소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ADC의 경우에도 1안에서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Neer 기

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국제관습법과 최소기준대우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일축하였으며, 2안에서는 FET 요소를 절차적 정의로

특정함으로써 인도와 마찬가지로 FET의 범위를 한정하고 ISDS 피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성공적으로 반영하였다. 브라질 역시

같은 맥락에서 FET의 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적법절차 요소만 규정함

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일방적 ISDS 제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 바, 그 동안 브라질이 보여 온 투자 협정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일맥

상통한다. 이와 같이 개도국들이 자국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하여 투자협

정을 전면 개정하는 사례들은 일각에서 지나친 범위 축소라는 비판을 받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 협정을 전면 폐기하는 대신에 국가의 재

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권한을 축소하는 절충안으로서의 효용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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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ET 조항의 명료화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의 투자협정 개정 사례를 통해 국가들

은 자국의 투자협정에 대한 정책적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FET

조항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체화를 이루었다. 미국의 경

우 국제관습법에 대한 법원을 명확히 하고, 범위 또한 국제관습법상 최

소기준대우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FET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가

들 간에 이견 없이 받아들였던 적법절차와 사법거부의 배제를 명문화하

여 추상적이던 FET 조항을 명료화하였다.

인도 역시 FET 조항을 삭제하긴 했지만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

대한 대우로서 적법절차, 사법거부의 배제, 비차별, 강박 금지의 네 가지

국가의 의무를 열거하여 FET의 외연과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SADC의 경우에도 1안에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로서 Neer 기준

을 명확히 하고, 2안에서 절차적 정의라는 FET 요소를 특정하였다. 브

라질은 FET의 범위에 대한 언급 없이 적법절차 요소를 규정하였다.

이 네 가지 사례 이외에도 최근 투자협정의 신규 체결이나 개정의

경우 FET 조항은 상기한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범위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정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

도,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 조항 또는 타 협정상 의무가 FET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은 공통적으로 포함된바, 이에 대해서

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앞서 지

적한 FET조항의 네 가지 문제점 중에서 다른 조항과의 불명확한 관계

의 경우 명시적 문안을 도입하여 대부분 문제점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적 근원, 범위 및 내용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명료화 노력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연한 접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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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C 모델 BIT 2안에서는 국가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것을 명

시하여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기존에 COMESA의

BIT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국가 발전정도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FET를 판단함에 있어 도입한 것으로서, FET에 대해 절대적이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배경 상황과 국가 특수성에 따른 유연함을 부여

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들이 해당 문구를

이유로 자국의 비합리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이해관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해석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문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한계

가. 일부 과도한 범위 축소

그러나 인도, SADC, 브라질의 개정 사례에서는 국가의 역할, 국

가의 의무 목록을 열거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함으로서 투자자의 보호받

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FET 조항의 본질적 의도를 퇴색시킨 측

면도 있다. FET는 단순한 절차적 의무, 즉 적법절차나 사법거부의 금지

를 넘어서 다방면으로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절대적 대우 기준을 제공하

는데 의의가 있는데, 열거적 목록으로 FET를 대체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최하위의 공통분모만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범위를 축소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써 FET조항의 유용성으로 평가되기도 했던 의도적 모호성

이 완전히 배제되어, 중재판정부는 이제 너무 좁은 해석 권한만을 가지

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투자협정의 개정을 통

해 FET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좁은 범위의 대우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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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바, 협정의 수준이 후퇴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나. FET 원칙의 구체화 한계

미국 등 선진국들의 FET 조항의 발전과정은 FET의 본래 취지

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관습법과의 범위는 명확히 하는 등 비교적 중도

적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FET의 주요 원칙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FET의 의도적

모호성을 이유로 더 이상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으나, 국제법에서

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재판정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원활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FET를 예시적으로라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FET

문안에서도 사법거부의 배제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대부분 명시되어 있으

나, 합리적 기대 보호, 투명성, 신의성실, 계약상 의무의 이행, 비차별성

및 비자의성, 강압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재판정례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면서 손실

보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기대 보호’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과

활용도에 비해 어느 FET 문안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바 있

다. 이는 간접수용의 경우에는 부속서를 통해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

를 도입하고 부연설명을 위한 각주를 삽입한 것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

이다. 간접수용 부속서에서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를 문안으로 도입하

고, FET에서는 배제한 것이 조약을 기초한 협상가들의 의도적 배제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판결의 일관성 및 법리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서라도 어느 정도 명문화를 통한 그 외의 FET 요소에 대한 지침이 필

요하다.

제 4 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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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투자환경이 다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적 태도

역시 상이한바 모든 투자 협정에 대해 일률적인 방향성을 적용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피소 위험으로부터 자국 정부를 보호하고

정책적 권한을 보다 넓히기 위하여 기존의 투자 협정을 개정하였으며,

투자자의 권한 범위 축소를 통해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한바 유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범위 축소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당

한 대우까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

가들은 투자 협정 개정시 투자자 보호와 정책적 권한 확보라는 양자 사

이에서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과거의 투자협정이 투자자 보호 규범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발

전해 왔다면, 현재 일부 국가의 개정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의 투자협정은 점차 국가의 정책적 권한 확보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

다. 특히 FET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동 조항의 광범위한 남

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요소의 범위를 소수로 한정하여 범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국가의 정책적 권한 확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ET 조항에 있어서도 무조건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의 해석론에 대한 명료화 과정을 통해 동

조항의 범위의 확장을 경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FET의 요소 중 적법절차 또는 사법거부의 배제에 대한 의무는

많은 국가들의 투자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합리적 기대 보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된 전례가 없는바, 본고에서는 추후 투자협정

의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에 FET 조항을 기초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도 구체화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

해 실제 중재사건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FET 조항의 여러 해석론 중

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에 대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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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ET의 주요 원칙으로 언급되는 요소 중 나머지 투명성, 신의성

실, 계약상 의무의 이행 등은 그 자체로는 독자적 위반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나, 오히려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에 보충적으로 원용

되어 왔고, 비차별성 역시 다른 조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바, FET 조항

으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합리적 기

대 보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FET의 독자적 위반 요소가 되는바, 국제

중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투자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FET 조항을

개정했던 일부 개도국들 역시 합리적 기대 보호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

하게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범위 축소라는 비판 및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제4장에서는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의 도입을 위하여 우

선 동 개념의 법적 근원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학계의 논의 및 판례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 법리의 마지막 단계로

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담아 문안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할 것인지 논의하고, 최근의 국가별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FET의 추상적인 문안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지만, 최근 일부 국가들의 개정 사례와

같이 과도하게 FET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모델 BIT와

같은 FET의 명료화 시도에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를 추가하고, 필요

할 경우 SADC나 COMESA의 국가 상황에 따른 유연성 부여도 일부 반

영하여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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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FET와 합리적 기대 보호

제 1 절 합리적 기대 보호의 개념 및 법적 근원

1. 개념

다수의 중재판정례들은 FET 조항을 적용할 때 문언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국의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legitimate

expectation)’ 보호 여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해 왔다. 합리적 기대

보호란, 공식 결정 또는 공표의 형태로서 이전에 공적으로 표명된 입장

(publicly stated posi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공공 권한에 의해

야기된 손해로부터 개인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156)

그러나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의 개념이 다소 명확한데 반해 법

적 근원이나 판단 기준, 범위, 한계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고려가 없었

던 것이 사실이다. Suez vs. Argentina 사건에서 한 중재인은 반대의

견157)을 통해 “공정·공평한 대우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키거

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주장은 그 어떠한 문안에

서라도 ‘공정·공평’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일반적 의미와 상응하지 않는

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FET의 해석과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ET의 적

용에 있어서 합리적 기대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는 다수의 중재판정

례를 통해 축적되고 발전되어 왔다.

156) Dumitru Filip p. 49

157)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Intergua Servicios 

Integrales de Agua SA vs. Argentina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7, 

Decision on Liability, Separate Opinion of Arbitrator Pedro Nikken (30 July 

2010)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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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 보호 논리가 최초로 등장하는 Tecmed vs. Mexico

사건158)의 중재판정부는 FET 원칙과 ‘국제법에 의해 확립된 신의성실의

원칙(the good faith principle)'을 연결시키면서, FET가 당사국으로 하여

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고려했던 ‘기본적인 기대(basic

expectations)'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제 투자에 대한 대우를 제공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동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외국인 투자

자는 투자유치국 정부에게 일관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시

하면서 합리적 기대의 개념의 발전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재판

정부는 ‘기본적인 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그러한 논리를 도출하게

된 근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Thunderbird vs. Mexico 사건159)의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최근의

투자중재 판정례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란, 투자유치국의 행위(conduct)가 합리적이고 정당한(reasonable

and justifiable) 기대를 형성하여, 투자자나 투자가 그러한 행위에 의존

하여 행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에 의한 그러한 기대의 좌절이 투자

자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적 구성

요소로서 다섯 가지, 즉 정부의 행위가 존재할 것, 이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것,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기대에 의존하는 행위

를 할 것, 투자유치국의 새로운 조치를 통해 기대가 좌절되는 상황적 변

화가 일어날 것,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사건의 개별의견에서 한 중재인은 투자자의 합리적 기

대 보호 원칙은 BIT 및 다자간 투자협정상 FET 해석론에 있어서 ‘청구

의 독자적인 하위 항목 및 독립적인 기초(a self-standing subcategory

158)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s.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00/2, Award, 29 May 2003, para 154.

159)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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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dependent basis for a claim)'를 구성한다고 하여 합리적 기대 보

호 원칙의 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160) 이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를 FET 해석론의 독자적인 항목의 지위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논리의 법적 근원 및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2. 법적 근원

가. 투자중재와 선례구속의 원칙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에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국제투자중재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여부는

논쟁이 되어 왔다. 실제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들은 하나의 해석론이 등

장하면 일련의 후속 사건들을 통해 이를 종종 인용하는 것으로 선행 판

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초기의 투자협정이 정치한 문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투자협정 및 중재판정의 효력이 양자 간에만 적용되어 대

세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판례의 축적을 통한

선행 사건의 법리는 투자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161) 투자협정의 중재판정부들은 국제투자법의 법체계 성립 및 일관된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비교 및 설득의 도구로서, 투자 협정

조항의 해석 명료화로서, 그리고 투자 조약 해석의 기준으로서 선행 판

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해 왔다.162)

또한, 중재판정부의 선행 판정은 투자자와 국가가 향후 미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제 투자법의 원칙 및 기준의 근원(source

160)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Separate Opinion of Thomas Walde, para. 27-30

161) Michele Potesta, Legitimate Expectations in Investment Treaty Law: Understanding 

the Roots and the Limits of a Controversial Concept, ICSID Review, Vol. 28, No. 1, 

2013, pp. 90-91

162) Dumitru Filip, pp. 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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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ectations)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다.163) 여전한

문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중재판정부들은 선례의 인용을 통해

합리적 기대 법리의 논리를 축적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Tecmed vs. Mexico 사건164)에서 합리적 기

대 보호 법리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중재판정부들은 투자 협정에서의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이슈를 빈번히 인용하면서도 법적 근원과 내

용, 한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합리

적 기대 보호의 법적 근원으로서 이를 법의 일반원칙에서 찾거나, 각국

의 국내 공법(public law)으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165) 이러

한 맥락에서, Gold Reserve vs. Venezuela 사건166)의 중재판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는 보호받아야 하는바 이는 다수의 국내법 체계에

존재하며,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법의 일반원칙

먼저, 투자협정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도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 에 의해서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를 도입할

수 있다. 법의 일반원칙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이하 ‘PCIJ’) 설치 당시 위원회에서 국제법의 연원

으로서 조약과 관습 이외에 ‘문명국들의 법적 양심에 의하여 승인된 국

제법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PCIJ 규정 제

38조에 규정된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의 국내 재판소에서 수락된 일

반원칙들, 가령 소송절차의 원칙들, 신의성실의 원칙, 기판력의 원칙 등

163) Stephan Schill,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Rule of Law, and Comparative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56-157 

164) Te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s.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00/2, Award, 29 May 2003

165) Michele Potesta, p. 92

166) Gold Reserve Inc. v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9/1, 

Award, Septembe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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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는 본래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모든 문명국의 국내법에

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을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법의 일반원칙 보

다는 법적 논리 또는 일반 법리학의 원칙들로서 적용되어 왔고 독립적으

로가 아니라 조약 또는 관습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었다.167)

합리적 기대 보호가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신의성실

(good faith)의 원칙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내법으로 인정된 일

반 법리학의 원칙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는 법의 일반원칙을 도입할 당시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문

명국의 국내법상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의

일반원칙에 ‘보편적 적용(universality)’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 대표

적인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168) 그렇다

면 투자 협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법의 일반원칙이 준거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투자협정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우선 ICSID 협

약 제42조169)상의 ‘적용가능한 그 외 국제법’으로서 도입이 가능하다.

