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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은외국인직접투자의유치를목적으로경쟁적으로양자간투자협정을체결해왔다.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기대한만큼의 긍정적 효과는 드러나지않고있지만, 여전히투자협정은외국인

투자자들이필요로하는투자보호에관한법적안전성을제공하는유용한수단이되고있다. 그러나

현지국정부가외국인투자자에의해국제중재에피소되는투자자대정부간분쟁이급속히증가하

면서, 투자협정의잠재적비용에대한개도국정부의인식이제고되고있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유

치의증대와투자분쟁의잠재적위험의축소라는목표사이에서투자협정의방향에관한개도국정

부의정책적고민이드러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고민이정책적딜레마의모습으로나타나

고있는최근인도정부의사례에대해고찰하고있다. 외국인투자자에의해피소되는다수의사례

들이대두되면서이에대한대응으로인도정부는기존에체결한양자간투자협정들에대한개정협상

을추진하기로하고협상시인도정부의입장이될인도의개정투자협정모델을발표하였다. 이 모

델은외국인투자자에대한보호수준을크게후퇴시킨내용으로서, 투자유치수단으로서의투자협정

의 유용성을훼손하더라도인도정부의피소위험을축소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대조적으

로, 최근인도의모디정부는인도경제의재도약을목표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에방점을두고,

이의일환으로미국과의양자간투자협정을적극 추진하고있다. 문제는인도의개정 투자협정모델

과미국의투자협정모델간에주요내용에서큰괴리가존재한다는점에있다. 미국이인도의개정

투자협정모델의내용을상당히수용하는선에서낮은수준의투자협정을받아들일가능성은희박하

다. 반면인도정부가미국의요구를수용하여높은수준의투자협정을체결하는경우, 향후다른선

진국들과의투자협정개정협상과정에서도인도정부는자국의개정투자협정모델을주장하기에어

려운입장에놓일수밖에없다. 외국인투자유치를목표로한미국과의양자간투자협정체결, 투자분

쟁의회피를 목표로 한 개정 투자협정모델은인도정부가동시에 추구하기어려운 과제이다.

주제어: 양자간투자협정,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 인도, 모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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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세계경제의 심층적인 

통합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가 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 투자협정은, 다른 국제통

상의 의제들이 다자체제로 편입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양자체제에 기

초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000여 개 이상의 양자간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의 조밀한 네트워크가 국가들 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다자간투자협정의 실패와 달리 양자간투자협정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확

산된 점, 달리 표현하면 양자간투자협정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하나의 공통된 규범을 

수용하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국제통상 분야의 

오래된 탐구과제이다.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투자협정의 체결이 갖고 있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 구조의 속성이다. 투자협정의 체결은 자국

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 주권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수반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정부를 상

대로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하는 국제투자분쟁의 잠재적 가능성도 비용의 한 

부분이다. 반면 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 특히 거의 전

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투자협정에 접근하는 개도국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에서 경쟁국들보다 우위에 서거나 적어도 뒤

처지지 않으려는 점이다. 양자간투자협정의 경우 이러한 투자유치의 경쟁적 

동기가 작동하지만, 다자간투자협정의 경우 투자협정의 비용을 넘어설 정도

의 경쟁적 동기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투자협정의 비용 보다는 투자유치의 경쟁적 동기가 

지배하면서 양자간투자협정이 경쟁적으로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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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제중재소송으로 발전되는 외국인투자자 대 현지국 정부간 투자분

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협정의 비용 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협정은 보다 어려운 정책적 판단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개도

국들의 경우, 기존에 체결한 투자협정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종료 선언, 

자국의 투자협정 모델의 개정 및 개정 협상의 추구, ICSID와 같은 국제투자

분쟁기구 탈퇴 등과 같이 투자유치 경쟁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기존의 투자

협정 정책방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협정의 방향은 투자협정의 비용에 

대한 부담과 투자유치의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의 모습을 드러

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고찰의 대상이다. 1990년대 들어 뒤늦게 개혁

과 개방의 기조로 전환한 인도경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경쟁에 들어섰고, 1994년 영국과의 협정

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80여 개 이상의 국가들과 적극적으

로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투자협정에 근거하

여 외국인투자자가 인도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투자

자 대 정부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승소로 중

재판결이 내려진 분쟁사안이 나타나면서 투자협정에 대한 인도정부의 부담

감은 가중되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기존의 투자협정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향후 신규 투자협정의 체결, 그리고 기체

결 투자협정의 개정 협상 시 인도정부의 입장의 기초가 될 인도의 개정 투자

협정모델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모델은 기존의 투자협정모델과 비교하여 외

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축소 및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투자협정 정책의 후퇴적 모습과 달리, 2015년 초 인도정부는 미국

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데 합의하였다.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의 높은 수준, 그리고 이를 최대한 관철시키는 미국의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은 상대방 국가의 입장에 있

는 개도국에는 큰 부담이 되는 투자협정이다. 인도-미국 간의 투자협정 추진

은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이라는 보다 고차원적 성격의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인도경제의 고성장 기조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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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의 필요성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겪었던 중국-미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 협상이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을 중국이 상당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결이 가

시화되고 있는 점도 인도의 경쟁적 동기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인도의 사례를 통해 투자협정 정책에 대한 개도국 정

