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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張 勝 和**

1)

Ⅰ. 서설

몇 년 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

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와 양자간 투

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들도 해외투자의 형식으로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투자를 보호해 줄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 고 또한 앞으로 체결할 양자간 투자

협정의 수가 급증하면서, 당연히 그로 인한 투자관련 법적분쟁이 발생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수요에 따라 양자간 투자협정은 그 협정
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로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항을 필수적으로 담고 있

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본격

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국의 정부가 자국의 역 내에서 상대방 체약국 투

자자의 투자에 대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내용에 담고 있다. 양자간 투자협

정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개개의 협정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 이 협정은 우선 협정의 정신을 

명시한 전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들 ―

투자 및 투자자의 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등― 이 위치하며, 외국인 

투자의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규정된다. 그 다음에 투자보호와 관련된 

* 이 은 법무부의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사업중 분쟁해결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이 의 작성과 자료수집과정에는 서울대학교 BK21 소속 연구원인 김한철, 조
성민 군의 도움을 받았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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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문제들 ―투자관련 송금, 수용, 손실보상, 대위변제 등― 에 대한 규

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어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위치하며, 끝으로 협

정의 발표, 종료, 개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양자간 투자협정과 관련한 실체적인 문제는 그 협정의 적용범위가 우선 문

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 투자자, 토 등의 정의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적

용 주체 및 대상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간적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이 적용범위의 문제가 해결되면 투자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며, 허용된

다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에 관한 규정과 원칙들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는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전통 국제법상으로

도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들이 등장한다. 투자보호의 구체적인 측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수용과 보상, 그리고 송금문제를 들 수 있다. 수용

에 있어서 투자와 수용의 관계 논의가 필요하고 수용의 개념 정의, 조건 및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또한 투자로 인한 수익의 송

금과 관련하여 송금의 대상 및 보호의 내용, 시기, 환율이나 제한 요건 및 형

식 등도 문제된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협정과 그에 따른 실체적 의무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그 의무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투자

협정은 장식품에 그치고 만다. 투자협정에서 제공하는 투자에 대한 대우의 기
준이나 기타 투자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즉 협정위반이 발생할 때 그

로 인하여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에 관한 규정이 바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최근에는 반드시 

ICSID 중재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중재 기타 분쟁해결분야

에서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다.1)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제규

정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분쟁해

결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와 관련되는 분쟁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자면 ① 사인

간의 분쟁 ②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투자자간의 분쟁 ③ 체약국간의 분

1) Malolm Richard Wilkey, “Introduction to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26 Law & Pol'y Int'l Bus. 61, 1995.

2) Wilkey, 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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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나눌 수 있다.3) 이 중 사인간의 분쟁은 사인이 투자협정의 직접당사자

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는 없고, 다만 사당사자간의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위반을 이유로 관할권을 가지는 국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투자협정

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우선 위 두 번째의 분쟁유형을 관장하는 국제중재기관인 ICSID를 간단히 소
개하기로 하자. 흔히 워싱턴 협약이라 불리는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은 1965년 3월 18일 

성립하여 1966년 10월 14일 발효하 으며 181개국이 가입하고 148개국이 비준

하 다.4)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조직이 세계은행의 하위조직인 국제투자분

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이다. ICSID의 목적은 사인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에 대한 조

정이나 중재를 위한 기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5)

ICSID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6) 특히 소위 

군함외교(gun-boat diplomacy)의 문제, 즉 강대국인 투자국이 상대적으로 약소

국인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 등을 근거로 간섭할 것이라

는 우려를 씻어줌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

세를 취하는데 일조하 다는 것이다.7) 1968년에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가 투

자협정에 처음으로 ICSID 중재에 대한 조항을 삽입한 이래 많은 국가들이 이

를 도입하고 있고,8) 오늘날 국가와 외국인간의 투자계약상 분쟁해결수단으로

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9) 그러나 이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3) UNCT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Mid-1990s, UN(1998) p.87.
4) K.V.S.K. Nathan, The ICSID Convention -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Juris(2000) p.47.
5) ISCID 협약 제1조 제2항 참조.
6) Wilkey, p.618.
7) Matthew B. Cobb,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in Foreign Investment, 16 

No. 4 Mealey's Int'l Arb. Rep. 48, 2001, http://www.lawschool.westlaw.com, p.6.
8) Rudolf Dolzer and Margarete Steven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CSID, 1995, p.130.
9) Cobb, 9. 1992년 당시의 335개의 투자협정 중 212개가 ICSID 중재에 대해 규

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Mohamed Khalil,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BITs, 7 
ICSID Rev.-FILJ 339, 350(1992) (Bernard Kishoiyian, The Utility of Bilater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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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10)

이하에서는 투자협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일방 체약국(국

가)과 타방 체약국의 투자자(사인) 사이의 분쟁과 체약국간의 분쟁해결수단에 

관하여 주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형태가 투자에 가장 

특징적인 분쟁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ICSID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

관중재를 자세히 살펴보고, 체약국간의 분쟁은 간단히 보기로 한다. 또한 소위 
대위변제(Subrogation)의 문제가 분쟁해결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만 많은 투자협정이 정기적으로든, 일방의 요청에 의해서든 정식 분쟁해

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투자협정에 관한 문제는 협의에 의하여 우선 해결하

도록 하고 또한 국내구제절차의 소진(exhaustion of local remedi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Ⅱ. 국제중재 전심절차

1. 협의(consultation) 및 협상(negotiation) 의무

많은 투자협정은 조약 당사국들이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또는 정기적으

로 조약에 관한 분쟁해결이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1) 미국과 불가리아간의 협정 제5조12)는 바로 일방의 요청

에 의한 협의의무를 규정한 예이다(<예 1> 참조).

in the Formu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4 Nw. J. of Int'l L. & Bus. 327, 
366(1994)에서 재인용).

10)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협정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어떤 분쟁이 발생하여 6월 이내에 분쟁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으로 동 분쟁은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재판은 1976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 31/98로 
채택된 유엔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는 구 소련과의 투자협정 
제9조도 마찬가지이다.”

11) UNCTAD(1998), p.88; Dolzer and Stevens p.121.
12) Article 5 
The Parties agree to consult promptly, on the request of either, to resolve any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r to discuss any matter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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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미국과 불가리아간의 협정 제5조
당사국들은 일방의 요청에 의해 조약에 관한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약의 해

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협의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

이 나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제관습법상 분쟁해결에 있어 신의에 기한 
협상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몇 가지 유용

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쟁으로 취급될만한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중국이 선호하는 것과 같이 정식 분쟁해결절차에 

앞서 우호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협정의 이행을 감독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13) 마지막 장점은 아마도 정기적 

협의의무규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 협의의무는 형식적인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고 본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서 모든 국가들은 당연히 양자간 접촉을 통하여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고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 협의의무규정은 불필요한 것

일 수도 있다. 또한, 반대시각에서 보았을 때, 협의의무규정은 신속한 분쟁해

결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협의의무 규정이 협의의 형식과 기간에 관하
여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자간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 으

나 실패로 돌아간 때에도 피제소국은 위 규정상의 협의의무의 형식미비를 들

어 방소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불필요한 제소전 마찰을 다시 일

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구제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WTO 협

정상으로도 정식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하기에 앞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

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이미 당사국간에 정식분쟁해결절차로 가기로 결

정이 난 이후에 제소하기 위한 요식절차로서 형해화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이 협의의무규정이 자세할수록 실제 분쟁해결절차에서 피제소국은 위 의무규

정상의 형식이 완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시작하도

13) UNCTAD(1998),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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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항변을 제출하는 예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의무규정은 투자협정에 삽입하는 것이 ―

특히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의 협상

(negotiation)의무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협정 제9조 제1

항14)과 같이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

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2> 참조).15)

<예 2>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협정

제9조 제1항

타방국가의 역 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일방국가의 투자자와 타방 국가의 정부간

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

MAI 초안도 분쟁을 가능하면 협상(negotiation)이나 협의(consultation)를 통

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16)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협정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

을 요구한 날과 중재에의 회부간에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17)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와 스웨덴간의 협정 제9조 제3항

과 같이 통상 6개월이지만, 다른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18)

실제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분쟁당사

14) Article 9
1. Any dispute between an investor of one State and the Government of the other 

State with respect to investment with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State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15) UNCTAD(1998), p.92.
16) 제V장 제D.2조.
17) 협정에 따라서는 ‘분쟁의 발생과 중재회부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요구하기도 한

다. UNCTAD(1998), p.93.
18) UNCTAD(1998), p.93. 예컨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의 협정 제9조 제2항은 

12개월, 덴마크와 리투아니아간의 협정 제8조 제2항은 3개월,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간
의 협정 제8조 제3항은 18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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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의 협상의무 관련 또는 분쟁해결지 선택(forum shopping) 금지를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한 이후에는 다른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보장된 자국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본질적 제약을 가

하기 때문에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헌법상 투자자의 국내법원에 대

한 제소권은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내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협상을 

선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한 이후에 국내법원에 제

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선 양자간 투자협정의 주체는 국가이지 투자자 개인이 아님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계약

(investment agreement)에서 사당사자는 국내법원제소 대신에 중재에 회부하기
로 하는 소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자신

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셈이 되며, 동시에 국내중재법에서도 중재조항이 있

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 제소할 경우 이를 각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 그에 반하여 양자간 투자협정은 국가가 당사자인데 그 양자간 투자협정

의 체결당사자인 국가가 자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

지가 있는 조항을 투자협정에 삽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위와 같은 국내법원 제소금지 조항을 삽입하는데 

양 당사국이 동의하 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

에 제소한 이후에 다시 국내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위 양자간 투자협정은 헌법

에 위반된 조약으로서 국내법상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 국내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물론 헌법과 국제조약의 관계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만 
이론상 헌법우위설을 취한다면 위 투자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

다.19) 국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조약을 통해 제약을 가한 형국이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투자자가 자신의 국내 재판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한 방법으로 NAFTA의 해당규정처럼 양자간 투자협정에 투자자가 국제중재기

19) 그 국내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일반 민사소송법상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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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제소할 때 그 제소요건으로 국내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국제중재기관에의 제소는 국가가 당사자인 양자간 투자협정