ICSID 협약뿐만 아니라 다수의 BIT, FTA170) 등에서도 준거법으로서 국

제법을 적용가능한 법으로서 명시한 경우가 많은데, 국제사법재판소(ICJ)

헌장 제38조 1항171)에 따르면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연원 중의 하나

167)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삼영사, 2010 pp. 77-83

168) Elizabeth Snodgrass, Protecting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Recognizing and 

Delimiting a General Principle, ICSID Review, 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Volume 21, Issue 1, 1 March 2006, p. 22

169) ICSID Convention Article 42. 

     (1)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 and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2) The Tribunal may not bring in a finding of non liquet on the ground of silence or 

obscurity of the law.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Tribunal to decide a disput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so agree.

170) 가령, 한-미 FTA 제11장 제11.22조(준거법) 1항, 2항에서 중재판정부는 당해 투자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applicable international law)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171) Article 38

1. The Court, whose function is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shall apply: 



- 80 -

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적용이 가능하다.

다. 국내 공법상 일반원칙

(1) 국내법상 일반원칙

최근 몇몇 중재판정례와 학계를 통해 각국의 국내 공법(domestic

public law)에 기반한 비교법적 접근법(comparative approach)172)이 대두

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기대 보호의 개념이 국제법적으로도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로서 도입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상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직접적으로 도

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Luis Henkin은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

해 또는 보충하기 위해 국내법 체계로부터 도출되는 법원칙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그 자체만큼 오래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173)

다수의 투자 협정에서는 이제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를 가지는

국내법적 개념이 투자 보호 기준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

히 가장 모호한 문안을 가지고 있는 FET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174)

미국의 2004년, 2012년 모델 BIT에서도 최소기준대우 조항에서 ‘FET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a) 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b)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2. This provision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Court to decide a cas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agree thereto. 

172) Michele Potesta, p. 92

173) Elizabeth Snodgrass, p. 18 

174) Michele Potesta,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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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175)’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의 주요 법체계상

국내법상 일반원칙을 투자 협정으로 직접 도입하고 있다.

국내법적 개념으로의 합리적 기대 법리를 국제투자법의 연원으

로 도입하는 사례는 중재판정례를 통해서도 일부 언급된 바 있다.

Thunderbird vs. Mexico 사건176)에서 한 중재인은 개별의견을 통해 국

내 공법의 비교법적 분석의 기초에는 합리적 기대가 깔려있다고 언급하

였으며, Total vs. Argentina 사건177)의 중재판정부는 국내법에서의 합리

적 기대 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정당화된다고 한 바 있다. 모든

국가의 국내법을 전부 조사해서 도출된 원리는 아니더라도, 합리적 기대

원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 다수 발견되며, 국내법상 국내 투자자

에 대한 공정한 대우 역시 투자협정상의 법적 기준들과 연관이 있다.

(2) 비교법적 접근

국내 공법상 합리적 기대 보호는 공적 기관에 의한 개인의 손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어 왔다.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가 국내법적

으로 가장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독일에서는 동 개념이 다소 광범위

한 신의의 원칙(Vertrauensschutz)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EU법의

형성에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쳤다.178) 영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절차적 측면의 기대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현재는 실체적 측면

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179) 합리적 기대 보호

의 법리는 대륙법계, 특히 독일, 네덜란드, EU의 행정법상으로는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나 모든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법원칙

175) 2012년 미국 모델 BIT Article 5, 2(a)

176)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177) Tot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4/01

178) Michele Potesta, p. 94

179) Michele Potesta,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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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법상 일반원칙에 모

든 국가의 통일(uniform)적인 규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

의 견해이다.180) 다만, 합리적 기대 원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에

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공적 제한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제한

될 수 있다.181)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182)은 법적 안정성으

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하여 국민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인바, 합리적 기대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한

편,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

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상 손실보상을 통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183)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결

비록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가 투자 협정의 FET 조항상 문안

으로 전혀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 법리의 법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례구속

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투자협정의 일관성 확보 및 안정된 법리 구

축 목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은 관행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선행 판례를 적

극적으로 인용해왔다. 또한, 합리적 기대 보호는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로

서 또는 국내 공법상 일반원칙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180) Elizabeth Snodgrass, pp. 21-22 

181) Michele Potesta, p. 93

18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p. 42

183) 박균성, p.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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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합리적 기대’의 성립 요건

1. 합리적 기대의 성립 요건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 기대'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가 형성되어

야 하고, 다음으로, 그 기대가 ‘합리적’인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면 이러한

기대에 의존하여 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와 투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투자유치국 정부가 기대를 보호해줄 근거가 미약하고 단순히 투

자자 개인의 판단에 근거한 자체적 투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

에서는 우선 ‘기대’의 성립 및 ‘합리성’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고, 다음으

로 합리적 기대와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도록 하겠다.

2. ‘기대’의 성립

가. 정부 조치의 형태에 따른 ‘기대’의 성립

투자자의 기대가 성립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

는데, 투자유치국과의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확약, 공표, 약속, 선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투

자유치국의 법체계에 대한 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라

기대가 성립되는 강도 및 정도(degree)의 차이가 있는데, 계약관계가 존

재하는 경우의 기대는 보다 강하고, 명시적 확약, 묵시적 확약, 공표, 일

반적 법체계 순서로 기대의 강도는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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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권리(contractual rights)

투자자가 국가와 계약 관계에 있다면, 이는 가장 강한 합리적 기

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국가 계약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며, 이를 지키

지 못할 경우 일정한 책임을 야기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계약상 권리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장 크게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184) 의 중재판정부 역시 계약상의 권리에

근거한 투자자의 기대는 보다 높은 보호를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상 권리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합리적

기대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MTD vs. Chile

사건185)의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 보호와 단순한 계약상의 권리 보호

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Duke

Energy vs. Ecuador 사건186)과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187)의 중

재판정부 역시 FET위반을 초래하는 합리적 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요건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Glamis Gold vs. US 사건188)의 중재판정부 역시 단순한 계약 위

반은 FET를 구성하지 않고, 사법거부 또는 차별적 대우 등 추가적인 요

건을 필요로 한다고 설시하였다.

투자 협정과 국가 계약은 엄연히 다르므로, 계약상 권리가 존재

한다고 해서 당연히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 기대

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우산조항

(umbrella clause)189)과 같이 계약상 권리도 국제투자중재의 대상이 되어

184)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185)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186) Duke Energy Electroquil Partners & Electroquil S.A.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187) Parkerings-Compagniet AS v. Republic of Lithuania, ICSID Case No. ARB/05/8

188) Glamis Gold, Ltd.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Award, 8 Jun, 2009

189) 가령, 한미FTA 제11장 제11.16조(중재청구제기) 1항에서 청구인은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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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굳이 FET를 원용하지 않

더라도 계약위반 자체를 직접적으로 투자중재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2) 확약(commitments), 공표(representations), 성명(statements) 등의 존재

투자자가 믿고 의존하여 투자를 할 만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확약 등의 정부 행위가 존재한다면 합리적 기대가 형

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정부의 공적 의사표명은 고위

관리의 발언이나 정치적 선언에서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적 법령 공표까

지 정도가 다양하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중재판정부마다 확약

(commitments), 공표(representations), 성명(statements), 합의

(undertakings), 약속(promises), 확언(assurances), 선언(declarations), 보

증(guarantee)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보제공

(provision of information)이나 의견제공 등의 행위도 포함되며, 서면으

로 제시되지 않고 구두로도 가능하다. 정부의 공적 의사표명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바 사건별 접근이 필수적이며, 그 의도

와 배경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SPP vs. Egypt 사건190)에서 중재판정부는 이집트 고위관리

(high-ranking officials)의 특정 결정(certain decisions)이 외국인 투자자

에게 보호받아야 할 기대를 창설한다고 판시하였으며, Waste

Management vs. Mexico 사건191)에서도 투자유치국의 공표

(representation)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의 근거가 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Thunderbird vs. Mexico 사건192)의 중재판정부는 계약상의 확약이

하여 협정상 의무의 위반, 투자인가의 위반 또는 투자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청구를 제

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0) Southern Pacific Properties (Middle East) Limited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84/3

191) Waste Management, Inc.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8/2

192)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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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 행위가 아닌, 멕시코 정부의 단순한 법적

의견(legal opinion/the oficio)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

확약 등의 존재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흥미로운 판

례로서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193)이 있는데, 동 사건의 중재판정

부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으로부터 명시적 약속 또는 보증(explicit

promise or guaranty) 또는 묵시적 확언 또는 공표(implicit assurance

or representations)를 받은 경우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만일 투자유치국이 확약이나 공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합의

를 달성을 둘러싼 ‘상황(circumstances)’이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결정

하는데 결정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194)

(3) 일반적인 법체계(general legal framework)

(가) 범위 및 속성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일반적인 법체계가 안

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기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서 법은 법률과 행정규칙, 조례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정부 계약에 대한

일반적 준수 의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Total vs. Argentina

사건195)에서 중재판정부는 법률, 규정, 조항 등은 약속과 확약의 집합체

(a set of promises and commitments)로서, 이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은

합리적 기대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법체계’에 대

193) Parkerings-Compagniet AS v. Republic of Lithuania, ICSID Case No. ARB/05/8

194) An expectation is legitimate if the investor received an explicit promise or guaranty 

from the host-State, or if implicitly, the host-State made assurances or 

representation that the investor took into account in making the investment. Final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host-State made no assurance or representati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are decisive to determine 

if the expectation of the investor was legitimate. 

195) Total S.A.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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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는 공식적 약속과 비공식적 특정적 공표와는 달리, 관련된 투자

자에게 특정되지 않은 규범적이고 행정적인 속성(normative and

administrative nature) 그 자체로서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명시적·묵시

적 확약 등과 차별화되는 상황임을 상기한 바 있다.

(나)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을 유지할 의무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투자유치국이 ‘안정적인 법

적·사업적 환경(stable legal and business environment)을 유지할 의무’

를 가지는지 여부이다. 투자 협정의 서문(preamble)에서는 협정의 목적

과 원칙을 천명하면서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의 중재판정례들은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의 유지가 FET의 필수 요소라고 보았다. Occidental vs. Ecuador

사건196)과 CMS vs. Argentina197), LG&E vs. Argentina198), Enron vs.

Argentina199) 등 초기의 아르헨티나 관련 사건들에서 중재판정부는 안정

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FET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바 있다.200)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완벽한 세계(perfect world)’을

추구함으로서 투자유치국에 과도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또한, 서문은 일반적으로 의무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만

을 지니는데,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해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표적

으로 Saluka vs. Czech 사건201)의 중재판정부는 투자 당시의 환경이 완

196)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197)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8

198) LG&E Energy Corp., LG&E Capital Corp., and LG&E International, Inc.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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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B/01/3

200) Michele Potesta, p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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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변하지 않을(totally unchanged)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

며, Parkering vs. Lithuania 사건202)의 중재판정부도 법적 환경이 변화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적 환경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투자

를 계획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후 Continental vs. Argentina, Total

vs. Argentina, El Paso vs.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보다 합리

적인 접근법으로서 투자유치국의 법적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명시하였는

데, 특히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203)의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시

간과 필요에 의해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약

속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BIT 서문 규정상의 안정성

에 대한 암시(implication)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misplaced)하고 비합

리적(unreasonable)이라고 하였다.204) 이로써 초기의 중재판정부들이 투

자유치국에 안정적인 법적·사업적 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

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최근의 관점은 서서히 국가의 규제

변경 권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EDF vs.

Romania 사건205) 중재판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법체계의 변경은 합리

적 규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 안정화 조항의 존재

그러나 투자유치국에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만일 ‘안정화 조항(stablization clause)’이 있는

201) Saluka Investments B.V. v. The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7 Mar, 

2006

202) Parkerings-Compagniet AS v. Republic of Lithuania, ICSID Case No. ARB/05/8

203)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204) it would be unconscionable for a country to promise not to change its legislation as 

time and needs change, or even more to tie its hands by such a kind of stipulation 

in case a crisis of any type or origin arose. Such an implication as to stability in 

the BIT's Preamble would be contrary to an eff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reliance on such an implication by a foreign investor would be misplaced and, 

indeed, unreasonable.