을 통해서 자국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보장한 절차적 권리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사에 반해서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국내법원 제소권보다 더 우수한 

권리보장수단으로서 국제중재 제소권을 자국민에게 보장하고, 이를 선택한 국
민인 투자자가 국내법원 제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될 소지

가 없다고 본다. 재판청구권은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권

리이며,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헌법상 권리가 가장 발달된 국가인 경우도 다

름이 아니다. 그런 나라에서 NAFTA를 통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는 사

실은 더욱이 위헌소지가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여하튼 우리나라와 멕시코간의 협정도 제8조에서 국내구제와 국제중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고, 중재 회부시에는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기타 분

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과 칠레간의 협정 제8조 제4항20)은 ‘일단 투자자가 분쟁을 투자가 이루어진 

역내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재판소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한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구제절차의 소진(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일반적으로 사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기관에 제소를 하기 위

해서는 그 국가 내에서 가능한 국내구제수단을 모두 사용하 어야 한다는 것

이 국제관습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거의 대부분 국제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내구제절차의 소진 문

제가 제기된다. 다만, 위와 같은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당사국간에 

명문의 규정으로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절차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 국제관습법을 배제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각국의 투자협정들은 대부

20) Aricle 8
4. Once the investor has submitted the dispute to the competent tribunal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was made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selection shall be final. 이는 칠레 투자협정 모델 제8조 제3항을 그대
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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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절차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규정방식은 다양하며, 그 규정내용에 따라서 국내구제절차의 

소진원칙은 확인, 수정 또는 폐기된다. UNCTAD 해설서와 Sornarajah의 저서

에서 그 규정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바,21) 이하에서는 그 분류방식을 따르되 

우리나라의 투자협정례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명문
으로 투자협정에 도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분쟁을 투자유치국의 법

원이나 행정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먼저 국내 구제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

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6조22)가 그 예이다(<예 3> 참조).

<예 3>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6조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역의 체약당사국은, 

국내의 모든 행정적 및 사법상의 구제를 소진한 후에, 중재재판 또는 조정을 위하여 
1965년 3월 18일자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
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에 동 투자에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을 회부하고자 하

는 동 국민의 요구에 동의하기로 한다.

이런 방식은 초기의 투자협정에서 주로 발견되며,23) 그 이후 개정된 네덜란

드의 투자협정 모델 제9조는 현재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향

후 모범이 되는 규정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1) UNCTAD(1998), p.93 및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Cambridge(1994), pp.270-271 참조.

22) Article 6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kes or intends to make an investment, shall assent to any demand on the part 
of Such national to submit, for arbitration or conciliation, after the exhaustion of all 
internal administrative and juridical remedies, to the Centr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f Washington of 18 March 1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any dispute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at investment.

23) UNCTAD(1998),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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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 번째 방식에 약간의 변형을 추가한 것으로 국내구제절차를 먼저 이용

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투자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있다. 이는 국내구제절차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기간은 다양한 바, 예컨대 우리나라

와 나이지리아간의 협정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중재판정부가 사실상 국내분쟁해결기관의 항소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

여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4) 즉, 국내기관이 투자유치국의 편을 들면 국제중재

판정부가 이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관점 이외

에도 실무적으로 이런 규정방식은 후술하는 국내판결과 국제중재판정의 충돌

에 따른 중재판정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규정례로는 국내절차에 의한 결

과가 불공정(unjust)한 경우에만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과 우루과이간의 협정 제11조 제2항은 ‘결정이 

BIT 규정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규범에 합치하지 않은(decide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BIT or the generally accept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경우에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국제중재기관이 국내분쟁해결기관의 항소심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우선 국내법원의 판결이 불공정(unjust)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
문이다. 위 예문에 의하더라도 국제중재판정부는 해당 투자협정의 해석, 국제

법 합치 여부 등을 심사하면서 국내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방식은 국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

부에 관한 격렬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국제 중재판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할권 존부가 국내법원 판결의 부당성 판단에 좌

우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실체판단과 함께 내릴 수밖에 없

어지고, 이는 불필요한 시간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규정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국의 중재에 대한 동의에 의해 소진의 요건이 요

구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예 4> 참조).

24) Peters, “Dispute Settlement Arrangements in Investment Treaties,” 22 NYIL, 
1991, p.134(Sornarajah, p.2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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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협정 
제8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에 의하여 자신이 향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제소에 따라, 1965년 3월 18일자 “국가와 타방국
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동 위배되
는 조치에 관한 분쟁을 회부하고자 하는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사전

에 부여한다. 이 동의는 국내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소진되어야 한다는 요
건의 포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간 협정 제8조 제2항 및 오스트리아 투자협정 모델 

제8조 제2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ICSID 협약 제26조25)는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ICSID 중재에 동의하면 이는 다른 구제수단을 배제하

기로 한 합의로 간주되며, 체약국이 동 협약에 따른 중재에 대한 동의의 조건
으로 국내구제절차의 소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6)

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또 다른 규정방식은 투자자가 

국내 구제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중재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다. 예컨대 대한민국과 카타르간의 협정 제8조 제2항27)은 ‘이 분쟁이 동조 제2

항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에 회부되는 경우 투자자는 동시에 

국제중재재판을 모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투자협정 모델이 제9
조 제3항 ⒜에서 국내구제와 국제구제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규정하는 것

도 규정방식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25) Article 26
Consent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otherwise 

stated, be deemed consent to such arbitration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remedy.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exhaus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r juridical 
remedies as a condition of its consent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26) 그런데 실제로는 이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고 한다. 
Bernard Kishoiyian, p.369.

27) Article 8
2. If the dispute i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o 

the competent court of the Contracting Party, the investor cannot at the same time 
seek international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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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지만 국내구제절차를 회피하는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즉, 국내구제절차를 선택 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예 5> 참조).28)

<예 5>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간의 협정 

제8조 제2항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

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예문의 해석으로는 투자자가 국내구제절차와 중복적으로, 또는 국내구제

절차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차후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많은 투자협정은 국내구제수단의 소진에 대해 언급조차 않고 있다. 

1989년의 Elettronia Sicula S.p.A.(ELSI)(United States v. Italy) 사건에서 국제

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양국간의 국제중재를 규정하

고 있으나 소진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양자간 조약에서 중재신청

의 조건으로 국내구제절차 소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 다. 동 법

원은 국내구제절차 소진의 원칙은 국제법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서 동 

원칙을 포기하는 명백한 의도를 나타내는 규정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포기되었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9) 이는 ICJ 판결이기 때문에 실제로 ICSID나 다

른 국제중재기관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쟁의 소지를 없

애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정의 체약상대국이 누구인지

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내법원의 중립성, 국제중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구제절차를 소진한 이후에만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국내구제절차에 의한 판결과 국제중재판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구제절차에 제기되고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경우에 국제중재절차를 

28) UNCTAD(1998), p.93.
29) UNCTAD(1998), p.93; Sornarajah,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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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국내절차에 의한 결과가 불공정한 경우에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국내판결과 국제중재판정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규정형식인 경우에는 국제중재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

는 요건으로서 “국내절차 결과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서는 국제중재기관이 여하튼 관할권을 행사하여 제소자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가정하자. 우선 실무적인 문제는 국내판결과 주문 및 이유
가 상치되는 국제중재판정을 그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위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 협약)30)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

의 경우 현행 중재법 제39조 제1항31)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지가 외국인 국제중재판정부의 중

재판정의 집행은 결국 뉴욕 협약의 관련규정 해석에 좌우된다.

뉴욕 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32) 그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것은 외국중재판정이 집

30) 뉴욕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는 Emmanuel Gaillard and John Savage,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966-998 참조.

31) 중재법(법률 제6465호 일부개정 2001.4.7.) 제39조
①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32)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June 10, 1958) Article Ⅴ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Ⅱ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2001. 9.]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95

행국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무엇이 그 나라의 공공정책인지 여부는 사실상 집행국 국내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남게 된다. 다만, 단순히 외국중재판정이 국내판결과 그 결론을 

달리하 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집행판결을 내리는 것이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이

는 결국 국내법원판결이 그 결론의 타당성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을 대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뉴욕협약의 기본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

이다. 하지만 국내법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법원이 내린 판결이 엄연히 먼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외국중재판정이 그 이후에 내려진 

경우에 국내판결과 모순되는 외국중재판정을 국내법상 집행판결의 형식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내법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공공정책으

로서의 사법정책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상적인 법정책적 분석에 그칠 뿐 실제로는 각국의 법원에

서 어떻게 공공정책 조항을 해석, 운용할 것인가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ICSID 체약국간에 ICSID 중재를 거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집행거부

사유로서 뉴욕 협약상 ‘공공정책’과 같은 요건이 없기 때문에 위 논의는 

ICSID 중재를 제외한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충돌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투

자협정 모델 제9조나 우리나라와 멕시코간의 협정(멕시코 국내사정으로 아직 

미발효) 제7, 8조처럼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sed 
and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

(a) The subject-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or

(b)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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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것이다. 다만, 이것이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와 관련하

여 예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전술하 다. 충돌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

고, 투자협정상 국내구제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후에 중재 기타 국

제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하 을 때 사실관계 및 쟁점이 사전에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33)

Ⅲ. 국제중재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1. 근거규정의 필요성

앞서 지적한 바대로 외국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인간의 투자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만약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에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투

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그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 법원의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 있고, 그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상 

해당국을 제소하는 데에는 많은 법률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 투자유치

국이 주권면제 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다.34)

통상적으로 국가가 조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은 국가간의 분쟁이 되어서 
국제공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가령 WTO와 
같은 국제무역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분쟁의 당사자는 회원국에 한

정된다. 그러나, WTO 협정 위반의 경우에는 반덤핑협정위반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특정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한 국가가 특정물품의 수입금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품목의 수출업자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경우에는 항상 특정 

투자자가 있고,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구체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존재
는 항상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투자의 특수성 때문에 통상의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관련 분야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이에 

33) Wilkey, p.630.
34) Dana H. Freyer, Barry H. Garfinkel, Hamid G. Gharavi,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Arbitration,” 53-May Disp. Resol. J. 74, 7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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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근의 투자협정은 대부분 투자자가 소외될 수 있는 국가간 중재 이외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35)

2.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대상

투자협정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되려면 한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의 국민사이의 분쟁이어야 하지만, 이에 추가적으로 그 협정에서 동 분
쟁해결규정이 적용되는 분쟁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분쟁만이 동 규정에 따른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참고로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은 그 재판권이 ‘투자에서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에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다.36) 동 협약은 이러한 개념의 구체적인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당사국들에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또한 이로 인해 ICSID의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경 , 서비스, 라이센스계약 

등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37)

이하에서는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 있어서 ICSID 협약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위 제25조 제1항의 “법적 분쟁” 그리고 “투자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실

무상 적용례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제로 투자협정에서 어떻게 분쟁유형을 규

35) UNCTAD(1998), p.90. 특이하게도 대한민국과 프랑스간의 협정 제4조는 특별
한 규정 없이 “일방 체약국의 특별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속하
는 기업에 대하여 행한 투자는 이 협정과 상기 특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자가 요
구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분쟁이 있는 경우,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기 특별협정에 삽입하는데 동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과 방 라데시간의 협정은 위 프랑스와의 투자협정에 있는 ICSID에 대
한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협정도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오늘날 투자협정의 추세에 맞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36) Article 25
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37) Dolzer and Stevens,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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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가. 법적 분쟁

우선 ICSID 협약 제25조에서는 법적분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
지만 동 협약에는 이를 완화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제42조 제3항에서

는 ICSID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형평과 양심에 따라서

(ex aequo et bono)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엄격한 법적 근거

를 요하기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당사자간 이해의 조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법적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비법률적으

로 해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동 협약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중
재판정부는 법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함을 이유로(on the ground of silence or 

obscurity) 판정을 연기할 수 없는데 이것은 동 중재판정부가 법규정이 부재하

는 경우 이를 창안할 수 있고, 이때 판정은 공익적 고려 등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38)

법적인 분쟁만이 중재의 대상이라는 규정의 취지는 “정치적, 상업적 문제”

가 “법적 문제”와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분쟁이 
법적인 권리의무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드물며, 정치적인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법적인 분쟁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 

특히, 후진국을 상대로 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유치국인 후진국의 정치적 문제

가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39) 그

런 의미에서 중재의 대상이 “법적 분쟁”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한편 법적인 분쟁은 가입국이 조약이나 다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국제협약에 따라 오존층을 보호한다거나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쟁은 

비록 법적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순한” 이해 관계의 조정에 관

한 분쟁일 것이다.40)

“법적 분쟁”일 것을 요구하는 ICSID 협약의 규정이 가치를 갖는 것은 해당 

38) Nathan, p.100.
39) Nathan, pp.100-101.
40) Nathan,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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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성질이 현저하게 정치적인(predominantly political) 경우에 중재판정부

가 관할권을 행사할지의 단계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예민한 문제로서 중재판정부로서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이를 심사할 수

도 있지만 이를 본안심리 단계에서 같이 심리하고자 할 수도 있다.41)

나. 투자에 관한 분쟁

투자협정상 “투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ICSID 협약상으로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에 관한 분쟁’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위 협약의 초안작성과정의 준비서(travail préparatoire)

에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협약 규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므로 투자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투자에 관한 분쟁’을 

정의할 경우 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이를 피하기 위해 개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

추어 ICSID 협약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 정의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42)

ICSID의 관할권이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의 여부와 동일시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당사자들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는 합의는 투자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자적

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ICSID는 관할의 적

용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ICSID 출범후 10년 

간 중재에 회부된 사건이 소수 다는 점과 ICSID가 활용되지 않을지도 모른

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3)

Nathan은 그의 저서에서 최소한 4개의 ICSID 사건에서 전통적인 외국인 투
자 개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행사한 예를 소개하고 있다. 예

를 들어, Klockner Case44)에서 Klockner 그룹의 독일, 벨기에, 덴마크 회사들

과 Cameroon 연방공화국 정부는 i) 카메룬에 비료 공장을 세우고 ii) 정부와 

합작할 회사를 참여시키며(SOCAME) iii) SOCAME의 Klockner사가 기술적․

41) Nathan, p.105.
42) Nathan, pp.111-113.
43) Nathan, pp.123-124.
44) Klockner Industrie-Anlagen GmbH, Klockner Handelmaatschappij B.V.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 and Societe Camerounaise des Engrais (ICSID Case 
No.ARB/81/2) (Nathan, p.124, note 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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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경 을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 다. 이 일괄계약은 협정 의정서 외에, 

Klockner사와 정부간의 완성인도계약, SOCAME에게 세제 및 관세 특혜를 부

여하는 협정 및 경 권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앞 3개의 계약은 

ICSID 중재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Atlantic Triton Case45)에서는 Guinea 공화국 수산업장관과 노르웨이 

기업인 Atlantic사가 Guinea 공화국 근해에서의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2년간 
선박을 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 으나 Atlantic사가 제공한 선박이 부적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용대차계약임에도 불구하고 ICSID 

관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투자’에 관한 분쟁임이 불분명한 

사건이지만 당사자인 국가와 외국인 기업이 ICSID 중재에 회부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투자에 관련된 법적인 분쟁’임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예이다.

더 나아가 Colt Industries v. Korea 사건46)에서는 분쟁의 주요한 문제가 무

기 생산에 관한 기술 및 license 기술 및 라이센스 계약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사건의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투자 계약의 요소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 다.

다. 분쟁유형의 규정방식

실제 투자협정에서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유형을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투자’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시키는 방법, 둘

째는 투자협정상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47)

전자의 방법은 ‘투자’와 ‘관련’된 분쟁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개념정의가 중요해지고, 어떤 경우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개념에 관하여는 앞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관련성을 의

미하는 협정상의 문구는 어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in 

connection with,” “related to,” “with respect to,” “regarding,” “concerning,” 

“arising out of” 등이 사용된다. 그 용어들 사이에 실용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

45) Atlantic Triton Company Limited v. People's Revolutionary Republic of Guinea 
(ICSID Case No.ARB/84/1) 115 Journal du Droit International 181 (Nathan, p.125, 
note 20에서 재인용).

46)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ARB/84/2) (Nathan, p.126, note 23에서 재인용).

47) UNCTAD(1998), pp.90-92 및 Freyer, Garfinkel, Gharavi, pp.7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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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나, 용어의 선택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간혹 협정들 중에서

는 위 용어 중 몇 개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투자협

정상의 특정의무 위반 등이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투자자의 

국내법 위반에 대한 분쟁도 분쟁해결 규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4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ICSID 중재판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중재기관

은 위 관련성 요건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쟁이 투자협정의 규정에 관한 것임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협정의 해석이나 적용(interpretation or application)에 대한 

분쟁이나 투자협정 하에서의 투자유치국의 의무에 관한(concerning the 

obligations of) 분쟁에 대해서 분쟁해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다.49)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는 더 분쟁의 범위를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이러한 용어상의 선택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협정
례에서는 위 두 가지 용례를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협정 중에서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협정 제8조 제1항은 

‘이 협정의 규정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dispute which arises within the terms 

of this Agreement)이라고 규정하고 있다.50) 우리나라와 터키간의 협정 제10조 

제1항51)은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외국투자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나 회사에 부여한 모든 투자허가의 해석이나 적용 (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발생된 모든 권리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분쟁대상을 규정한 

예이다.

두 번째 방법의 변형으로 분쟁해결규정을 투자협정의 특정 규정에만 한정하

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당사자인 몇몇 투자협정과 같이 소

48) UNCTAD(1998), p.90.
49) Freyer, Garfinkel, Gharavi, p.76.
50) 이는 칠레 투자협정 모델 제8조 제1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51) Article 10
(1) a dispute involving 
(a)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ny investment authorization granted by one 

Contracting Party's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to the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a breach of any right conferred or created by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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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투자협정은 그 범위를 수용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고 한다.52) 이는 중

국의 투자협정 모델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가능한 한 비공식적

인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국가이기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협정 제9조는 이와 유사한 구별을 하고 있

으나, 제10조에 의하여 중국이 ICSID에 가입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구별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미국의 투자협정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분쟁해결규정을 투자협정(BIT)이

나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53)또는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54)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다.55) 투자인가와 관련해서는 투자

자가 투자유치국과의 투자협정을 강제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

다56)는 점이 미국적인 특색이다.

참고로, MAI 초안은 제V장 제D.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나 그 투자에 손실 또는 손

해를 초래한 MAI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을 둘러싼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

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

52) UNCTAD(1998), p.90.
53)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투자계약이란 ‘일방체약국의 국가당국과 타방체약국

의 투자 또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간에 맺어진 서면협정으로서, 국가당국에 의
해 통제되고 있는 천연자원이나 여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들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이들이 투자의 설립 및 획득과 관련하여 의존하는 계약(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a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Party that (i) grants rights with respect to natural resources or other assets 
controlled by the national authorities and (ii) the investment, national or company 
relies upon in establishing or acquiring a covered investment)’을 말한다.

54)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투자인가란 ‘일방체약국의 외국인투자 권한당국이 
타방체약국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또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한 인가

(an authorization granted by the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of a party to a covered 
investment or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Party)’로써 정의되고 있다.

55) 이는 1992년 미국 투자협정 모델의 방식이다. 1991년 모델까지는 투자협정이나 
투자계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 다. Kenneth. J. 
Vandevelde,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 Second Wave,” 14 Mich. J. Int'l 
L. 621, 655(1993).