205) EDF (Services) Limited v. Romania, ICSID Case No. ARB/05/13



- 89 -

경우라면, 이는 조약상의 의무를 창설하게 된다.206) 안정화 조항이란, 장

기투자의 경우 투자 협정이나 계약 문서에서 삽입되는 보호 조항으로 법

적·재정적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비해 투자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

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207)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체계에 대한 추상

적인 기대와는 달리, 해당 국가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법체계를 안정적

으로 유지할 것을 특정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208)의 중재판정부 역시 안정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재량에 따라 법을 도입,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

다고 판시한 바 있다.209)

(라) 심각하고 극단적인 법체계의 변화

또한, 투자유치국의 법체계에 심각하고 극단적인 변화가 있는 경

우에도 이를 FET위반이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데210), 중재판정례들

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의

기대를 위협하는 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변경이어서는 안 되고 상당한

변경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El Paso vs.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

부는 매우 특정적인 약속이 존재하거나, 전체적인(total) 법체계의 변화가

아니라면, 극단적이고 심각한 경제 위기의 경우에도 국가의 법체계가 변

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

다.211) 이는 투자자 기대의 형성을 다소 엄격하게 접근한 해석론으로서,

206) Michele Potesta, p. 113

207) Herbert Smith, Stabilization clauses- issues and trends

208) Parkerings-Compagniet AS v. Republic of Lithuania, ICSID Case No. ARB/05/8

209) A state has the right to enact, modify, or cancel a law at its own discretion. Save 

for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n the form of a stabilization clause or otherwise, 

there is nothing objectionable about the amendment brought to the regulatory 

framework existing at the time an investor made its investment. 

210) Michele Potesta, p. 115

211) There can be no legitimate expectation for anyone that the legal framework will 

remain unchanged in the face of an extremely severe economic crisis. No reasonable 

investor can have such an expectation unless very specific commitment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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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가 위협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total)' 변화가 필요하지만,

무엇이 전체적인 변화의 정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부 판정례들은 변경의 정도보다는 빈도(frequency)나 속성 등

을 중요시하기도 하는데, 가령 PSEG vs. Turke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법과 해석 및 이행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안

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Impregilo vs.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특히 위기 상황에서 법체계를

전혀 변경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는 확실히 그

러한 법체계의 비합리적 변경(unreasonable modifications)으로부터는 보

호받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중재판정부들은 법체계의 변경의

정도, 변경이 일어나는 빈도, 변경의 차별적 효과, 변경의 비합리적 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2)

나. 특정성(specificity)

(가) 특정성의 필요성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기대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공표, 선언, 확약 등이 '특정성(specificity)' 또는 ‘개별성

(individualization)'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대세계적이고 일반적인 공표

나 선언까지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오

히려 정부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기대의 성립 중 정부 계약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굳이 따질 필요

가 없으나, 확약, 공표 등의 정부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

한 구체적인 특정성이 필요하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범 제정보다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부 행위가 개인의 권리 창설을 보다 합리화한다는

made towards it or unless the alteration of the legal framework is total. 

212) Michele Potesta, pp.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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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내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EU 사법

재판소도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사항(direct and individual concern)'이

권리의 성립 근거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13)

다수의 중재판정례에서도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공표되기보다는 개인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특정성’이 필요하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Tecmed vs. Mexico 사건214)에서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투자자간의 개별화된 소통 및 합의의 중요성을 언

급하였으며, ADF vs. US 사건215)의 중재판정부 역시 개별화된

(individualized) 정부 행위가 합리적 기대 보호 가능성을 높인다고 명시

한 바 있다. 또한, White Industries vs. India 사건216) 의 중재판정부는

인도 공무원의 대외적 의사 표명(representations)이 필요한 정도의 특정

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여 FET 하에서 보호해야할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나) 단순한 정치적 선언과의 구분

단순한 정치인들에 의한 일반적 성격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성명

(statements)이나 발언 등은 특정성이 없는바, FET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 및 보상 책임을 야기하는 정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G Group

vs. Argentina 사건217)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규제적 틀(regulatory

framework)에 포함되어 있는 확약(guarantee)의 위반이 문제되었는데,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의회 ‘메시지’ 및 국영 가스기업의 민

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준비한 ‘메모’는 투자자가 투

213) Elizabeth Snodgrass, pp. 36-37

214) Té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00/2

215) ADF Group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 (AF)/00/1

216) 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UNCITRAL, Final Award. 

30 Nov 2011

217) BG Group Plc. v. The Republic of Argentina, UNCITRAL, 13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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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기 위해 신뢰하였던 추가적인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 사건

에서는 확약의 위반이 결정적이었는바, 이러한 선언 또는 문서의 합리적

기대 및 FET 위반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218)

MTD vs. Chile 사건219)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의 본국인 말레이시아 대

통령과의 만찬에서 이루어진 칠레 대통령의 연설 및 부동산 프로젝트 출

범식에서 이루어진 공적 성명(public statement)을 투자자의 기대 측정에

있어 고려하였다.

반면에, PSEG vs. Turkey 사건220)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

의 투자 촉진 및 환영 정책이 합리적 기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한 바

있다.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221)에서 청구인은 통화 태환 제도

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아르헨티나 장관의 공적 표명 및 약속에 의존하였

으나, FET의 합리적 기대 위반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속

(undertaking)의 특정성이 필요하지만 당해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존재하

지 않는바 정치적 선언은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한 바 있다. 즉, 해당 공

표가 대세계적인 공표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를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어

느 정도의 정확성 또는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222)

3. ‘합리성’의 판단

투자자는 단순히 기대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대가 합리

적이어야 한다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를 위해 다섯 가지의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시간적 고려, 상황적 고려, 객관성, 합법성 및 투자

자의 행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당해 기대는 응당 투자가 이루어지

218) Michele Potesta, p.107

219)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220) PSEG Global, Inc., The North American Coal Corporation, and Konya Ingin Electrik 

Üretim ve Ticaret Limited Sirketi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02/5

221)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9

222) Michele Potesta,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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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 형성되어야 하며, 투자유치국의 발전정도 등 투자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주관적인 기대

가 아닌 객관적인 기대여야 하며, 투자자의 성실한 행동 역시 기대의 합

리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문제되는 정부 조치의 합법성 역시

투자자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바 아

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시간적 고려

먼저, 시간적(時間的) 고려요소로서, 문제되는 기대는 ‘투자가 이

루어지는 시점에’ 형성된 기대여야 한다. 만일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 이

후에 발생한 약속, 공표 등 정부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

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중재판정부들도 합리적인 기대는 일

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at the time of making the

investment)' 형성되며, 투자자가 확약 등 정부의 행위에 의존하여 투자

를 결정한 사실은 그 기대를 법적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Duke Energy vs. Ecuador 사건223)의 중재판정부는

기대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시점에 정당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으며, National Grid vs. Argentina 사건224)의 중재판정부도

FET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성립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

한다고 판시하였다. Allard vs. Barbados 사건225)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공표 등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after)’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합

리적 기대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투자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거

223) Duke Energy Electroquil Partners & Electroquil S.A.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224) National Grid plc vs. Argentina, UNCITRAL, Award, 3 November 2008, para. 173

225) Peter A. Allard v. The Government of Barbados, PCA Case No.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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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시점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투

자 행위 시점에 고정할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한다. Frontier Petroleum vs. Czech 사건226)의 중재판정부는 합

리적 기대는 투자의 형성(creation), 확장(expansion), 발전(development),

또는 재조정(reorganization)에 대한 결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각 단계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오늘날의 해외투자는 장기간

에 걸쳐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 기대의 형성 시

점을 각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보인다.

나. 상황적 고려

정부 행위에 의해 형성된 투자자의 기대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의 발전 정도(level of development), 투자유치국의 정치적·사

회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배경, 해당 투자 분야의 성격 등 투자 환경에

대한 구체적 특징(characteristics)을 포함한 ‘모든 상황(all

circumstance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중재판정례에서도 합리적

기대를 판단함에 있어 상황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투자자가 미리 알 수 있었던 또는 알고 있었던 투자 환경의 특

성들은 해외투자의 리스크로서 투자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될 범위 안에

속하는바, 특별히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서, 다양한 발전정도와 상황

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에 대하여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만일 투자유치국이 자국의 발전정도가 낮다는 것을 핑계로 부당

한 업무 지연, 투명성 미보장 등을 합리화한다면 다양한 투자 환경에 대

해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본래 의도가 손상될 수 있는바, 이러한 투

자유치국의 ‘상황’에 대한 고려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사이에는

226) Frontier Petroleum vs.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12 November 2010, 

para.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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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1) 투자유치국의 발전 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서 투자유치국의 발전 정도를 들 수 있다. 가령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법체계의 안정성 및 투자 환경의 불변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개도국에

투자하는 경우 높은 리스크를 지지만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인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법적·환경적 불안정성은 높은 보상

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즈니스 위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일부 투자협정상 문안으로도 명시화되어 있는데, 특히 COMESA가 맺은

투자 협정의 FET 조항에서는 국가의 발전 정도 및 국가별로 다양한 행

정적, 입법적, 사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FET 해석

의 유연성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2) 정치·사회·경제·문화 역사적 환경

다음으로,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역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미리 알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의 경우라

면 역시 해외투자에 내재하는 위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바, 양

자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Duke Energy vs. Ecuador

사건227)에서 중재판정부는 투자환경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

적, 역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전체적인 접근을 택한 바

있다. Toto vs. Lebanon 사건228)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전후 상

227) Duke Energy Electroquil Partners & Electroquil S.A.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228)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ICSID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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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post-civil war situation)’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229)의 중재판정부는 ‘전환기 국가(country in transition)’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 경우 개도국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규제 리

스크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 보건 등 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표출이 보다 자유

롭다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Methanex vs. US 사건230)의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관심에

의해 환경이슈에 대한 우려가 커진바, 캘리포니아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Glamis Gold vs. US

사건231) 의 중재판정부 역시 노천광(open-pit mine)이 가져오는 환경적

결과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3) 투자 분야의 성격

이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의 성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Thunderbird vs. Mexico 사건232)의 경우 도박은 멕시코법상

불법인바, 투자자에게는 불법적 분야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지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의 개

도국에 대한 다수의 투자중재 사건을 보더라도, 주로 자원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인도, 남아공, 중남미 국가들이 피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

규모의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ARB/07/12

229) Parkerings-Compagniet AS v. Republic of Lithuania, ICSID Case No. ARB/05/8

230)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Final Award, 3 Aug 

2005

231) Glamis Gold, Ltd.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Award, 8 Jun, 2009

232)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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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나 환경 변화로 인한 변동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마다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종류가 다르므로,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위험도는 상당히 차이날 것이며 합리적 기대의 형성

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은 FET의 범위를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

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최소기준대우는 그

자체로서 외국인에 대한 대우 기준의 ‘절대적인 바닥(a floor, an

absolute bottom)’으로서, 그 이하의 대우는 국제사회에 이해 수용되지

않는바 최소기준대우가 적용될 경우 대우의 수준은 국가간에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33)

다. 객관성(objectivity)

합리적 기대 성립을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는 기대의 객

관성이다. 동 기대는 투자자의 주관적 기대나 희망으로는 불충분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대여야 한다.234)

Suez vs. Argentina 사건235)의 중재판정부도 합리적 기대는 주관적 희망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객관적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Glamis Gold vs. US 사건236)에서 중재판정부는 투자자는 투자를

유인(induce) 하기 위한 객관적인(objective) 기대에 묶인다고 하면서, 기

대의 좌절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준계약적(quasi-contractual) 기대의

좌절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FET에 해당하는 문안은 아니지만,

간접수용 관련 ASEAN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유치국의 법적 의무에 근거

하지 않은 기대는 간접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투자자의 주관

233) Glamis Gold vs. US, UNCITRAL(NAFTA), Award, 8 June 2009 

234) Dolzer and Schreuer, p. 148

235) Suez,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and Intergua Servicios Integrales 

de Agua SA vs. Argentina Republic, ICSID case No ARB/03/17

236) Glamis Gold vs. US, UNCITRAL(NAFTA), Award, 8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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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대를 합리적 기대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237)

라. 합법성(lawfulness)

정부 행위가 국내법상 위법인 경우에도, 당해 행위에 대하여 투

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법적 정부 행위

에 기반한 기대의 성립 문제는 국내법마다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가령 독일에서는 권한 유월(ultra vires) 행위는 합리적 기대를 성립시키

지만 그 기대는 위법적 행위의 유지가 아니라, 보상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권한 유월 행위에 기반한 기대의 성

립을 인정하고 있다.238) 우리나라 행정법에서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 또

는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일부 효력을 인정하고 있

다.239)

중요한 것은, 정부의 행정 행위의 국내법과의 합치성은 투자자의

기대를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SPP vs.