56) UNCTAD(1998),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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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을 갖기 위해서는 주장되는 MAI 협정 위반이 투자자나 투자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원인으로서 상관관계가 있어야만 한다.57) 나아가 제D조는 

투자자에 대한 향은 물론 설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투자자의 모든 권리

에 적용된다.58) 환언하면 이는 투자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제D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투자

인가와 관련한 분쟁도 포함시키고 있다.

b. 다른 체약당사자국의 투자자는, 일방 체약당사자국이 당해 투자자가 투자

의 설립을 得하거나(establishing acquiring) 투자를 현저히 확대함에 있어 근

거가 된 ㈀ 특별히 당해 투자자나 투자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투자

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나 ㈁ [제반사항]에 관한 권리를 부여한 서면약

정(a written agreement)을 통해, 자기가 특정 투자에 대해 갖는 제반 의무와 

관련된 모든 투자분쟁도 제D조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59)60)

일반론으로 위의 분쟁유형을 규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인가’에 관하여 예민한 

경제정책상 이유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투자인가를 강제할 만큼의 필요성이나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적 모델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분쟁의 대상을 수용의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첫 번째나 두 번째 유

형, 또는 이를 통합한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57) 제V장 제D.1.a조에 대한 주석 1.
58) 제V장 제D.1.a조에 대한 주석 2.
59) 제V장 제D.1.b조.
60) An investor of another Contracting Country may also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article any investment dispute concerning any obligation which the 
Contracting Party has entered into with regard to a specific investment of the investor 
through:
ⅰ. an investment authorization grant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specifically to 

the investor or investment,
ⅱ. a written agreement granting rights with respect to [categories of subject 

matters]
on which the investor has relied in establishing acquiring, or significantly 

expanding a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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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중재의 당사자

가. 중재신청적격

국제중재를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본인

이 국제중재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반대로 투

자유치국이 투자자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투자협정의 분쟁해결규정에서 반드시 투자자만이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에 비추어 보아서, 법이론적으로는 투자유

치국도 국제중재의 신청인이 될 수는 있다. 실제로 ICSID 중재 중에 그런 사

건이 최소한 한 건이 있다고 한다.61)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분쟁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경우

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각국의 투자협정 체결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적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서 인정될 수 있다. 즉, i) 투자자 본인이 제소하는 경우, ii) 투자자가 현

지법인을 대위하여 제소하는 경우, 그리고 iii) 현지법인이 직접 제소하는 경우

이다. 처음 경우는 아마도 누가 투자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투자’

인지에 따라 판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세 번째의 경우, 즉 현지법인에게 직접 제소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최근 미
국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에서 발견된다. 앞서 지적한 미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협정도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보호측

면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현지법인에 의한 제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응소부담의 증가, 그리고 해외모기업과 현지법인의 중복제소 우려 등의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로벌라이즈화 되는 세계경제 하에
서는 국내법인과 외국현지법인을 국내법절차상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매

우 힘들다는 전제 하에서는 외국현지법인에게 직접제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실무운 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방식, 즉 외국모기업이 현지법인을 대위해서 제소권을 갖

는 선에서 협정이 마련되는 것이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마지

막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NAFTA에서 채용한 방식이며, 

61) UNCTAD(1998), p.90, note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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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최근 멕시코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모델을 수용한 

바가 있다. 이 방식은 우선 우리 국내법 체제 안에 속한 국내기업과 외국현지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면서 외국 투자자의 보호수준은 현지

법인에 제소권을 주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유치국과 투자국의 이해를 조절하는 타협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갖는 현실적 함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한국-멕시코
간 협정 제8조 제1항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 으며, 이로 인해 그 

기업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 다는 주장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투자

는 이 절하에서 제소할 수 없다(... an investor of a Contracting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An investment may not make a claim under this Part.).

우선 투자자인 외국모기업은 현지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소

유의 개념은 50% 이상의 주식이나 회사지분을 보유하느냐가 그 기준이 될 것

으로 보이지만, ‘통제’의 개념은 구체적 회사내 지배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통제’ 개념에 입각한 

제소권의 대위행사인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제소

의 원인을 제공하는 손실 내지는 손해의 발생여부는 위 조문 하에서는 현지법

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실/손해 전보를 위해서는 위 

조문에 기한 제소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손실/손해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서도 현지법인에게 발생한 손실/손해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투자

(investment)는 이 절하에서 인정되는 제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투자자와의 중복제소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절하에서”

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각 
협정에 특수한 개별적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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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국적

앞서 본대로 어떤 기업이 해외투자자와 관련성을 갖는 외국현지법인인 경우

에 그 기업의 국적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바로 중재신청의 적격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 기업이 실제로 투자자가 속한 국적기업이라면 중재신청인 적격
에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투자자와 자본관련성을 갖지만 법률적으로 투자유

치국 국적을 갖는 기업이라면 현지법인이 되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관련규정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재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쉽

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은 설립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업지, 대다수 

사원의 국적지, 대다수 경 진의 국적지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기준에 의

한 국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이나 ICSID 체제 하에

서 설립지가 기업의 국적을 정하는 기본적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관철할 

경우 투자유치국과, 유치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타방국가 국민에 의

해 소유된 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기업으로 간

주되어 동 기업은 ICSID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62)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ICSID 협약 제25조 제2항 (b)63)는 ICSID 중재
를 위해, 양국이 분쟁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은 때에 외국의 지배(foreign 

control)64) 때문에 당사국들이 그 기업은 그 국가의 기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고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5) 상당수의 투자협정이 이러한 내용에 

62) UNCTAD(1998), p.98.
63) Article 25
2. (b)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64) Société Ouest Africainedes Bétons Industriels(SOABI) v. State of Senegal(ICSID 
Case No. ARB/82/1)에서 중재재판부는 ‘foreign control’은 최종적인 지배(’ultimate 
control')를 의미한다고 하 다. 즉. 세네갈에서 설립된 SOABI의 유일한 주주는 파나마회
사이고(파나마는 동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었다) 동 회사가 벨기에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
우(벨기에는 동 협약의 체약국이었다)에 ICSID는 벨기에가 체약국인 관계로 재판권이 
있다고 하 다.

65) 동조에 대한 선도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Amco Asia Corporation(et al.) v. 
Indonesia(ICSID 1985)와 Vacuum Salts Products Ltd. v. Ghana(ICSID,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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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조항을 두고 있다.66)

외국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당사자가 ICSID 중재에 

따르기로 동의한 날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날에 외국의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느 당사

자나 동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실제 Vacuum Salt products Ltd.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67)에

서 Ghana 정부는 동의가 이루어진 날 Vacuum Salt사가 실질적으로 국내회사

음을 들어 ICSID 중재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ICSID 중

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동의는 단지 동의가 이루어진 날 당사자 회사가 외국의 

지배 하에 있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성립하게 할 뿐이다. 단, 동의 체결일 이

후에 외국의 지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상태가 변경되

어도, 즉 당사자 기업이 당사국 또는 심지어 비가맹국에 매각되거나 타 기업
과 합병된다 해도 당사국 또는 당사자 기업이 이를 들어 일방적으로 동의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ICSID 중재시 ICSID 사무국장은 동의 당일 당사자회사

가 외국의 지배 하에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 회사는 동일성

(identity)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68)

“당사자간의 동의가 ICSID 중재의 기초”가 된다는 공식적인 견해69) 때문에 

동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회사가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는 입론도 가능해 보이지만, Société Ouest-Africane des Bétons 

(SOBAI) v. The Republic of Senegal 사건70)에서 ICSID는 다른 가입국의 국

적을 가진 법인인지 여부는 ICSID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71)

ICSID 협약의 규정은 ‘foreign control’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

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투자협정, 특히 국이 체결한 다수의 투자협정은 

UNCTAD(1998), p.98.
66) UNCTAD(1998), p.98.
67) ICSID Case No.ARB/92/1 (Nathan, p.90, note 53에서 재인용).
68) Nathan, pp.90-91.
69)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s on the Convention of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para 23.
70) 17 Y. B. Com. Arb. (1992) (Nathan, p.91, note 57에서 재인용).
71) Nathan,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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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과반수의 소유’를 요구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72) 후자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전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투자기업에 있어 지분의 과반수는 내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지만 

합의 기타에 의해 경 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는 경우이다.73)

이에 비해 미국이 체결한 최근의 투자협정은 이러한 요건을 다소 완화시키

는 듯하다. 예컨대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협정(1991) 제7조 제8항은 “동조 제
3항 상의 중재에 있어, 일방 당사국 또는 그 하부조직의 법률이나 규정에 기

해 설립되었고 분쟁을 야기한 사건(들) 직전에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기업

의 투자 던 기업은 ICSID 협약 제25조 제2항 ⒝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이나 기업으로 취급된다”74)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investment)’를 ‘소

유’라는 개념에 국한시키지 않는 한 이는 전술한 투자협정들보다는 넓게(해석

하기에 따라서는 ICSID 협약보다도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75)

어느 형식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이는 중재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지배(control)’나 ‘투자(investment)’

라는 개념보다는 ‘소유(ownership)’ 또는 ‘과반수주식(majority shares)’이라는 개

념 사용이 분쟁의 소지를 작게 할 수는 있다.

4. 국제중재기관의 관할권

국제중재기관 중에서 투자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은 바로 

72) 반면 리투아니아와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9조는 ‘control’을 사용하여 ICSID 규
정과 동일하다.

73) Broche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I Recueil des cours 358-361(1972). (Dolzer and 
Stevens, p.143에서 재인용). Vacuum Salt Products Ltd.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ICSID Case No. ARB/92/1)에서는 국내에서 설립되고, 외국인지분이 20%이
며 외국인투자자가 경 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ICSID 협약 제25조 ⑵ ⒝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다.

74) Article 7
(8) For purpose of an arbitration held under paragraph 3 of this Article, any 

company legally constitut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a Party or a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but that,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event or 
events giving rise to the dispute, was an investment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shall be treated as a national or company as such of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2)(b) of the ICSID Convention.

75) Dolzer and Stevens,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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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임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ICSID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대 투자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관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

한 바대로, 투자자 소속국과 투자유치국이 ICSID 협약의 당사국일 것을 요하

며, 당사자적격을 가진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이면서 동시에 ‘투자에 

관한 법적분쟁’일 것을 요한다. 동 협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에 추가하여 

ICSID가 관할권을 갖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ICSID의 관할권에 동의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는 이 관할권의 ‘동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근에는 투자협정에서 

ICSID 중재 이외에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중재나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

를 선택할 수도 있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이 중재기관이 관할권을 갖는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동의(Consent)

결국 상호동의가 없으면 ICSID의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동의’를 이루

어내는 방식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투자유치국이 자국

의 투자촉진법령에 동의를 규정할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는 외국투자자에게 

투자에 관한 분쟁을 ICSID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식의 국내법규
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국내규정은 투자분쟁을 ICSID 중재에 회부하자는 

“청약”이 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승낙”할 수 있다. 이러한 승낙은 단지 “청

약”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름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여개 국이 국내법에 

ICSID 중재에 대한 일방적 회부조항을 두고 있다고 한다.76) 둘째, 투자협정과

는 별개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합의문서에 ICSID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실제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은 투
자협정에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투자협정례를 보면 단순히 ‘이에 동의한다’는 식의 규정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투자협정이 동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관할

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77) 따라서, 투자협정상 동의에 관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면 히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78)

76) Dolzer and Stevens, pp.131-132.
77) A. Broche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Arbitration of Investment 

Treaties,” J. Schulsz and A. J. van den Berg(eds.), The Art of Arbitration: Liber 
Amicorum Pieter Sanders(1982), p.63. (Sornarajah, p.267에서 재인용).

78) ‘동의’에 관한 규정의 유형에 관하여는 UNCTAD(1998), 1998, p.94 및 Dol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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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유치국이 ICSID 중재에 ‘동의하여야 한다(shall consent)’라고 규정

할 수 있다(<예 6> 참조).

<예 6>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6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역의 체약당사국은, 

국내의 모든 행정적 및 사법상의 구제를 소진한 후에, 중재재판 또는 조정을 위하여 
1965년 3월 18일자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
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에 동 투자에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을 회부하고자 하

는 동 국민의 요구에 동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표현은 ICSID는 차후 당사국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관할권이 없
고,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투자협정상 위 조문 위반이 되어,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9) 따라서, 협정의 용어선택에 

따라 얼마나 미묘한 법적효과면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동의는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합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

는 투자유치국이 협정당시에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0)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간 협정 제8조 제3항81)

이 이에 해당하는 예로 보인다(<예 7> 참조).82)

and Stevens, pp.132-136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79) Dolzer and Stevens, p.134; UNCTAD(1998), p.94.
80) UNCTAD(1998), p.94.
81) Article 8
3. If any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6) months from the date either party 

requested amicable settlement, it shall, by agreement of parties to the disputes upon 
request of either the investor or the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stablished by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l8 March l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82) UNCTAD(1998),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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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간의 협정

제8조 제3항
어떤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

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
턴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수 있다.

 

위 예문도 역시 일방이 ICSID 중재 합의 요청을 하면 타방이 이에 합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무가 발생할 뿐 바로 ICSID 중재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셋째, 동의와 관련하여 가장 약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으로서, 투자유치

국이 분쟁이 ICSID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투자자의 주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만 규정하는 것이다.83) 이 경우는 명백히 ICSID 중재에 관한 별도의 개별적 

합의 없이는 제소가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의에 관한 규정들은 사후 그 해석 때문에도 별도의 분쟁을 불

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ICSID 중재를 양당사국이 선호한다면 이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최근 투자협정의 추세이기도 

하다.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나이지리아간의 협정 제8조와 

같이 분쟁이 ICSID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shall be submitted: est soumis)고 

규정하기도 했고,84) 예컨대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간의 협정 제9조와 같이 투

자자가 분쟁을 ICSID 중재에 회부할 ‘권리가 있다’(shall be entitled)고 규정한 
투자협정도 있다.85) 그러나 우리나라와 국간의 협정 제8조86)와 같이 명확하

83) 케냐와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11조(The Contracting Party ...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 request on the part of such national to submit ... any 
dispute ...)가 그러하다(Sornarajah, p.268에서 위 조문 인용).

84) Dolzer and Stevens, p.134.
85) Dolzer and Stevens, p.135.
86) Article 8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any legal dispute 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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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중재회부에 동의한다(consent to submit)”는 규정방식이 최근에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87)(<예 8> 참조), 또한 가장 오해의 소지가 없고 바람직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예 8>

․대한민국과 국간의 협정 

제8조
1965년 3월 18일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

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동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간에, 후자가 전자의 역 내
에서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법적 분쟁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

제본부(이하 “본부”라 함)에 부탁할 것을 이에 동의한다.

참고로, MAI 초안 제D장 제D.3조에서는 각 체약당사자가 동조에 따른 국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무조건부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소위 “추가적장치(Additional Facility)

이다. ICSID 중재는 당연히 투자분쟁의 양당사국이 모두 ICSID 협약 체약국일 

때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투자협정의 일방당사국만이 ICSID 체약국인 경우에도 

ICSID 중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ICSID는 1978년에 ‘추가적장

치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을 도입하 다.88) 그 이후에 체결된 투자협정 
중 일부는 이 추가적장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로 이를 애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9) 특히 미국과 불가리아간의 협정(1992)에서는 불가리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latter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87) Dolzer and Stevens, p.135.
88) Rules Governing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Additional Facility Rules) Article 2 Additional Facility

The Secretariat of the Centre is hereby authorized to administ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proceedings between a State (or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State, falling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for the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which are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because either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r the State whose national is 
a party to the dispute is not a Contracting State; 



2001. 9.] 國際投資紛爭의 解決 113

아가 워싱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ICSID 중재에 대한 동의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 경우는 워싱턴 협약 가입을 정지조건으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ICSID 중재제소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남아공간

의 협정 제8조 제4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3항 가호에 언급된 협약의 당사

국이 아닌 기간 중에는, 분쟁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사무국의 소송절차관리

에 관한 추가 의정서상의 규칙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제기관/절차의 선택

초기의 투자협정과 유럽국가들이 주도한 투자협정 중 투자자 대 정부 분쟁

규정은 ICSID 중재에 대한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ICSID 중재 이외에 아래 예문90)과 같이 분쟁해결기관과 절차를 선택할 수 있

게 하고 있다(<예 9> 참조).91)

<예 9>

․대한민국과 벨루루시간 투자협정

제8조 제2항
투자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분쟁을 다음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가. 투자가 이루어진 역 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나.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다. 분쟁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 중재재판소

89) 미국 투자협정 모델 제9조 제3항 (a) 참조.
90) Article 8
2. ... the investor may submit the dispute, at his choice, for settlement to:
(a) the competent court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investment has been made; or
(b)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or

(c) an ad hoc arbitral tribunal which,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91) UNCTAD(1998), p.95; Dolzer and Stevens,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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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투자협정모델 대안(Alternative) 제8조는 여기에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Th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을 추가하고 있다.92)

국내법원을 선택가능한 분쟁해결절차로 규정하는 것은 앞서 국내구제절차의 

소진원칙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하 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는 생략한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ICSID 이외의 다른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다른 국제중재는 그 성질상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기관중

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이다.

기관중재 중에서 유명한 것은 국제상공회의소, 런던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

ciation: AAA)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도 그것이 상업적 분쟁인 경우에는 이런 국제상사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사

용하는 빈도가 늘어감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 정도의 국제상사중재의 추세

를 돌이켜보면 사실 ICSID는 예상보다 덜 사용되고 이런 기존의 국제상사기

관중재가 더 자주 사용되었다. 이는 투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과거 ICSID 중재판

정이 몇 차례 취소(annulment)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종국성에 의

심을 갖게 된 점,93)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상공회의소 기타 유명한 국제상사중재기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 점, 1990

년대 초반 동유럽이나 남미국가들이 투자협정을 다수 체결하 는바, 이들 국

가들은 ICSID 협약 비준국가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다.94) 이에 반하여 국제상

공회의소와 같은 국제중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지난 수십 년간 처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상사중재규칙을 정치하게 발전시켰으며, 더욱이 국제상사중재를 전

문으로 하는 중재인의 풀(pool)을 확보하면서 전문적이면서도 탄력적인 분쟁해

92) 대한민국과 카타르간의 협정 제8조 제2항은 ICSID와 국내법원, 특별중재재판소
만을 열거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칠레간의 협정 제8조 제2항은 ICSID와 국내법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93) 몇 개의 ICSID 중재판정, 예를 들어 Klockner Gmbh.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ICSID Case No. ARB/81/2), AMCO Asia Corp. v. Republic of Indonesia(ICSID 
Case No. ARB/81/1)이 취소절차(annulment procedure)에 의해 취소되었는데, 이는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ornarajah, p.267. 실제로 Klockner 사건에 있어 두 번
째 중재재판부의 결정은 첫 절차가 개시된 뒤 무려 9년 뒤에 부여되었다.

94) UNCTAD(1998),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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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차를 운 하여 오고 있다. 다만, 이들 기관중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투자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또 다른 국제중재의 형태는 바로 수시중재(ad hoc arbitration)이다. 이 수시

중재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국제중재에 의하기로 합의는 하되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특정한 중재규칙을 정하지는 않고 특정 개인이나 중재판정

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앞서 예문에서 보듯이 수시중재
를 투자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선택할 때에는 주로 UNCITRAL의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로 투자협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투자협정에서 이 

UNCITRAL 규칙을 그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수시중재의 장점은 당사자들의 기호에 맞게 중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 물론 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만드는 작업이 시간을 상

당히 요하는 작업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선호된다. 특히 UNCITRAL 규칙은 

UN 산하기구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이해를 주로 대변한다고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회피하는 다른 기관중재규칙에 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반 상사분쟁에 비하여 국가가 일당사자가 되는 투자분쟁의 경우에 

수시중재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ICSID를 제외한 일
반상사중재기관은 사당사자간의 분쟁을 주로 염두에 두고 규칙을 마련,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들, 예를 들어 공공정책 또는 주권의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여러 측면에서 양당사

자에게 공평한 절차를 도출하되 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규칙을 그 사

건에 맞게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95) 실제로 투자관련 수시중재 중에서 가
장 유명한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에서는 UNCITRAL 규칙을 그 사

건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용한 예가 있다.