Egypt 사건240)에서 중재판정부는 이집트 고위관리의 특정 결정(certain

decisions)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호받아야 할 기대를 창설한다고 판시

하면서, 비록 이집트 국내법에 위반되어 이집트법상 무효(void)라고 하더

라도, 동 결정은 국제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의 근거가 되

는 기대를 창설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MTD vs. Chile 사건241)의

중재판정부는 국내 도시계획에 반하는 프로젝트의 승인에 기반한 투자자

의 기대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국내법에 명백히 불합치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기대가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합리적 기대의 성

237) 김인숙 p. 148 

238) Elizabeth Snodgrass, pp. 39-40

239) 박균성, p. 281, 289

240) Southern Pacific Properties (Middle East) Limited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84/3

241)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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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위해 합법성이 요구되는지 여부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

데,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국내법과 불합치하

는지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바, 정부 행위가 꼭 합법적일 필요는 없

고 국내법상 위법인 경우에도 합리적 기대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추후 이익형량 시 다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투자자의 행동(investor's conduct)

합리적 기대의 형성에 있어서 투자자의 성실한 행동(conduct)역

시 고려대상이 되는데, 투자 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대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자의 행동

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는데 첫째는 투자자가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투자자 측의 사

기(fraud) 또는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 있는 경우이다.242)

먼저, 투자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FET 위반이 성립되지 않거

나 청구가 감액될 수 있다. MTD vs. Chile 사건243)의 중재판정부는 만

일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적 틀 안에서 자신의 투자의 합법성에 대

해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했다면, 그 조사를 통해 투자가 계획된 대로 진

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인바 애당초 기대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의 판정에

서는 정부의 행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였

으나, 투자자에게 일정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을 50% 감액하였

다.244) Noble Ventures vs. Romania 사건245)에서는 투자자의 부실 경영

(bad management)에 의한 투자의 실패가 문제되었는데, 동 사건의 중재

24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p. 83-85

243) MTD Equity Sdn. Bhd. and MTD Chile S.A.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244) Michele Potesta, pp. 119-121 

245) Noble Ventures, Inc. v. Romania, ICSID Case No. ARB/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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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는 투자자 역시 규제 당국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

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투자자측의 사기 또는 허위진술 등 투자자의 행동이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이 취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Azinian vs. Mexico 사건246)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운영 경험 및 자원 부족 등 관련 사실을 당국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비양심적인(unconscionable)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

에서는 멕시코 당국의 계약 종료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동 사건은 멕시코 국내법원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공표, 약속, 확약이 사기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투자자가 관련 사실을 제

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failed to disclose)에도 합리적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247) 예를 들어 Thunderbird vs. Mexico 사건248)에서는 투

자자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 공개를 하지 못

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지 않은바 있다.

4. ‘인과관계’의 입증

가. 합리적 기대와 투자 사이의 ‘의존성(reliance)’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행위와 투자자의 투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 차원의 특정적인 확

약, 정책적 선언, 법적·사업적 환경의 마련 등에 의해 투자자가 이를 믿

고, 이러한 행위에 의존하여 신규 투자를 하거나, 증자하거나, 투자를 이

전한 경우 그러한 기대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전 행위와

246) Robert Azinian, Kenneth Davitian, & Ellen Bac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97/2

247)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84

248)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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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련 없는 투자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투자유치국에 부담이 될 수 있

다. 합리적 기대의 형성에 있어서 ‘의존성(reliance)’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국내법마다 논란이 있으나, 미국 법원은 의존성이 재산권으로서의 특정

기대의 보호를 정당화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투자에 의해 뒷받침되

는 기대(investment-backed expectations)’만을 보호하는바, 이는 의존성

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249) 영국 역시 합리적 기대 형성을 위한

의존성을 요구하면서 개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법적 보상을 제공

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바 있다.250)

GAMI vs. Mexico 사건251)의 중재판정부는 FET를 판단함에 있

어서 의존성을 가능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Thunderbird

vs. Mexico 사건252)의 중재판정부는 개별의견을 통해 합리적 기대 형성

을 위한 의존성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투자

를 ‘유인(induce)'하는 정부 행위와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경

우는 중재판정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Sempra vs.

Argentina 사건253)에서도 중재판정부는 목적론적 접근을 통해, 공표의

목적이 투자 유치를 끌어들이는(attracted and induced)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Glamis Gold vs. US 사건254)에서도 중재판정부는 투자

에 대한 유인(induce) 의도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의존성 여부

에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과적 동등성에

의해 의존성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며,255) 일부 중재판정부들은 의

존성의 입증을 통해 합리적 기대를 확립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 요소를

249) Elizabeth Snodgrass, p.44

250) Elizabeth Snodgrass, p.44 

251) Gami Investments, Inc. v.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Final Award. 15 Nov 2004

252) International Thunderbird Gaming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UNCITRAL, Award, 26 Jan, 2006

253)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254) Glamis Gold, Ltd.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Award, 8 Jun, 2009

255) Elizabeth Snodgrass,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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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기대의 좌절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새로운 조치 또는 기존 조치의 변경으로

인한 합리적 기대의 좌절이 투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다. 만일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더라도 정부의 새로운 조치 또

는 상황 변경에 의해 투자자의 기대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청구는 실익이 없다. Allard vs. Barbados 사건256)의 중재판정부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유치국의 행동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동 인과관계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 강도에 따라서 입증이 쉬울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만약 계약적 권리의 침해에 따른 합리적 기

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체계의 변경과

같이 투자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의 경우에는 이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경우에는 후술할 비교

형량 등에 의해 인정되기가 힘들고, 해당 정부의 특정적인 조치로 인하

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로 인한 투자의 손실, 즉 새로운 조치와 피해

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Crystallex vs.

Venezuela 사건257)의 중재판정부도 특정인에게 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는 투자자가 이로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substantive benefit)이 필요하

다고 한 바 있다.

256) Peter A. Allard v. The Government of Barbados, PCA Case No. 2012-06

257)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oration v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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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종합하자면, 합리적 기대 보호를 위한 구성요소는 크게 다섯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계약, 확약, 일반적 법체계 등 투자자의

‘기대’를 창설하는 특정적인 정부의 행위가 존재할 것, (2) 투자자의 기대

가 ‘합리적’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것, (3) 합리적 기대에 의존한 투자,

증자, 이전 등 투자자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합리적 기대를 근본적으로 ‘변경’ 시키는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존재

할 것, (5) 이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이 이루

어져야 한다. 아무리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명확하게 존재하더라도 정

부의 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FET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뿐이다.

제 3 절 간접수용에서의 ‘합리적 기대’와의 비교

1. 간접수용과 FET의 관계

정부의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의 법리를 검토하기 전에, 비교 개

념으로 투자 협정상 간접수용에서도 유사하게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접수용이란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명백한 몰수 없이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곤란하게 하거

나, 투자 가치를 박탈하여 사실상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

우를 의미258)하는바, FET보다 직접적인 재산권의 박탈이 일어나는 상황

을 다룬다.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가 합리적으로

258) 한미FTA 제11장(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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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deprivation)’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그 속성상 투자에 대한 몰수(taking)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방해(substantial interference)가 존재해야 한

다.259) 미국이 체결한 다수 FTA에서도 간접수용의 요건이 합리적인 투

자에 따른 기대를 뚜렷하게 방해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가 없다면, 정부의 행위는 수용

에 상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의 확약 등에 의해 창설된 투자자의 합

리적 기대는 국내 공법상으로나 투자협정상 FET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바, 간접수용은 FET에 비해서 더 근본적이고 더 많은 요건이

요구되는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수용과 FET는 정부 행위의 정도의 차이인바, 대

부분의 간접수용 청구 사건에서는 간접수용과 FET 위반을 동시에 주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수용이 문제된 Metalclad vs. Mexico260), CME

vs. Czech Republic261), Feldman vs. Mexico262), Tecmed vs. Mexic

o263), Waste Management vs. Mexico264), CMS vs. Argentina265)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은 양자의 위반을 동시에 주장한 바 있다.266) 다만, 최근

들어 투자유치국의 규범 수준 제고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법리의 발달

등으로 과거와 같이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진바, 중재판

정의 경향 역시 간접수용은 좁게 인정하고, FET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

향이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수용에 대한 기준이 더욱 중요하였으

259) Stephen Fietta, Exporpriation and the “Fair and Equitable Standard”,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3(5), 2006, p. 384 

260) Metalclad Corporation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7/1

261) CME Czech Republic B.V. v. The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14 Mar 

2003

262) Marvin Roy Feldman Karp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9/1

263) Técnicas Medioambientales Tecmed, S.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 (AF)/00/2

264) Waste Management, Inc.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98/2

265)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8

266) Stephen Fietta,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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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날 대규모의 국유화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이에 비해 비교적

덜 침해적인 경제 정책 조치가 이루어지는바, FET의 포괄적인

(open-ended) 속성 및 역사적 상황의 변화는 FET에 기반한 청구를 증

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267) 실제로 FET 기준은 사실관계가 수용에

대한 청구까지는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268)

2. 간접수용에서의 합리적 기대 법리

간접수용도 FET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의 침해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의 산정이 필요한바,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성립에 대한 법리가 요구된다. 다만, 다수의 투자협정에서는 FET 조항

에서는 명시적으로 합리적 기대 법리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수용

조항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리를 문안

으로 도입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모델 BIT 및 한미 FTA 투자챕터에서는 FET

조항과는 달리 간접수용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합리적 기대의 원칙을 명

문화하고 있다. 한-미 FTA 제11장 부속서 11-나(수용) 제3조269)는 정부

의 행위가 간접수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투

자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를 침해하는 정도 및 정부행위의 성격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한 모든 요

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주270)를 통해 합리적 기대

의 여부는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면서,

267)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Ⅱ, p. 10

268) Dolzer and Schreuer, p. 132 

269) 한미 FTA Annex 11-B(Expropriation) 3. (a)(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270) 한미 FTA 제11장 각주18,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re reasonable depends in part on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For example, an investor's 

expectations that regulations will not change are less likely to be reasonable in a 

heavily regulated sector than in a less heavily regulate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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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

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는 투자자의 기대가 합리성을 지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부문별 규제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 기대의 형성 정도를

제시하여 합리성의 판단에 유용한 지침을 주고 있다.

제 4 절 합리적 기대 보호와 정부 권한의 ‘비교형량’

1. 합리적 기대 보호의 한계로서의 비교형량 필요성

대부분의 중재판정부와 학설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를

판단 근거로 내세우면서 그 한계로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합리적 기대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최종 관문으로서 정부의 정

당한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을 거쳐 판단받게 된다. Crystallex vs.