물론 수시중재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시중재는 양당사

자간에 절차에 관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

다는 점이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세세한 측면에까

95)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 Sweet & Maxwell(1999),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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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합의를 하려 들지 않을 때는 기관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절차를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MAI 초안96)은 제V장 제D.2조에서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첫째, 당해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any competent court)이나 행정심판기
관(administrative tribunals)
둘째, 당해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셋째, 다음 4가지 중재규칙중 하나에 의거, 제D조에 따른 중재
⒜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이용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동 협약

⒝ ICSID의 Additional Facility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추가해결장치
⒞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이하 UNCITRAL))에 의해 공표된 중재규칙, 또는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칙.

분쟁해결절차의 선택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것은 투자협정에서 당사국

이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선택

권은 사인인 투자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는 투자협정의 당사자

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개별 투자계약에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투자유치

국은 투자협정에만 기해서 투자자를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97) 

실제 협정들을 보면 ⑴ 국처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되 일정기간 내에 합의

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면청구에 의해 UNCITRAL의 중재규칙에 의한

96) MAI 초안은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대해 제V장 제D.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자들이 각기 
선임한 1인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선임된 제3중재인 등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제3중재인이 의장중재인(the presiding arbitrator)이 된다. 둘째, 중재청구가 부탁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 그때까지 임명되지 못한 중재인
(들)은 분쟁당사자 일방의 요청으로 선임당국(the appointing authority)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ICSID 협약, 추가적장치나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따른 경우에
는 ICSID 사무총장이,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에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그
러한 선임당국이 된다.

97) UNCTAD(199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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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는 경우와(투자협정 모델 Alternative 제8조: 국과 체코간의 협정 

제8조) ⑵ 미국처럼 합의가 없는 한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투자

협정 모델 제9조 제3항: 미국과 아르메니아간의 협정 제6조 제4항)가 있다.9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협정 제8조 제4항은 ‘분쟁절차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되, 분쟁의 중재 회부 서면 통보일로부터 3월간 상기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동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본

부(ICSID)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하에서는 선택규정

이 있다고 하여도 당사국들간에 일단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타중재기관을 이

용하는데 별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ICSID 중재가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향후 체결할 투자협정에서 분쟁해결기관/절차에 관한 선택조항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체약상대국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각국마다 국내법원 등 구제절차의 중립성, 신속성 등이 다를 수 

있고,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절차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그 

국제기관에 의한 중재결정 등이 국내에서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는 체약당사

국이 특정조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와 그 나라 국내관련법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후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 적용법규

일반적으로 중재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규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

다. 우선 중재절차를 결정하는 절차법과 사건의 실체적 해결에 적용되는 실체

법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분쟁의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법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분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

니다. 다만 절차법에 관하여 약간의 특징적인 면을 간단히 살펴보고 일반적으

로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으로 지칭되는 실체법(substantive 
law)의 선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절차법

절차법의 경우는 중재가 기관중재인가 아니면 수시중재인가에 따라 큰 차이

98) Dolzer and Stevens,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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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물론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절차법에도 적용되지만, 기관중재의 경

우에는 ―ICSID나 다른 상사중재기관의 경우를 막론하고― 그 기관이 자체적

으로 규칙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관중재에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그 기관의 절차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그 자체 규칙을 배제 또는 수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ICSID

나 ICC 중재를 선택하면서 중재규칙은 UNCITRAL 규칙에 의하기로 당사자간
에 합의할 수 있다. 수시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자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법(lex arbitri)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다.99) 따라서, 준거법의 선택에 못지 않게 중재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시중재의 경우에도 UNCITRAL 규칙에 합의할 

수 있으나, 그 중재규칙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결국 중

재지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절차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100)

(i) 분쟁이 중재가능한 사안인지의 여부101)

(ii) 중재를 제기하는데 적용되는 시한
(iii) 보전처분

(iv) 중재절차의 진행, 특히 증거법칙

(v) 중재인의 권한범위

(vi) 중재판정의 형식과 유효성

(vii) 중재판정의 종국성

나. 준거법

일반적으로 준거법이란 분쟁에 적용되는 실체관계법을 지칭한다. 당사자의 

99) 물론 소위 de-localization theory에 의하여 중재지와 다른 나라의 절차법을 지정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실무상 드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pp.89-92. de-localization theory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Stephen J. Toope, Mixed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tius Publication(1990), 
pp.17-99 참조.

100)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p.80.
101) 이 문제는 투자분쟁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법적분쟁”이라는 별도의 논의가 

있음은 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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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투자관련분쟁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투자분쟁은 국가 대 투자자간의 분쟁인데 투자협정의 당

사자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협정과는 별도로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서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것이 그대로 분쟁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투자협정에서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에는 투자자가 이에 아무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묵시적 동

의, 또는 가장 실체관계에 관련이 있는 법으로서 준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다. 대한민국과 스페인간의 협정102)에서 볼 수 있는 법의 선택조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예 10> 참조).

<예 10>

․대한민국과 스페인간의 협정 

제9조 제3항 
중재는 다음을 기초로 한다.
- 이 협정의 조항
-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국내법과 법적 분쟁에 관한 규정
- 국제법규 및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 원칙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의 유형으로는 국내법, 국제법, 법의 결합
(combined laws), 만국법(transnational law), 그리고 형평과 양심(equity and 

good conscience)을 들 수 있다.

우선, 당사자들은 국내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은 준거

법으로 자국 국내법을 선택하기를 선호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서 국내

법이라 함은 한 국가의 법체계(legal system)를 통칭하는 것으로 개별 실정법 

뿐만 아니라 전체 법체계를 구성하는 헌법, 법률, 하부 규정 기타를 모두 총괄

102) Article 9
3. The arbitration shall be based on:
-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was 

made, including the rules relative to conflicts of law;
- the rules and the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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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치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그 국내법은 그 주권국가의 수

하에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지배가능하며 극단적으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법을 준거법으

로 합의하는 대신에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로 애용되고 있다.

첫째는 소위 안정조항(stabilization clause)의 도입이다.103) 이는 유치국의 국
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되 그 국내법이란 합의당시의 국내법을 말하고 사후 

이를 변경한 것은 준거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는 준거법 합의 당시에는 어느 정도 대등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 발생 이전에는 한 국가의 국내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소위 “concurrent law”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다. 이는 국내법을 적용하되 그 국내법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거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준거법이 국내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 국제법상 제약을 받게 하는 것

이다. ICSID 협약 제42조104)에 의하면 법의 선택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가 없

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법률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지만, 위 조문의 법률적 의미는 결국 “concurrent law”방식을 채
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05)

이에 대해서 ICSID에 의한 중재의 경우 국내법의 배타적 적용이 있기 위해

서는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투자유치국의 법률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는 견해106) 역시 같

은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103)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p.102.
104) Articl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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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pp.104-105.
106) Nathan, p.70, p.164 (Amco Asia Corporation, Pan American Development 

Limited and P.T. Amco Indonesia v. Republic of Indonesia(ICSID Case No. ARB/81/1)
사건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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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선택될 수 있는 준거법은 바로 국제법과 그 일반원칙이다. 투자유

치국과는 달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준거법으로 국제법을 선호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국제법은 투자유치국의 자의에 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만, 국제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실무상 곤란함이 있음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우선, 국제법의 실체 자체가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고 국내법과 달

리 모든 형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세부규범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무엇이 적용가능한 국제법이냐라는 국제법을 찾아내

는 것부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으로 국내법의 문

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형태인 “concurrent law”방식이 국제법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세 번째 가끔씩은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없을 때 

양국법을 모두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형태의 법의 
선택 조항은 주로 “양국법에 공통적인 법원칙(principles common to A law 

and B law)”이라는 조문 형식이다. 실제로 국해협 터널공사와 관련한 국

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은 준거법으로 이런 결합법(combined law)을 

선택하고 있다.107) 이는 양국의 명분상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만을 준거법으

로 선택하는 것이 합의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위와 

같은 결합법은 양국법간에 공통분모와 차이를 색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

문에 법의 선택조항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만국법(transnationa law)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역

시 그 개념에 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 때문에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형평과 양심을 준거법으

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중재부가 “amiable compositeurs”로서 사건을 비법률

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다.
앞서 논의는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

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준

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는 소위 법의 선택(choice of law)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ICSID 중재와 다른 기관중재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ICSID 중재의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

면 분쟁의 당해 국내법과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해석에 

107)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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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도 앞서 보았다. 이에 반해 ICC나 LCIA와 같은 기관중재규칙들과 

UNCITRAL 중재규칙, 그리고 UNCITRAL 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108)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준

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사건과 가장 접한 관련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섭외사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지에 관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중재판정부
가 섭외사법 원칙과는 상관없이 가장 접한 관련성을 갖고 분쟁의 해결에 가

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중재법도 이와 같은 맥락의 준거법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109)

참고로 MAI 초안 제V장 제D.14조에 의하면 ① MAI 협정에 따른 의무의 위

반과 관련된 법적 분쟁사항들은 국제법의 적용규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는 

본 협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②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투자인가나 서면
약정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분쟁사항들은 당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규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분쟁사항들은 

(당해 분쟁 체약당사자의 국제사법상의 규칙을 포함한) 동 체약당사자의 법, 당

해 인가나 약정을 규율하는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ICSID 협약 제42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재판정이 승소당사자를 위

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완

108) Model Law의 전문은 http://www.uncitral.org/english/texts/arbitration/ml-arb.htm 
참조.

109) 중재법 제29조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

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4. 7]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

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去來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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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한 내용의 중재판정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

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협정들에서는110)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투자자는 예외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한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ICSID 협약은 제53조111)와 제54조에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4조112)는 모든 체약국이 ICSID에 의한 

모든 중재판정에 구속되며, 그 판정에 기해 과해진 금전상의 의무를 자국법원

의 종국판결과 같이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13) 그러므로, 투자자가 ICSID 

중재를 선택한다면 이에 의한 결정은 동 조약에 가입한 어떠한 국가에서도 집

행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ICSID 중재 이외의 구제수단이 협정상 보장

되어 있고, 그가 다른 국제중재를 선택하 다면, 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당연히 ICSID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욕 협약이다. 따라서, 두 가지 협약상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ICSID 협약 제52조114)상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110) 대한민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그러하다.
111) Article 53
1.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ward except to the extent that 
enforcement shall have been stayed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112) Article 54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A 
Contracting State with a federal constitution may enforce such an award in or through 
its federal courts and may provide that such courts shall treat the award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the courts of a constituent state.