Venezuela271)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FET 기준 하의 합리적 기대 보호

는 잘 정의된 한계(well-defined limits)”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

는데, 이 한계가 바로 비례성원칙의 적용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

제법상 비례성원칙의 요소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이를 국제투자중재

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2. 국제법상 비례성 원칙의 요소

국제법상 비례성원칙은 1950년대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동

원칙에 따라 판결한이래 현재까지 EU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인정받아

271)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oration v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11/2, Award, 4 April 2016, para.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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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EU법상 비례성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

성) 등 세 개의 요소를 단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27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합성이란, 당해 조치가 합리적인 목적 달성

에 있어 적합한 수단인가의 문제로서 방법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둘째,

필요성이란, 당해 조치가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로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당해 조치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

단이었는지,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인 조치가 없었는지 등 최소침해의 원

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요소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

및 조화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협의의 비례성을 의미한다.273)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서는 특히 FET 및 간접수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FET와 간접수용의 판단시 최종 단계

에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궁극적인 위반 여부가 결정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정에서는 동 원칙이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상기한 EU법의 일반원칙상의

비례성 요소가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투자협정에서의 비교형량의 원칙

FET의 주요 요소 중 적법절차의 원칙, 투명성, 비자의성 및 비

차별 원칙 등은 그 자체로서 FET의 위반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의 경우 그 성립만으로 FET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기대인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중재판정례를

272) Chalmers, Damian, supra note 9, p. 449; P. Craig & G. de Burca, EU law,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526

273) 김인숙,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비레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1호, 

2016.6, pp.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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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논리 전개가 되어 왔으며, 투자협정상 FET 조항에서는 합리적

기대 원칙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비교형량 또는 비례성 원칙의 적

용에 대해서도 명시된 바가 없다. 대부분의 FET 조항에서는 합리적 기

대와 정부 조치간의 비교형량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간

접수용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2004년 OECD는 간접수용에 대한 비례성의 판단 기준으로

재산권 침해의 정도,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의 침해 여부를 제시

하였고,27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투자챕터상 간접수용 부속서275)에서

도 정부 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합리적 기대 여부, 정부

조치의 성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경제적 영향이란 투자자의 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관련이 있

으며, 정부 조치의 성격이란 정부 조치의 목적(objectives) 및 맥락

(context)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가 감수해야 할 것을 넘어서는 특별희생을 부과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ADC vs. Hungary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공익 목적이라는 요건은 공공

의 진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익’이라는 그럴듯한 이

유로 공익 목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의 모든 정부조치들이 이에 해당

할 것인바 공익의 정당한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요건

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한 바 있다.276)

간접수용의 판단과 관련하여 제기된 동 요소들은 위에서 살펴본

국제법상 비례성 원칙의 세 요소인 적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과 관

련이 있으나, 많은 중재판정례에서는 이들이 단계적으로 심사되거나 엄

격하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으며, 종합적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

단하고 있다.277)

274) OECD,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e Right to Regulat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Working Paper 2004, pp. 10-20 

275) 가령 한-미 FTA 투자챕터 부속서 11-나(수용) 등이 있다. 

276) ADC affiliate limited and ADC & ADMC management limited vs. the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3/16 Award, 2 October 2006

277) 김인숙, pp.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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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에 이르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 FET 위반이 제

기되는바, FET 원칙상 합리적 기대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

일한 비교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

을지라도, 정부 조치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조치인지, 상대

적으로 재산권에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었는지, 정부 조치로 인해 어

느 정도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만일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되고 정부 조치

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조치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과도하

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FET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투자자의 재산권에

내재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라면 FET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정부조치의 성격 및 재산권의 침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비교형량을

통해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FET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 기대 법리

를 도입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치의 공익적 목적과 투자자의 재

산권 침해의 효과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간접수용에 이

르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 FET 위반이 제기되는바 엄밀하게

FET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간접수용 뿐만 아니라 FET 조항에서도 비

교형량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가능한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햐여 판

단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제 5 절 ‘합리적 기대 보호’에 대한 판례의 해석 경향

1. 합리적 기대 보호와 관련한 국제중재기구 및 국내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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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와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중재판정

례를 통해 인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리가 풍부하게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도 다수의 판정에서 FET 위반과 관련한 합리적 기대 보호

의 인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2016년

이후 공표된 판결 중 세 개의 서로 다른 재판소에서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에 대한 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이하에서는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2016년의

세 건의 판정례를 통해 구체적인 논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278)의 판결, 그리고 국내법원인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의 판결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재판소에서 합리적 기

대 보호의 법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Crystallex vs. Venezuela 사건(2016)279)

가. 사실 관계280)

동 사건은 캐나다 금광 개발회사인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oration이 베네수엘라 동남부 지역의 세계 최대의 미개발 금광 지역

인 Las Cristinas 지역에 금광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들이 캐나다-베네수엘라 BIT상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2002년 5월 Guayana 지역의 국영기업인 CVG(Corporacion

278)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국제분쟁의 중재를 위해 네덜란드 헤이

그에 설치된 국제재판소이다. 

279)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oration v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1/2

280)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례요약, 국제투자분쟁 뉴스레터 제29호, 2016년 12월 8일(목),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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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olana de Guayana)는 광업부와의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Las

Cristinas 지역의 금광 탐사, 개발, 판매 및 제3자에의 위탁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CVG는 Crystallex와의 금광채굴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은 20년이었으며 최대 40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Crystallex는 금광 채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천연자원이용허가(Authorizaton to Affect Natural Resources) 등 각종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천연자원이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베네

수엘라 환경부가 발급하는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후, (2)사업화가능성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CVG와 광업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3)환경영

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CVG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4)공사이행

보증금 및 환경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1)CVG는 1993년 4월 환경부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았

으며, (2)Crystallex는 2003년 9월 사업화가능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CVG와의 의견교환 후 추가설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업부는 2006년 3월

사업화가능성 조사보고서를 승인하였다. 한편, (3)CVG는 2004년 3월 환

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환경부는 이후 2007년까지 이와 관련

한 추가적인 성명 및 해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4)환경부는 2007년 5월

서한을 통해 “환경부가 분석하고 승인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제

출한 문서에서 제안한 조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를 요

청하였으며, Crystallex는 즉시 보증금 및 환경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8년 4월 환경부는 “이마타카(Imataca) 우림 보호구역

의 환경과 원주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하여 천연자원이용허가의 신청

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CVG에 알렸고 Crystallex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2008년 8월 Crystallex는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한달 뒤

인 2008년 9월 차베스 대통령은 대규모 광산의 회수조치에 대한 공개 성

명을 발표하였으며, 11월 광업부장관이 Las Cristinas 지역의 국유화 의

사를 표명한 후, 2009년 1월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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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금광개발 및 관리권을 인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에 Crystallex는

2009년 2월 CVG에 금광채굴계약의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CVG는 계약이 유효하며 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 과정에 있다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2010년 차베스 대통령의 금광 국유화 관련한 추가적인 성

명 발표 후, 2011년 2월 CVG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활동이 중지”

되었음을 이유로 Crystallex와의 금광채굴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통

지하였다. 결과적으로, Las Cristinas는 2011년 3월 베네수엘라 당국에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2011년 2월 Crystallex는 캐나다-베네수엘라 BIT의 위반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 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인 베네수엘라가 “2008년 허가를 반려한 조

치”와 CVG가 “2011년 금광채굴계약을 취소한 조치”는 캐나다-베네수엘

라 BIT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청구국의 조치

는 동 BIT상 (1)FET를 보장하지 않았고, (2)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기

준이 법적 안전까지 미치므로 이를 위반하였으며, (3)계약상 권리의 박탈

은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FET 관련 피청

구국은 첫째, 금광채굴계약의 계약기간동안 Las Cristinas 사업을 운용할

청구인의 합리적 기대를 손상시켰고, 둘째, 태만하고 자의적인 행동, 정

당한 절차, 투명성 및 일관성의 흠결 등으로 인해 FET 기준을 위반하였

다고 주장하였다.281)

(2) 피청구국의 주장

281) 대한상사중재원, p. 9



- 113 -

피청구국은 FET는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을 의미하는바, 자

국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허가를 내 줄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

고, 금광채굴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으므

로 청구인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광산채

굴계약은 계약상 권리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허가 반려는 정부의 정

당한 규제권한에 해당하는 바 수용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판정

중재판정부는 2016년 4월 최종판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청구인 Crystallex에 대한 천연자원이용허가 신청 반려 및 금광채굴계약

취소 조치는 (1)투자자에게 형성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의

적인 조치에 해당하는바 FET원칙을 위반하며, (2)공공 목적의 수용을

인정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여, 캐나

다-베네수엘라 BIT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청구인에게 12억불의 배상

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다.

특히, FET의 범위와 관련, 중재판정부는 캐나다-베네수엘라

BIT 제2조 제2항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인해, 동 BIT

상에서는 FET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FET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행위가 터무니없거나 악의

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기대의 충족 여부와 관련, 중재판정부는 합리

적 기대 원칙은 “중재판정례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firmly rooted in

arbitral practice)" 원칙이며,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서도 발견된다고 하고

베네수엘라 역시 국내법으로 합리적 기대(Confianza Legitima) 보호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282) 또한, 합리적 기대의 개념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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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부가 투자자에게 실질적 이익(substantive benefits)에 대해 약속

(promise)이나 공표(representation)을 하였고, 투자자가 이에 의존(relied)

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기대가 행정부의 행위에 의해 좌절

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약속과 공표는 충분히 구체적(sufficiently specific)이어야 하는데,

내용면에서 정확하고(precise), 형식면에서 명확(clear)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283)

중재판정부는 동 사건에서 2007년 5월 환경부 서한(letter)을 통

해 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가 승인(approving)되고, 청구인이 보증금을

납부하면 허가(Permit)를 ‘양도(handed over)’받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다고 판단하면서, 동 서한은 정부의 정확하고 명

확한 의사 표명이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는 이후의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련의 국유화 조치들에 의해 좌절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정

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바 FET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라. 평가

중재판정부는 동 사건에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위하여 충분한 구체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동 사건에서 청구인은 합리적 기대가 세 번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는데, (1)먼저, 최초 투자시에 청구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할 경우 피청구국의 법제도에 따라 허가가 발급될 것이라는 점

을 기대하였고, (2)2007년 5월 환경영향펑가의 승인 및 허가 양도를 내용

으로 하고 있는 환경부 서신을 통해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3)2008년 7월

282) Crystallex International Corporation v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1/2 para. 546

283) ibid, para.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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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구인의 허가반려 재심사 청구 및 환경부에 제출한 수정 제안에

대하여 피청구국이 일관성, 투명성 및 선의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284)

중재판정부는 이 중에서 2007년 5월의 환경부 서한의 경우에만

FET에 의해 보호되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투자유치

국의 일반적 법체계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가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막

연한 기대는 단순한 일반적인(simple general) 기대에 해당하는바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법은 본질적으로 일반적 속성을 띠고 특정 개

인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인에게 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인 이익(substantive benefit)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

인이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관리들의 확약(assurance)은 지나치

게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기에 불충분하며,

광물위원회 위원장과 문제의 금광이 위치한 Sifontes 시의 시장이 2006

년 동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지지 선언(statement)을 표명한 것 역시 환

경부의 허가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285)

반면에, 2007년 5월의 환경부 서한은 Las Cristinas 지역의 금광

채굴권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specific promise)으로서 정확하고 명

확하게 표현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서한 수령 이후 절차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기로 결정한바, 중재판정부는 동 서한만이 원칙적으로 합리적 기

대를 창설한다고 판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기 위

해서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있었으나, 그 약속이 좌절

된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불투명한 행동

또는 권력 남용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86)

동 사건의 청구인은 환경부의 의사 표명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존하였으

284) ibid, para. 549 

285) ibid, para. 552-555

286) ibid, para. 5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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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같은 날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환경세를 납부하라는 환경부의

요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287) 즉, 중재판정부는 환경부가 보증금과

환경세를 납부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환경부가 이미 동 허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288)

종합하자면, 동 사건에서는 합리적 기대의 성립과 관련하여 ‘명

확성’ 및 ‘구체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단순하고 일반적인 투지유치국의

법체계에 대한 기대 또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정부 관리들의 확약은

합리적 기대를 창설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익

을 가져오면서도 내용면에서 정확하고 형식면에서 명확한 충분히 구체성

을 띠는 정부 행위만이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 기대를 성립시킨다는 점을

중재판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

3. Allard vs. Barbados 사건(2016)289)

가. 사실 관계290)

1994년 캐나다 사업가 Mr. Allard는 환경관광지(eco-tourism

site) 개발을 위해 바베이도스 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Graeme Hall

Bird Sanctuary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는 바베이도스 남부 해안의

Graeme Hall 습지의 서부에 위치한 34.25에이커의 자연보호구역으로서,

숲, 호수, 연못과 바다로 이어지는 운하 및 수문(Sluice Gate)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동 자연보호구역을 취득하기 전, Allard는 1995년 바베이도스의

여러 정부 당국과 동 지역 개발에 대한 일차적 의견 교환을 한 바 있는

데, 특히 1995년 7월 바베이도스의 수석 도시계획설계사(Chief Town

287) 대한상사중재원, pp. 9-10

288) ibid, para. 564

289) Peter A. Allard v. The Government of Barbados, PCA Case No. 2012-06

290) ibid, para.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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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인 Cummins는 Allard에게 서한을 보내어 바베이도스의 “1986년

국가 개발 계획”은 Graeme Hall 습지를 ‘주요한 휴양지 및 열려있는 공

간’으로 지정하였고,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식 신청서와 함께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한편,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바베이도스 정부는 ARA 컨설팅

그룹을 통해 Graeme Hall 습지의 환경적 특징과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를 의뢰하였다.

1998년 3월 수석 도시계획설계사는 Allard가 일정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는데, 동 조건 중 하나는 수석 도

시계획설계사로부터 수문을 포함하여 습지의 전체적인 배수 계획에 대한

‘환경 운영 보고서(Environmental Managemnet Pla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1998년 11월 Allard는 환경 운영 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2000년 4월 수정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000년 11월 수석 도시계획설계사는 Allard에 서한을 보내어 재

정부에 개발자가 모든 관련 조건을 이행하였으므로 관련 시설을 구비하

기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추천하겠다고 하였고, 이와 동시에 Allard는

동 자연보호구역에 대하여 각종 설비, 시설 건설, 기념품점, 사무실 등을

포함한 각종 건설 및 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 봄 동 자연보호구

역은 대중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2005년 바베이도스 수도청이 운영하는 남해안 하수처리

장의 과실로 Graeme Hall 습지로 미처리 하수가 배출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7년 6월 Allard는 동 자연보호구역을 매각하려고

하였고, 2008년 4월에는 2003년 통과된 바베이도스 국가 발전 계획이 발

효되어 동 자연보호구역의 용도변경이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 Allard는 동 자연보호구역의 폐쇄를 선언하였고, 이

후 일부 구역은 카페로 사용되었다. 이에 2010년 5월 Allard는 바베이도

스 정부를 상대로 캐나다-바베이도스간 1996년 BIT의 위반을 이유로 상

설중재재판소(PCA)에 UNCITRAL 규칙에 근거하여 중재청구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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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의 주장

캐나다 사업가인 Allard는 자신의 바베이도스에서의 환경관광지

취득 및 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바베이도스 정부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환경관광지에 대한 직

접적 오염에 기여하여, 청구인이 동 자연보호구역을 폐쇄할 만큼의 투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바베이도스 정부가 1996년 캐나다-바

베이도스 BIT상 FET, 충분한 안전 및 보호, 수용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FET 관련 바베이도스가 수문을 유지하고 일반

적으로 ‘자연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약속에 반영

된 환경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공표(representation)를 하였으나, 이에

불합치하게 행동함으로써 합리적 기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91)

(2)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환경과 관련없는 사업적 이유로 폐쇄하였

으며, 관련기간동안 구역의 환경적 조건은 나빠지지 않았고, 자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은바, BIT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판정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최종판정을 통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

291) ibid, para. 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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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며, 청구인이 피청구국에게 소송비용 포함 약 3백만불의 배상을 지

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사실관계의 검토 결과, 청구인이 바베이도스 정부

의 조치로 인해 투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렸다. 만일 바베이도스가 BIT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바 청구 이익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들의 주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BIT상 FET, 충분한 안전 및 보호, 수용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

다.292)

특히, FET 관련 동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보호해야 할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사실적·누적적 조건(three

factual cumulative condition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1)구체적 공

표(specific representation)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2)투자자가 그러

한 공표에 ‘의존(rely)’하였는지, 다시 말해 투자자의 투자에 있어서 그러

한 공표가 ‘중요한지(critical)’, 마지막으로 (3)투자자의 의존성이 ‘합리적

(reasonable)’인지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3)

그러나 동 사건에서는 (1)투자유치국이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 공표를 한 바 없고, (2)공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1994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투자자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표에 의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국의 BIT상

의무 위반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94)295)

라. 평가

292) ibid, para. 167-168

293) ibid, para. 194

294) UNCTA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Review of Developments in 2016, IIA 

Issues Note, May 2017, Issue 1, p. 15

295)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표에 의존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의존성이 합

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조건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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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합리적 기대의 성립에 있어서 구체성,

의존성, 합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합리적 기대 형

성을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direct and specific) 공표가 이루어

져야 하며, 구체성의 수준이 의무를 창설할 만큼 높아야 한다고 함으로

써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공표와 그렇지 않은 공표를 구분하였다.

청구인은 (1)1986년 계획, (2)1995년 Cummins 서한, (3)1996년의

일련의 사건들 즉, 재정부 답신 및 부총리의 발언, (4)1997년과 1998년의

두 개의 ARA 보고서, (5)2002년 개발부 사무차관의 서한 등 바베이도스

정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명을 통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296)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의무를 부과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선언

은 합리적 기대를 성립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1)1986년 계획은 바

베이도스의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2)1995년 Cummins

서한 역시 수석 도시계획설계사로부터의 답장에 불과하며, (3)재정부 답

신과 부총리 발언은 해당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대

를 형성하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4)ARA 보고서는 의뢰에 의하여 사

적 컨설팅 회사가 작성한 것인바 국가행위가 아니고, (5)개발부 사무차관

의 선언 역시 그 자신이 ‘소관 밖의 일’로서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한

바, 구체적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97)

따라서, 고위공무원이나 정부의 서한, 선언 등이 개인 투자자에

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의무를 창설할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동

사안에서도 서한이나 선언 등을 통해 투자와 관련하여 소통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 자체가 바베이도스 정부가 청구인의 자연보호구역에 대해

환경 보호를 취해야 할 만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96) ibid, para. 197

297) ibid, para. 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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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공표가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존하여 투자자

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동 사건에서는 구체적

표명과 직접적 관련 없이 이전부터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왔으므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힘든바 합리적 기대의 성립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

었다.

4. Vattenfall vs. Germany 사건(Vattenfall Ⅱ)298)

2012년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 권한과 외국 에너지기업에

대한 합리적 기대 보호가 문제된 Vattenfall vs. Germany 사건299)은 환

경, 보건 등 공공 목적의 정당한 정부 규제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보호

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안으로서, 정부 조치의 간접수용 및 FET

위반이 문제된 바 있다. 동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유럽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정당한 정부 규제권한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정

당성, 보상액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였으며, 결국

투자협정의 개정 및 투자중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이는 현재 ICSID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

진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 사건에 대해 201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바, 동 재판소의 합리적 기대 법리를 통해 환경, 건강 등의

공공 목적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 정당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부

규제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298) Vattenfall AB and others(Vattenfall Ⅱ)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CSID Case 

No. ARB/12/12

299) 참고로, Vattenfall Ⅰ vs. Germany 사건(ICSID Case No. ARB/09/6)은 2009년에 신규 화

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스웨덴 회사 Vattenfall이 추가적인 설비 신설 등을 요

청한 독일 함부르크 시정부를 대상으로 에너지헌장에 근거하여 제소한 사건으로, 2010년 8

월 독일 내에서 Vattenfall이 환경적인 요건을 인정받고, 환경 영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허

락받는 것으로 화해(settlement)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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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동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독일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독일 사

회민주당 및 녹색당은 자국 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

(phase-out)하기로 결정하고, 제한적으로 Vattenfall을 포함한 몇몇 기업

에게만 원전을 가동할 수 있도록 발전량을 할당하였다.

이후 2010년 12월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이하 ‘원자력법’) 11차 개정을 통해 폐쇄(shutdown)를 연장

(postpone)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량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몇 달 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자, 며칠 뒤인 3월 16일 독일 환

경부는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으며, 몇 달 뒤인 2011년 7월 동일한

행정부는 정치적 입장 변경을 결정하여 공공 보건 및 환경 보호를 이유

로 이전에 할당 받은 잔여 에너지 생산량과 관계없이, 가장 노후화된 17

개 원자로에 대하여 폐쇄 날짜(2011년 8월 6일)를 부과하여 원전 폐지

정책을 가속화한다는 원자력법 13차 개정안을 제정하였다.300)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는 독일 의회의 원자력법 개정안 결정으로 인해, 독일 내에

서 두 개의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 에너

지 회사인 Vattenfall은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당해 결정이 있기

수개월 전 운영 허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폐

쇄 명령으로 인해 Vattenfall은 2011년 한해에만 예상수익인 약 15억불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01)

300) Laura Yvonne Zielinski,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Vattenfall Case: At the 

heart of the debate over ISDS, Kluwer Arbitration Blog, January 10, 2017 

301) 정혜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와 경쟁정책 - Vattenfall Case가 주는 시사점과 

국가 정책의 방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제51권, 2017. 6월, p. 

4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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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Vattenfall과 두 개의 발전소 기업인 RWE, E. ON. 등은 에

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를 근거로 2012년 5월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독일 정부를 제소하였으며, 동시에 동일한

법안에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스웨덴 에너지회사 Vattenfall은 모든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즉

시 폐쇄(shutdown)하라는 독일 정부의 결정, 즉 원자력법 13차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5월 독일 정부를 대

상으로 ICSID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였다.302) 그러나, ICSID에 청구된 사건은 현재 심리중에 있는 사

건으로서, 청구인과 피청구국의 상세한 청구 이유 및 주장 내용은 공개

되어 있지 않다.303) 짐작컨대 청구인인 Vattenfall은 ECT에 근거하여 다

음 세 가지, (1)보상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수용, (2)FET 및 비합리적이

고 비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위반, (3)우산조항으로서 투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각종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동 조약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

였을 것으로 사료된다.304) 이 중에서도 FET 관련, 청구인은 독일 연방재

판소에서와 같이 합리적 기대의 침해를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302) 동 사건에서 Vattenfall이 청구한 보상액에 관해서는 다양한 언론 보도가 있으나, 2017년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Vattenfall은 약 47억 유로(약 58억 달러)에 4%의 이자를 

가산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303) Nathalie Bernasconi-Osterwalder and Martin Dietrich Brauch, The State of Play in 

Vattenfall v. Germany Ⅱ - Leaving the German public in the dark, IISD Briefing 

Note, December 2014, pp. 2-3

304) Nathalie Bernasconi-Osterwalder and Rhea Tamara Hoffmann, The German Nuclear 

Phase-Out Put to the Tes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Background to 

the new dispute Vattenfall v. Germany(Ⅱ), IISD Briefing Note, June 2012,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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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Vattenfall이 독일 정

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유예 기간이나 보상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독일 정부의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은 합리적 기대 보호에

상응하는 독일 헌법 제14조 1항상의 ‘Vertrauensschutz’ 원칙, 즉 신의의

원칙의 위반을 구성하는바, 피해 액수를 독일 헌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

다고 판결하였다.305) 재판부는 동 판결을 내리면서 세 가지 쟁점, 즉 (1)

독일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의 존재, (2)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의 성립,

(3)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첫째, 독일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 여부 관련, 재판소는 보건

및 환경과 같은 공공 목적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변경할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

다. 즉,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현실적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성립 관련, 동 폐쇄 결정을

내리기 수개월 전인 2010년 12월 독일 정부는 Vattenfall의 원자력 발전

소에 대한 영업 허가 연장 결정을 내린바, 영업 허가 연장 결정에 대하

여 외국인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목적

에 의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권한은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

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는 독일 정부의 2010년 12월 원

전 폐쇄 연장 결정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의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생산 및 투자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 및 신뢰가 형성되었으므

로,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보상의 지급 여부 관련, 재판소는 공공 목적

을 위해 투자자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제한될 수 있으나, 과잉금지원칙

에 근거하여 어떠한 보상도 없었던 것은 Vattenfall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국가의 공공 이익을 위한 국가

305) 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es, 6 December 2016, para.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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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적 재산 수용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보상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것

이다.306)

종합하자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후쿠시마 사건 이후 독일 정

부가 적절한 유예기간 또는 보상 없이 Vattenfall 소유의 두 원자력 발전

소에 대한 즉각적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2010년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영업 허가 연장 결정에 대하여

Vattenfall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된바, 이후 갱신된 기간 중임에도 불구

하고 갑작스런 상황 변경에 따라 아무런 보상 없이 즉각적 폐쇄 명령을

내려 근본적인 결정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 결정 변경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기대 보호와의 비교형량 결과, 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Vattenfall이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독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정책 변경에

대한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동 판결은 같은 사건에

대한 ICSID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07)

라. 평가

동 판결은 비록 국내 법원의 판결이지만, 전세계적으로 한창 논

쟁이 되고 있는 환경, 보건 등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규제권

한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동시에, 합리적

기대의 형성 시점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기대의 창설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고려되지 말아야 할 요소, 즉 단순한 정치적 선언(mere

political statements) 과 법적 현실(legal realities)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308) 재판소는 2010년 12월의 원자력법 11차 개정 및 2011년 3월 환

306) BVerfG, para. 371, 372

307) 정혜련 4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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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의 핵 모라토리움 선언에 관한 서한(letter) 발표 사이에서의 합리적