113) 동 협약에 의하면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는 특별위원
회에 의해 집행의 정지가 가능하고(제52조), 집행법원은 해당국가가 지정한 법원이 된
다(제54조).

114) Article 52
1.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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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별도의 ICSID 산하 중재판정부에 의한 것이며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115) 따라서, ICSID 중재판정은 위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도 없으며, ICSID 협약당사국은 이

를 국내법원에서 승인,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별도로 협약상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런 점에서 ICSID 중재판정의 집

행력은 무조건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뉴욕협약은 외국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

항은 담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협약상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동 협약 제5조 제1항은 중재합의

의 무효, 적법절차의 무시 또는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부 구성의 위법, 그리고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여 집

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 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안이 자
국법상 중재사안이 아닌 경우와 자국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이 ICSID 중재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물론 ICISD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협약은 상사관계에 관한 외국중재판정이면서 그 중재가 협약당사

국내에서 행해진 경우116)에는 적용될 수 있으며, ICSID 중재판정이 대부분 이

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ICSID 중재판정의 승소
당사자는 판정의 집행국이 ICSID 체약국인 이상 뉴욕협약을 원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바로 ICSID 협약 제53조와 제54조에 의한 집행을 시도할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고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만 투자관련 국제중재의 집행에 관하여 뉴욕협약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

다.1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장치(Additional Facility) 중재 규칙에 의하는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115) 물론 제52조상의 중재판정취소의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조 제5항에 기

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이 정지될 수는 있다.
116)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몇몇 투자협정 ―예를 들어 미국 투자협정 모델 

제9조 제5항 및 이에 기한 일련의 협정들― 에는 중재결정이 뉴욕조약 체약국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TAD(1998),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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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ICSID 협약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동 규칙 제3조) 뉴욕협약의 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지를 뉴욕조약의 체약국에 한정하고 있다(제20조).

다만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에 반하여 실제로 판정을 강제집행(execution)하는 것을 집행판결 받는 것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욕협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색이다. ICSID 

협약 제54조 제3항118)은 중재판정의 강제집행(execution)은 이를 행하고자 하
는 국가 내에서 효력이 있는 판결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판결이 협약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부여된 이후에도 실제

로 그 판정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국의 실정법에 따른 제약이 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재의 강제집행(execution)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이 주권

면제이론이나 국가행위이론에 의해 배제되는가이다. ICSID 협약 제55조119)는 

동 협약상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이 당사국의 주권면제나 국가행위

론에 관한 실정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LETCO 사건120)에서 미국법원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집행판결이 

내려지고 그 집행판결에 따라 실제 리비아정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에 관한 법률(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에 기해서 강제집행명령(execution order)을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사
례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121)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벨루루시간의 협정 제 8조 제4항122)은 이에 대해 명문으로 

117) Nathan, p.61.
118) Article 54
3. Execution of the award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judgements in force in the State in whose territories such execution is sought.
119) Article 55
Nothing in Article 54 shall be construed as derogating from the law in force in 

any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immunity of that state or of any foreign state from 
execution.

120) Liberian Eastern Timber Corporation (LETCO)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beria, 650 F. Supp. 73 (S.D.N.Y. 1986) (Nathan, p.62, note 31에서 재인용).

121) UNCTAD(1998), p.98.
122) Article 8
4.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party to the dispute shall at no time whatsoever 

during the settlement procedure 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llege as a defenc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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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국이 ICSID 협약이나 뉴욕협약 등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중재결정을 집행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결정이 투자협정의 양당사국에서 집행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회피하기 위해 몇몇 투자

협정은 각 당사국이 자국 토 내에서 중재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기

도 한다. 이에 대한 변형으로 자국의 토 내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방식도 있다.123) 따라서 이 경우 자국법의 중재집행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가가 집행에 결정적 향을 주게 된다.

참고로 MAI 초안 제V장 제D.18조에 의하면 ① 중재는 뉴욕협약의 체약국

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② 제D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

조의 목적상 상사관계 또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고 ③ 각 체약국

은 제D조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을 통해 부과된 금전채무(pecuniary 
obligation)의 집행에 관해 규정(provide for)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앞서 제기한 중재의 당사국이 ICSID 협약과 뉴욕협약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Ⅳ. 국가간 분쟁해결

이제 투자분쟁해결의 또 다른 유형인 국가 대 국가 분쟁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조항과 정부간 분

쟁해결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분쟁해결절차간

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중복제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협정들은 일단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관할권 부재결정이 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중복적으로 동일 분쟁에 대하여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124) ICSID 협약 제27조 제1항125)에

immunity or the fact that the investor has received compensation under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the whole or part of the incurred damage or loss

123) UNCTAD(1998), p.98.
124) UNCTAD(1998), p.99.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과 국간의 협정 제8조 제2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연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정면으로 배제한 것이냐에 관한 해석상 불일치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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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경우 투자유치국이 중재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모국은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MAI 초안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투자자가 통합안 제V장 제D조

에 따라 투자자 대 국가간 중재에 회부하 거나 회부하기로 동의한 분쟁에 대

해서는 제C조에 따른 국가 대 국가간의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타방 체약당사자가 투자자 대 국가간 당해 분쟁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서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당해 투자자의 청구

가 중재판정부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제V장 제C.1.b조). 이 규정은 ICSID 협약 제27조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결국은 국제중재에 의하여 해결되기 때문에 국가 대 

투자자간 분쟁해결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는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구별되는 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 대 투자자간 분쟁해결과 다른 점만 몇 가지 지적하기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규정과 같거나 비슷한 규정

이 투자협정에서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우선 협상의무 측면에서도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MAI 초안 중 관련 조문을 소개하자면,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그들간에 MAI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협의를 개시하자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를 개시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자는 자신이 협의를 요청하고 타방체약당사자

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그러

한 체약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126)

② 상술한대로 합의에 실패한 경우, 분쟁 체약당사자들은 합의(agreement)를 

왜냐하면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은 정식 분쟁해결절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25) Article 27
1. No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diplomatic protection, or bring an international 

claim, in respect of a dispute which one of its nationals and an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consented to submit or shall hav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unless such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have failed to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award rendered in such dispute.

126) 제V장 제B.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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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약당사자단(Contracting Parties)에게 이 문제를 검토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분쟁 체약당사자들에게 권고(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deliberations)를 종결해야 한다.127)

③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문제에 대해 상호간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자신들이 합의한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주선(good offices), 중
개(mediation) 또는 조정(conciliation) 등을 이용할 수 있다.128)

국가간 분쟁해결의 대상범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협정은 국가

간 분쟁해결규정이 당사국간에 투자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규정

은 협정상 의무나 해석과 상관없는 ‘투자’에 관한 분쟁이기만 하면 분쟁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국가간 분쟁해결규정의 적용 역

이 보다 제한적임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모국 정부가 나서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다.129) 참고로 MAI 초안은 협약 위반(contravention of this Agreement)에 관

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V장 제C.1.a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기관중재는 적

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은 대부분 수시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수시중재이기 때문에 국가간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인의 선정, 중재절차규칙의 채택 등 어려운 실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수

시중재에서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규칙에 합의했다면 가장 어려운 절차적 고

비는 다 넘은 것으로 간주해도 될 만큼 이 두 가지 문제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 두 가

지 문제는 앞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중에서 수시중재의 맥락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를 점이 없고, 투자분쟁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

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30) 중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절차는 

127) 제V장 제B.2조. MAI 분쟁해결절차상 ‘다자간 협의’(multilateral consultations)
라 함은 이와 같이 체약당사자단에 의한 당해 분쟁의 심의 및 권고 등의 제반 절차로 

이해된다. 고준성, 다자간투자협정(MAI)안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7
호(1997. 10), 62면.

128) 제V장 제B.3조.
129) UNCTAD(1998),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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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투자협정에서 합의에 의해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거나, 각 당사국인 1

인씩을 선임하고 제3중재인은 당사국의 합의 또는 이미 선임된 두 명의 중재

인이 합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예가 많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된 국제기관 ―예를 들어 ICJ, ICSID, 

또는 ICC― 에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협정례에서도 이런 규정이 많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와 오스트리아간의 협정 제9조 제4항이 그러하다(<예 11> 참조).

<예 11>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간의 협정

제9조 제4항
…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며, 부소장이 임무
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급 재판관이 같은 조건 하에서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MAI 초안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중재재판부의 중재인 3인을 임명해야 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chairman)으로 지정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나 ICSID 사무총장에게 임명을 해주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ICSID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분쟁당사자와 협의하

여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131)

중재절차규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정하

고 그 이외의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UNCITRAL 규칙을 수용, 또는 수정적용하기도 한다. 중
재판정부의 의사결정원칙과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최근의 추세는 만장일치원

칙을 물론이고 다수결원칙까지도 이를 수정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시중재의 경우는 아니지만 기관중재인 ICC나 LCIA 중재의 경우에는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다수의견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이를 

130) 자세한 설명은 UNCTAD(1998), pp.100-102; Dolzer and Stevens, p.124 이하 참조.
131) 제V장 제C.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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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도록 하고 있다.132) 이는 의장중재인보다는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에게 

다수의견이 구성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며, 중재재판부의 합의의 지

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국

가간 중재와 같이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사건에서는 양 당사국이 선정한 중재

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부여

에 양 당사국이 절차규칙으로 합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참고로 미국 투자협정 모델 제10조 제3항은 시간제한 규정을 두어 다

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자료의 제출, 모든 공청회의 개최는 재판장의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서류의 제출 또는 

최종 공청회의 개최일 이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가간 분쟁이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과 다른 점은 전자

의 경우에는 투자협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법의 성질상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투자협정은 국가간 분쟁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협

정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간의 협정 제9조 제3항은 ‘국

제법의 일반원칙, 규칙뿐만 아니라 이 협정 및 양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다

른 유사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른 유사한 협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특이하게 최근에 중국이 체결
한 투자협정, 예컨대 중국과 베트남간의 협정 제7조 제5항은 적용되는 국제법

은 양당사국에 의해 인정된 것(recogniz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투자협정 모델 제8조 제6항도 동일하다. 이는 명

132)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f Arbitration Article 25
1. When the Arbitral Tribunal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arbitrator, an Award 

is given by a majority decision. If there be no majority, the Award shall be made by 
the chairman of the Arbitral Tribunal alon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26
...
3. Where there are three arbitrators and the Arbitral Tribunal fails to agree on any 

issue, the arbitrators shall decide that issue by a majority. Failing a majority decision 
on any issue, the chairma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at issue.