기대의 성립만을 인정하면서, (1)2009년 10월의 원전 폐쇄 연장 의지 선

언(declaration of intent), (2)2010년 9월의 법개정 초안(draft law) 발표,

(3)2010년의 원자력법 11차 개정에 대한 수년간의 합헌성 논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 자체로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재판소는 의지 선언 또는 법개정 초안의 도입은 특정 법체계

에 대한 기대의 존속을 파괴할 수는 있으나 미래 변화에 대한 합리적 기

대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해야 할 합리적 기대는 일단 의회가 당

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부 서한을 통해

정부가 핵에너지 산업을 더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동 서한 공개 이후에는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2010년 11차 법개정에 대하여 수년간 합헌성 논쟁이

있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합리적 기대의 성립 여부가 도전받는

(challenged)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309)

따라서, 동 판결은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

적 의지 선언이나 법개정의 초안, 전반적인 법적 환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서한 발표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정적인 표명 또는 법의 통과와 같은 구

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합리적 기대의 성립을 판단하

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판결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절 최근 투자협정에서의 ‘합리적 기대 보호’ 원

칙

1.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의 도입 필요성

308) Laura Yvonne Zielinski, "Legitimate Expectations" in the Vattenfall Case: At the 

heart of the debate over ISDS, Kluwer Arbitration Blog, January 10, 2017 

309) BVerfG, para 37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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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은 각국의 국

내법상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며, 매우 정치한 논리 구조에 따라 성

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FET의 주요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

록 이를 투자협정에서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

성의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투자협정은 지나치게 추상적

인 FET 문안을 규정한 나머지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을 도입한 선례가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비교적 최근의 모델 BIT들도 이를 명료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나, 역방향으로 오히려 투자자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최근 EU가 캐나다, 베트남과 각각 체

결한 두 건의 FTA에서는 투자협정상 최초로 합리적 기대 보호를 명문

화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고 유용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2. 최근 EU가 체결한 FTA의 FET 조항

최근 가장 활발하게 투자협정의 변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

상 중 하나로서 EU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EU는 비록 모델 BIT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업반 문서를 통해 협상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정책 지침들은 투자협정 및

ISDS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310) 2015년 유럽위원회는

투자협정의 실체적 조항과 ISDS에 대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새로

운 접근법을 택하였으며, 2014년 타결되어 2017년 9월 잠정 발효된 EU-

캐나다 CETA와 2015년 12월 타결된 EU-베트남 FTA는 EU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FET 조항과 관련하여, EU-캐나다 CETA 제8.10조(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의 대우)311)에서는 FET 원칙에 대해 투자 협정 중 가장

310) UNCTAD, Taking Stock of IIA Reform, IIA Issues Note, No.1, March 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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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조항에서는 국제법

이나 국제관습법, 또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라는 FET의 정도나

수준에 대한 언급 없이, FET의 주요 원칙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항에서 일반적인 FET 의무를 명시한 뒤, 2항에

서 정부의 조치가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절차에 대한 사법 거부, 사법

및 행정 절차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위배, 명백한 자의성,

표적적인 차별, 강압, 권력남용 또는 악의에 의한 대우의 남용, 또는 당

사국간 채택한 다른 요소의 위반 등을 구성할 경우, 이는 FET 의무의

311) ARTICLE 8.10 Treatment of investors and of covered investments

1. Each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covered investments of the other Party 

and to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ir covered invest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hrough 7.

2. A Party breaches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referenced in 

paragraph 1 if a measure or series of measures constitutes:

 (a) denial of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b) fundamental breach of due process, including a fundamental breach of 

transparency,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c) manifest arbitrariness;

 (d) targeted discrimination on manifestly wrongful grounds, such as gender, race or 

religious belief;

 (e) abusive treatment of investors, such as coercion, duress and harassment; or

 (f) a breach of any further elements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bligation 

adopt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3. The Parties shall regularly, or upon request of a Party, review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 established under Article 26.2.1(b) (Specialised committees), may 

develop recommendations in this regard and submit them to the CETA Joint 

Committee for decision.

4. When applying the abov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bligation, the Tribunal may 

take into account whether a Party made a specific representation to an investor to 

induce a covered investment, that created a legitimate expectation, and upon 

which the investor relied in deciding to make or maintain the covered investment, 

but that the Party subsequently frustrated.

5. For greater certaint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fers to the Party's 

obligations relating to the physical security of investors and covered investments.

6. For greater certainty,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a breach of this Article.

7. For greater certainty, the fact that a measure breaches domestic law does not, in 

and of itself, establish a breach of this Article.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the 

measure breaches this Article, the Tribunal must consider whether a Party has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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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예시적이며, 추

후 국가간 합의에 따라서 다른 원칙을 FET 위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2항(f)호 및 3항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동 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4항에서 합리적 기대 보호를

명시적 문안으로 도입한 점으로서, 중재판정부가 FET 의무를 적용할 때

당사국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인(induce)하기 위한 구체적 표명(specific

representation)을 통해 합리적 기대를 창설하였는지, 또한 투자자가 그

합리적 기대에 의존하여(relied) 투자를 결정하거나 유지하였으나, 당사국

이 이후에 이를 좌절시킨 경우를 고려(take into account)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6항에서 협정상 다른 조항이나 다른 국제협정의 위반은 동 조

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7항에서 조치가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자체는 동 조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정부

조치의 합법성 여부가 FET의 위반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EU-베트남 FTA 제8장 제14조(투자의 대우)312) 역시

312) Article 14 Treatment of Inves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o 

investments and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o 7. 

2. A Party breaches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referenced in paragraph 

1 where a measure or series of measures constitutes: 

 a. Denial of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or 

 b. Fundamental breach of due process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c. Manifest arbitrariness; or 

 d. Targeted discrimination on manifestly wrongful grounds, such as gender, race or 

religious belief; or 

 e. abusive treatment such as coercion, abuse of power or similar bad faith conduct. or 

 f. A breach of any further elements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bligation 

adopt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3. Treatment not listed in paragraph 2 can also constitute a breach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here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in Article X.6 (Amendments). (중략)

6. When applying the above fair and equitable provisions, a Tribunal will take into 

account whether a Party made a specific representation to an investor to induce an 

investment referred to in Article 13. 1 (i) [Scope of section II Investment Protection], 

that created a legitimate expectation, and upon which the investor relied in deciding to 

make or maintain that investment, but that Party subsequently frustrated. 

7.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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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평가

가. 가장 구체적인 FET 문안 제시

EU의 두 협정에서의 FET 문안은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FET의

주요 원칙을 대부분 명문으로 도입하고,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까지 별

도의 항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존하는 가장 구체적인 FET 문안을 제시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2012년 모델 BIT와 비교하여, FET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와의 관계에 대한 불완전한 논의를 피해가면

서도 그동안 중재판정부에서 제시해 오던 FET의 주요 원칙들을 대부분

총망라함으로써 논리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사법거부나 적법절

차의 원칙만을 명문화하고 그 외의 요소는 또다시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

두었던 미국과는 달리, EU의 새로운 문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찾아

논의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FET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위반

을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인 청구인과 중재판정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개부터 4개 까지 FET 위반을 구성하는

국가의 행위를 열거적으로 제시하여 FET의 과도한 범위 축소를 야기한

바 있는 인도, 브라질 등과는 달리, EU는 당사국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추후에 FET 요소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열린 협정을 지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나. 최초로 합리적 기대 문안의 도입

특히, EU의 최근 문안은 합리적 기대 법리를 최초로 도입하면

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재판정부에서 논의되어오던 개념을 구체적

agreement, does not in itself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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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시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이 누적적으로 충적되는 경우에만 합리적

기대 법리가 원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좋은 사례이다. 특히, 동 문안

에서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위하여 세 가지 요소, 즉 구체적 표명의

존재, 의존성의 성립, 기대를 좌절시키는 상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 문안에서는 합리적 기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투자유치국의 ‘구

체적 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체계에 의해서도 합

리적 기대가 창설되는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쟁을 일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존성’을 합리적 기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명시함으로

써 합리적 기대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은 투자와 합리적 기대 사이의 인

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대

가 추후 좌절되어야 하는바, 기대의 미충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동 문안에서는 상기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합리적 기대가 성립되더라도, 이를 ‘고려(take into account)’해

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2항상 다른 원칙들의 위반이 FET 위반을 즉시

구성하는 반면, 합리적 기대의 경우에는 단지 고려 요소라고 규정하여

FET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 또는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동 문안에서 합리적 기대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의사

표명의 존재, 해당 표명의 특정성, 의존성, 기대를 좌절시키는 후속 조치

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유치국의 발전

정도, 정치적 사회적 배경, 투자 분야의 성격 등에 대한 상황적 고려와

투자자 자신의 행위 등은 고려되지 않은바,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위해서는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더라도 다음 단계로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조치와의 비교형량 과정

이 필요한바, 정부 조치의 성격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

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제 7 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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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합리적 기대 보호의 성립 요건과 각 구성요소의 구체

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의 해석 경향 및 최근 투자협

정 개정 논의에서의 반영 사례도 검토해 보았다. 또한, 간접수용과 FET

조항상 합리적 기대 원칙의 비교 및 합리적 기대 보호와 정부의 규제 권

한과의 비교형량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그동안의 FET 문안이 가졌던 모

호성 및 추상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을

FET 문안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중재판정부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

고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온 FET 조항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최근 일부 개도국들의 투자 협정 개정 사례를 통해 FET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의 정책적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

으나, 합리적 기대 보호의 원칙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 공법상 이미 도

입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투자 협정에서 도입 요건을 명시화하는 것이 추

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같이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원에서의 권리구제를 꾀한다면

합리적 기대 보호에 대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인바, 법적 부담이 크

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FET 문안의 모호성을 극복함으로써 확장적 해

석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EU에서 합리적 기대 보호 원칙을 FET 조항상

명문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는바, 국가들이 향후 투자협정에서 이를 참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FET 조항의 명료화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실

현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단

계 접근을 통해 먼저 합리적 기대 요건을 충분히 구체화하고, 다음으로

비례성 원칙을 도입하여 양자를 비교형량 해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투자

협정에 대한 도입 방안을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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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 1 절 우리나라의 FET 조항 분석

1. BIT의 포괄적 FET 조항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까지 94개의 BIT를 체결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BIT 내용에 FET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BIT

마다 FET 조항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체결된 초기 BIT들의

경우에는 1976년 체결된 한-영 BIT313)나, 2002년 체결된 한-일 BIT314)

와 같이 FET 대우를 부여한다는 추상적인 문안만을 도입하고 있는 반

면,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2009년 한-르완다 BIT315) 또는 미발효 상태

이나 2014년 체결된 한-미얀마 BIT316)의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

313)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2. Investment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ri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s not in any way impaired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14) Article 10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and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315)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and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and 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3.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2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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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우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는 FTA 확

장 정책에 따라 여러 나라들과 빠른 속도로 FTA 체결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 챕터를 통해 투자 규범의 수준을 높여 온 바

있다. 그러나, FTA 투자챕터의 체결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BIT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전통적인 BIT가 여전

히 유효하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에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전통적

인 BIT의 추상적 FET 조항으로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은 대다수의 아프리카, 중동 및 일부 남미 국가

와의 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양자간 BIT의 체결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FTA 투자챕터의 구체적 FET 조항

우리나라의 14개 기체결 FTA의 FET 조항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먼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와의 연결

없이, 투자의 일반적 대우를 규정하여 추상적인 FET 문안을 포함하고

있는 3개 FTA와 미국의 모델 BIT와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

316)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and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and shall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3.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s in paragraph 2 to provide: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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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우로서의 FET를 명시한 그 외 11개 FTA로 구분할 수 있다.

FTA 추진 초기에 체결된 2006년의 한-EFTA317)의 경우 제3조

(일반적 대우 및 보호)318) 1항에서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이고 투

명한(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투자 환경을 만들거

나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2항에서 FET를 규정하면서 투자에 대해 비합

리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의존할 수 있는 의무를 주시(observe)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의 한-ASEAN FTA에서는 최소기준대우에 대한 명시 없

이, 제5조(투자의 일반적 대우)319)를 통해 FET는 국제관습법 이상의 추

317)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사이에 체결된 FTA이다.

318) ARTICLE 3 General Treatment and Protection 

1.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create and 

maintain 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of the 

other Parties to make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No Party shall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ir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3. Furthermore,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written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a specific investment by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which the 

investor could rely on in good faith when establishing, acquiring or expanding the 

investment. 

319) Article 5 General Treatment of Inves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requires each Party not to deny justice in any leg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covered 

investments; and

(c)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provided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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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실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FET는 법적 행정적 절차

에 대한 사법거부의 배제를 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예외 부여를 통해 국제관습법의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는 제

9.5조(대우의 기준)320)에서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 FET 및 충분한 안전

및 보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이는 국제관습법상 의무

이상의 추가적인 실체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한

-ASEAN FTA의 해당 조항에 추가하여 FET는 사법거부의 배제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한-EFTA, 한-ASEAN, 한-베트남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

에서는 미국의 모델 BIT(2012)와 거의 유사한 최소기준대우 조항을 도

입하고 있다. 가령 한미 FTA 투자챕터 제11.5조(최소기준대우)321)는 미

320) Article 9.5 :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is 

Article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e 

applicabl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For greater certainty: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of covered investments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321) ARTICLE 11.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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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2012년 모델 BIT의 FET 조항과 동일하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게

FET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부

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ET는 전세계 주요 법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절차상의 사법거부의 배제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 일부 국가

의 경우 각국의 사법주권 존중을 위해 ‘주요 법체계’라는 표현을 삭제하

였으며, 칠레의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 및 사법거부의 배제를 포함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싱가폴의 경우 국제관습법상 최소기

준대우를 명시하면서도, 이는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와 관

련된 모든 국제관습법 원칙을 지칭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접근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 투자챕터마다 FET의 범위 및 실체적 의무의 수

준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투자챕터상 다른 조항이

나 별도의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동조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내용은 포함

하고 있다.

제 2 절 FET 조항 개정에 대한 제언

1. 개정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BIT 및 기체결 FTA의 FET 조항을 살펴본 결과, 대

부분 전통적인 추상적 문안을 도입하고 있거나, 2004년 및 2012년 미국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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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 BIT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체

결된 투자협정들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으며, 제3장에서 살펴

본 바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개정 움직임과 같이 특징적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사건이 3

건322)으로, 이 중 두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었고, 하나의 사건만이 계류중

에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 정부는 ISDS 청구에 많이 노출되어 있

지는 않아 왔으므로 기존 투자협정의 개정에 관한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

할 시급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일부 개도국

과 같이 투자자의 권한을 축소하여 투자유치국의 피소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의 투자협정의 개정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게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방향은 아니다.

그보다는 해외에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대

우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실용적이다. 또한, 국제투자중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미래의 잠재적 피소 위험에 대비하고, 국제적인 투자협정의

현대화 흐름에 동참하여 투자협정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

이, FET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청구에서 필수적인 청구 이유로서 원용되

고 있는바, 향후 법적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투자챕터 협상을 통해 당사

국간에 적용되는 투자 규범을 확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오래된

BIT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제3국의 BIT를 원용하여 추상적인 BIT

문안이 적용될 소지가 언제나 남아있다. 아직까지 ISDS 사건 중 90%는

2000년대 이전의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청구323)되는바, 투자협정을 개정

322) 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B.V v. Republic of Korea, ARB/15/17(종

결),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v. Republic of Korea, ARB/12/37(진행중, 일명 

‘론스타’ 사건),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v. Republic of Korea, ARB/84/2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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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전 협정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투자협정을 개정하거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개

선 협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구조약과 신조약 간의 관계 설정에도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 도입 필요성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상 FET 규범에도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명료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최근

의 FET 조항에서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

고 사법거부의 배제 및 적법절차 원칙만을 FET의 요소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가 어느 수준의 대우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보다는 문안 구체

화를 통해 보다 상세한 FET 원칙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EU-캐나다 CETA 및 EU-베트남 FTA가

FET와 관련하여 투자협정상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

를 참고로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즉, FET의 주요 원칙들인 적법절

차, 사법거부의 배제, 투명성, 신의성실, 비차별 및 비자의성, 강압 및 괴

롭힘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명문화하여 문안으로 포함한다면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ET 청구에 있어 가장 많이 원용되는 합리적 기대의 법리

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EU-캐나다

CETA 제8.10조 4항과 같이 구체적 표명(specific representation)의 존재

로 인한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형성 및 이에 의존한(reliance) 투자 또는

투자의 유지,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좌절시키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고려할 것을 포함하여 문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

가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각주 등을 통해 상황이나

32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Investment and the Digital Economy,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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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rticle XX. Treatment of Inves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o investments and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in its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o 5.

2. A Party breaches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referenced in paragraph 1 where a measure or series of
measures constitutes:

a. Denial of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or

b. Fundamental breach of due process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c. Manifest arbitrariness; or

d. Targeted discrimination on manifestly wrongful grounds, such
as gender, race or religious belief; or

e. abusive treatment such as coercion, abuse of power or similar
bad faith conduct. or

f. A breach of any further elements of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bligation adopted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3. Treatment not listed in paragraph 2 can also constitute a breach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here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vided in Article
YY(Amendments).

정부 규제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탄력성을 부여하

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간접수용 부속서의 문안의

각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기대는 정부 규제권한과의 비교형량의 제한

을 받는바, 동 간접수용 부속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부조치의 성격 및 경

제적 영향도 고려된다고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면밀한

합리적 기대의 인정 요건에 대한 논리 구성을 통해 향후 FET와 관련한

중재 청구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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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n applying the above fair and equitable provisions, a
Tribunal will take into account whether a Party made a specific
representation to an investor to induce an investment, that
created a legitimate expectation1), and upon which the investor
relied in deciding to make or maintain that investment, but that
Party subsequently frustrated.

5.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in itself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

1)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expectations are legitimate

depends in part on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For example, an investor's expectations that regulations will

not change are less likely to be reasonable in a heavily regulated sector than

in a less heavily regulated sector.

3. 개정의 법적 의미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모호한 FET 문안을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투자협정을 개정한다면 이것이 가지는 법적 의미는 세 가

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투자유치국 정부로서 정부 행위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별도의 해석론 없이 FET 문안을 통해 당해 조항

의 위반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면 투자유치국 정부는 해외투자자의 대

우와 관련된 보다 명료한 행동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해외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국내법을 적용 또는 개정할 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FET의 명료화는 사전 분쟁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FET의 주요 원칙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를 도입하며,

비교형량에 의한 제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분쟁 발생시 법적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 중간 단계에서 사전 조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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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FET의 명료화는 사후 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투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유로서 원용하는 FET 문안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내릴 때에도 보다 유용하다. 기존에는 모호한 FET 문안 해석을

위하여 선행 판례를 참고해 왔으나, 문안 자체가 명료화된다면 선례구속

성이 없는 국제 중재의 선행 판례를 참고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판단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정의 방향성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

라, 기존의 판례의 해석론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던 것이다. 따라서 판례

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해석론을 규범으로 흡수하여 법적 안정성

을 제고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문안의 명료화를 통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은 감

수해야 할 것이나, 각주 등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문안의 지나친

경직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BIT 및 FTA상 FET 문

안도 여전히 모호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투자협정의

개정시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안을 도입하고 및 합리적 기대 보

호 법리를 추가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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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상으로 국제투자협정상 FET 조항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투자협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존재하는 한계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합리적 기대 보호 법리 도입 필

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ET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포괄적인 투자 보호를 제공하는

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며,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도 이를 통한 투자 촉

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바 유용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안의 추상

적 속성으로 인해 FET 조항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판정부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많아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FET 조항의 문제점, 즉 법적 근원의 부재, 실체적 내용의 부재,

범위의 모호성 및 다른 조항과의 불명확한 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투자협정의 개정을 시도해 왔다. 국

가들의 투자협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피소가능성의 최소화 또는 명료

한 규범의 도입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실체적 조항 뿐만

아니라 절차적 조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ET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인 투자협정의 모델 문안

으로서 미국의 2004년 2012년 모델 BIT가 활용되어 왔으나, 2012년 이

후에는 SADC, 인도, 브라질도 모델 BIT를 통해 자국만의 FET 조항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투자협정 개정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국가별로 자국의 정책적 권한을 확보하고, ISDS에 대한 피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SADC, 인도, 브라질의 모델 BIT상 FET 조항은 소수의

국가의 의무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FET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

킨 측면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와 정책적 권한 확보 사이의 적절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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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규범을

포함하였다는 미국의 모델 BIT조차도 여전히 최소기준대우의 개념에 대

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FET의 다른 주요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FET 원칙을 보다 명료화하고 과도한 범위 축소를 지양하

기 위하여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그동안 중재판정례를

통해 가장 빈번히 인용되면서도 투자협정상 명시되지 못했던 합리적 기

대 보호를 명시적으로 문안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기대의 법리는 학설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의 일반

원칙 및 국내법상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요건 즉, (1)‘기대’를 형성하는 공

표, 확약 등 특정적 정부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2)그 기대가 ‘합리적’

이어야 하며, (3)투자자가 그 기대에 의존하여 투자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4)향후 새로운 상황 또는 새로운 정부 조치가 취해졌으

며, (5)이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

중재판정례의 분석 결과 기대의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투자가 이루어질 당시에 형성된 기대일 것, (2)투자유치국의 상황, 투

자분야의 성격 등 상황적 고려가 있을 것, (3)객관적인 기대일 것, (4)투

자자의 성실한 행동이 따를 것이 필요하며, 정부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한 요건에 따라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

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산권에

내재하는 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FET의 위반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한편, 최근 EU가 체결한 캐나다, 베트남과의 FTA상 FET 조항

에서는 전례없이 가장 상세한 FET 내용 및 이에 더하여 합리적 기대의

법리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문화한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BIT와 FTA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미

국의 모델 BIT 문안을 따르고 있는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소

가능성이 크지 않고, FET 조항의 명료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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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바, EU와 같이 구체적인 FET 문안 및 합리적 기대 보호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가간의 투자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오늘날 투자 규범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더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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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meaning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vestment agreements

- Focusing on recent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

Minji, Cho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many countries are closely related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ccording to a statistics

provid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3,322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executed globally as of 2017.

In general,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clude

substantial and procedural obligations. Among substantial

obligation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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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most frequently used provision in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ndards in deciding

whether there was a breach of substantial obligation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investment agreements, the FET clause

was defined in a simple format, and there had been continued

criticism that the contents and coverage of the FET provisions

were not clear enough.

   Therefore, coun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clarify the

FET provisions. These efforts included, among others, establishing

new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 and amending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While the purpose and form of

amendments varied amo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nerally amended the FET provisions by

clarifying the wording, whereas countries such as India, the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nd Brazil reduced the scope of

the FET provis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d to secure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wer.

   Through these efforts in amending the FET provisions,

countries were able to overcome a part of the ambiguity due to

such provisions. However, even amended treaties failed to

explicitly introduce the doctrin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which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rincipl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judgments and to enhance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investment agreements the doctrin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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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for foreign investors to form 'legitimate expectations',

'expectation' must be first established, and these expectations

should be 'legitimate'. Also, a causal relationship must be

recognized between legitimate expectations of the investor and

his/her investment. In addition, even if the variou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are met, benefit from

protecting such expectations must be compared with the loss of

government's regulatory authority. FET and the doctrine of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have been dealt with in a

number of arbitration and court cases. In particular, three different

jurisdictions, namel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an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 Court have rendered

decision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in

2016.

   Hence,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is not only a

concept already existent in the domain of domestic laws but also

a firmly established principle in arbitration. Current investment

treaties, nonetheless, only define FET in an abstract manner, and

recent model BITs and amendments also contain limitations.

However, two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FTAs) concluded

by the European Union between Canada and Viet Nam addressed

the major principles of FET provisions including, among others,

the denial of justice, due process, non-arbitrariness,

non-discrimination, prohibition of coercion and abuse of power.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was explicitly

introduced as a treaty clause for the first time i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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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Therefore,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oblem of ambiguity of

the FET provisions and further examines the efforts and

limitations experienced by countries attempting to overcome this

problem by amending treatie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doctrin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and its usage in arbitration cases. As of

2017, the Korean government has executed 94 BITs and 14 FTAs,

but most FET provisions in these agreements remain in abstract

forms.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Korea must clarify the FET provisions so that

it may prepare for the increasing risk of arbitrations and raise the

predictability. To this end, it is desirable to further refine the

FET provisions and secure legal stability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to the FET

provisions as in the recent case of the European Union.

keywords :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s, the limi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rovisions,

legitimate expectation,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the revision of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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