4. If any arbitrator refuses or fails to sign the award, the signatures of the 
majority or (failing a majority) of the chairman shall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reason for the omitted signature is stated in the award by the majority or chai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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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히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조문 형식이다. ‘인정된 것’인지는 주관적인 

판단을 수반하고 따라서, 그 국제법의 내용에는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협정은 다른 법선택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투자협

정 모델 제12조 제5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한다.133) 법의 원칙(principals of law)에 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는 투자협정도 있다.134) 동시에 일부 투자협정은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에 있어 국제법뿐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법률도 적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투자협정은 대부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방식이 있지만, 참고로 MAI 초안 제 V장 제C.6조는 각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있어 자신의 변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중재판정부의 비

용은, 중재판정부가 그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
이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가장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

에 무난하게 채용되는 중재비용 규정이다.

Ⅴ. 대위변제(Subrogation)

일반 민사법상 ‘대위변제’의 개념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

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이 보통인데,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35) 투

자자는 외국투자에 수반되는 정치적, 환율 관련, 기타 재정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를 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투자자의 모국입장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자국기업이 외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국익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133)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간의 협정 제11조 제5항, 우리나라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협정 제9조도 그러하다.

134) 전술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협정 제9조.
135)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1994), 박 사 pp.491-492. Black's Law Dictionary, 

7th(1999, West)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substitution of one party for 
another whose debt the party pays, entitling the paying party to rights, remedies, or 
securities that would otherwise belong to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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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투자자와 그 모국의 이해 합치에 따라 그 모국 정부는 직접 또는 

정부기관이나 직접투자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자(insurer)가 

되어 투자자와의 사이에 보험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만약 부보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자는 위 모국정부 기

관으로부터 보험금 형식으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모국 정부는 그 투자자를 대위하여 투자자가 투자협정

상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권리의 제3자에게로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채무자 ―투자유

치국― 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협정상 대위변제

(subrogation)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에는 이 대위변제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지만, 이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자 모국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대위변제청구권을 행사한 예는 

많지 않다고 한다.136) 이 대위변제 규정은 실제로 투자자 모국이 강대국인 경

우에만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게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 손실보상 등에 응하지 않으면 투자자 모국이 직접 나서겠다는 일종

의 위협으로서 그 기능이 있을 텐데 투자자 모국이 강대국이 아닌 이상 그 효

용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대위변제규정을 가장 선호
할 것 같은 미국은 정작 투자협정에 대위변제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는 미

국은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라는 정부투자기관이 위 

투자위험에 관한 보험을 담당하기 때문에 위 기관과 투자관련 개별계약을 체

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를 투자협정에서 조문화할 실무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위 대위변제규정이 존

재하므로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투자협정마다 대위변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선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와 카타르간의 협정 제7조137) 등 대부분의 규정들

136) Sornarajah, p.274.
137) Article 7
1. If a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makes a payment to its own 

investors under an indemnity given in respect of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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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투자자의 모국이 투자유치국과의 보험/보증 합의에 의해 손실을 보상한 경

우 투자유치국은 투자자가 손실에 관해 그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권리도 투자

자 모국에게 대위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예 12> 참조).138)

<예 12>

․대한민국과 카타르간의 협정
제7조
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역 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
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기 체약국의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전
기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

나.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
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

2. 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중에서 제1항은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보편

적인 조항은 아니다. 다만, 제2항은 어쩌면 당연한 대위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

음에 그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항에서 대위되는 권

리 또는 청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실체적인 권리는 전

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139)

 (a) the assignment, whether under the law or pursuant to a legal transaction in 
that State, of any rights or claims from investors to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and

 (b) that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is entitled by virtue 
of subrogation to exercise the rights and enforce the claims of those investors.

2. The subrogated rights or claims shall not exceed the original rights or claims of 
the investor.

138) UNCTAD(1998), p.88.
139)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간의 협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완전한 지불보상을 

요구한다:
If a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makes payment to the benefit of 

the investor of the Contracting Party under an indemnity give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recognize the assignment to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or its designated agency 
by law or legal transaction, all the rights and claims of the investor to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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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투

자자로부터 그 모국정부에 이전된 권리는 투자협정상 보장된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적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원에의 제소권이

나 중재절차 회부권리가 그대로 투자자 모국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규정하는 협정례도 있다. 또한, 이러한 대위관련 규정은 투자협정상 투

자자 모국에게 인정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권리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투자협정도 있다.140) 문제는 투자협정에 

ICSID 중재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ICSID 중재는 본질적으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위를 통하여 국가가 ICSID 

중재의 당사자가 되면 그 분쟁의 성질이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로 변질

될 수 있고 이는 곧 ICSID의 설립목적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CSID 협약을 초안하는 단계에서 대위에 관하여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
국은 적극적으로 대위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

다.141)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투자협정에서 투자자가 보험/보증에 기하여 보상

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투자유치국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중재 기타 분쟁

해결절차 ―예를 들어 ICSID 중재― 에서 자신의 책임의 면제 또는 감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카타르간의 협

정142) 또는 우리나라와 나이지라아간의 협정143)에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마

련하고 있다(<예 13> 참조).

compensation was paid in full.
140) Dolzer and Stevens, pp.159-160.
141) Ibid., pp.161-163.
142) Article 8
4.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shall, at no time 

whatsoever during the procedures involving investment disputes, assert as a defense its 
state immunity or the fact that the investor has received compensation under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the whole or part of the incurred damage or loss.

143) Article 8
5.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shall not raise as an 

objection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or enforcement of an award the fact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which is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has received in pursuance 
of an insurance contract an indemnity in respect of some or all of his or its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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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3>

․대한민국과 카타르간의 협정

제8조 제4항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는 투자분쟁과 관련된 절차진행 중에는 결코 국가면제를 

항변으로 주장하거나 투자자가 당해 손해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대상으로 하

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변으로서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간의 협정

제8조 제5항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는 절차 및 동 판정집행의 어떤 단계에서도 동 분쟁의 

타방당사자인 국민이나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배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의로서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투자자가 받은 보상은 투자유치국에 의한 것이 아니

라 투자자가 지불한 수수료에 의해 만들어진 보증펀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다.144) 물론 이렇게 중복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투자자는 당연히 중

복되는 부분을 보험/보증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이른바 Calvo 조항이다. 중남미국가들이 
헌법에까지 규정하고 있는 칼보조항은 국가와 외국인간의 계약상의 분쟁은 전

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법원이 해결하며, 외국인은 본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삽입규정을 의미한다. 이는 중남미에서 과거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 미국 등 막강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그 강대국 소속 민간투자자의 이해

를 대변하는 불평등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국가들이 국가 대 국가간의 

분쟁해결 형태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대위변제와 칼보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투자유치국이 투자에 더 적극적이 되면

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항은 거의 폐지되었다고 한다.145)

멕시코와의 협상과정에 있어서는 멕시코가 칼보조항을 주장하여, 대위변제

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146)을 두었다고 한다.

144) UNCTAD(1998), p.89.
145) 김창규, 양자간 투자협정구조에 대한 고찰, 무역구제(2000. 1), p.227.
146) Artic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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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8.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가 최종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재재판의 당사자인 투자자의 국적국인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 제16조에 따른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제16조에 따른 중재재판을 요
청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중재재판에서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최종 중재판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이 이 협정상 의무에 위반된다는 결정
나.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최종 중재판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권고

다만, 위 규정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 이

유는 우선 위 규정으로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

은 확인판정 또는 권고판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 조항은 대위변제

에 국한되기보다는 그 규정형식을 볼 때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과 국가 대 국

가간 분쟁의 관계에 관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

여는 전술하 다.

VI. 맺음말

투자협정의 실체적 규정이 아무리 투자보호에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바로 분

쟁해결조항이다. 최근에 체결된 투자협정들은 매우 정치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

다. 예전에 체결된 투자협정들은 소위 연성법(soft law)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최근의 투자협정은 그렇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는 가장 경제적 교

류가 많은 두 나라인 일본과 미국과도 투자협정의 체결을 협상 중에 있다. 이

8. If a disputing Contracting Party fails to abide by or comply with a final award, 
on delivery of a request by a Contracting Party whose investor was a party to the 
arbitration, an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16 may be established. The requesting 
Contracting Party may seek in such proceedings:

(a) a determination that the failure to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is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s of this Agreement, and

(b) a recommendation that the Contracting Party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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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선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바로 외국투자자의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

로 한 국제중재의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양자간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면서 상대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협정의 내용이 매우 다양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협상에 항상 투자관련 법전문가가 참여하지도 못했기 때문

에 이미 서명한 투자협정의 내용이 어떠한 법적 분쟁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면 한 분석이 없이 실무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체결 및 그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고 학문적으로도 이 분야에 후속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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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eung-Wha, Chang
*

147)

A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ne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re is a strong need to study legal implications 

of individual provisions unde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contain many substantive provisions, such as the scope of investment, 

general standards for protection of investment, takings/compensation and 

transfers. In addition,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s dispute settlement-related provisions.

What is striking in respect of investment-related dispute settlement is that 

investors can bring an arbitration against the hosting government, which is 

normally covered by the Washington Convention and administerd by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This paper 

focuses on this unique type of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While 
introduc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Washington Conven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how to draft individual dispute 

settlement-related provisions. As a related matter, subrogation provisions will 

be dealt with at the last part of this paper.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s importance in negotiat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since without such provisions no 
other substantive provisions could be enforced in the end. This paper is 

designed to provide investment-related government officials with practical 

guidances for their negotiat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other 

nations in the future. Further, the author hopes that this seminal paper in this 

area will provoke a series of subsequent legal studies of investment.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