부의 딜레마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투자협정의 성격과 세계적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III장에서

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투자협정 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최근에 

인도정부가 국제중재에 피소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IV

장에서는 최근 투자협정모델의 개정과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추진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도 정부의 투자협정 정책 방향의 양면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 과정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II. 투자협정의 추세와 성격

1. 투자협정의 의미와 추세

투자협정은 협정 체약국들 간의 투자의 증진과 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정부간 협정이다.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투자협정을 양자간투자협

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라 지칭하며 투자협정의 가장 보편적

인 형태이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국가의 정부가 상대방 국가의 투자

자와,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준수해야 항 의무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항시적인 보호와 안전의 보장, 비차별적인 대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국유화 및 수용조치로부터 투자자산의 보호,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직접 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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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ISD)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투자협정, 대표적으로 미국이 체

결하는 투자협정은 이러한 투자협정의 고전적인 내용에 추가하여 투자의 자

유화, 투자자에 대한 이행의무1의 부여 금지 등과 같은 의무도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협정은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는 하나, 자유무역

협정(FTA)의 한 부분으로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2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 간의 투자협정을 효시로 1960~70년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투자협정의 체결 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속한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를 위한 개도국들 간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자간투자협정의 체결 건수는 1980년대까지 400개 미만이

었지만, 1990년대 10년 동안 1,600여 개의 신규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0년

대 처음 10년간도 900여 개를 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UNCTAD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투자협정의 총 체결 건수는 3,268개이며, 이중 2,923

개가 양자간투자협정, 나머지 345개가 FTA 차원의 투자협정 등 기타 투자

협정으로 나타나고 있다(UNCTAD, 2015). 투자협정의 오랜 역사에 비해 

투자협정의 중요성과 일반적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인투자자의 국제중재 제소건, 즉 ISD 사

안이 증가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승소하여 거액의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전반기까지 10건 미만이었던 ISD 

사안은 2000년대 들어 5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역시 UNCTAD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ISD의 총 누적건수는 608개이며, 101개국의 

정부가 적어도 한 건 이상 피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NCTAD, 2015).

최근에 들어서는 양자간투자협정의 네트워크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면

서 신규 투자협정 체결의 증가세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

운데 주목할 점은 ISD 피소와 같은 투자협정의 부담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

협정의 체결 구도에서 이탈하려는 일부 개도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왜곡시키거나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
적인 규제조치로서, 수출의무, 국산부품 사용 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을 포함한다.

 2. 투자협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2002), 박덕영 외(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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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중남미 3국은 자국이 체결한 일부 투자협

정을 기한 만료와 함께 그대로 종료시키는 한편, 대표적인 국제투자중재기구

인 ICSID3에서의 탈퇴를 결정하였다. 남아공과 인도네시아도 기존에 체결한 

투자협정들을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투자협정 종료 선언을 하

였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의존도가 높고 자원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

배력이 큰 국가들로서, 자원민족주의의 고조 상황이 반투자협정 정서를 가중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4 투자협정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 분위기가 이어

지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제2의 거대 개도국인 인도도 진행 중인 모든 투자

협정 협상을 중단시키고 향후 투자협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2. 투자협정의 성격: ‘죄수의 딜레마’ 게임 구조

양자간투자협정이 지난 50여 년간 성공적으로 확산된데 반해, 다자차원에

서의 투자협정은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5. 해외투자의 주체

인 다국적기업들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계투자환경의 조성

을 위해 양자간투자협정들을 하나의 다자간협정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해왔

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정부는 양자차원의 적극적인 투자협정 체결의 모습과 

달리, 다자차원에서의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

자차원의 투자협정의 경우 개도국들이 단결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개도국들에 보다 유리한 내용의 협정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은 개도국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만한 흥미있

는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자주의의 실패 속에 양자주의의 성공이라는 투자협정의 역설적인 현상6

 3.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965년 워싱텅협약에 
의해 설립된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이다.

 4. 최근 일부 개도국들의 투자협정 이탈 동향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UNCTAD(2010), 
김관호(2015) 참조.

 5.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 역사에 대해서는 Ghouli(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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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Guzman

의 ‘수인의 딜레마’ 가설7이다.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의 공정한 대우와 보호

에 대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신뢰할 만한 약속(credible commitment)’으로

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는 외국인투자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대수익

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인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체결 시 국내 정책적 목표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판결권

한을 국제중재심판에 이양해야 하는 등의 ‘주권비용(sovereignty cost)’이 발

생한다. 투자협정의 체결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에 따른 외국

인투자의 추가적인 유입의 효과에 대한 기대편익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협정의 기대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은 외국인투자유

치를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에서 설명될 수 있다. 투자협정의 체결은 다

른 경쟁국들에 비해 ‘평판상의 우위(reputational advantage)’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세계의 해외투자 자본이 한정된 상태에서 다른 경쟁국들

로부터 투자선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적 동기 때

문에 개도국들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집단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 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

고 양자간투자협정의 성공적 확산과 달리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실패한 것

은 다자 차원에서는 경쟁적 동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협정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인식

이 적었던 1980~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쟁적 동기에 근거

한 Guzman의 가설이 양자간투자협정의 확산에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일부 개도국들이 양자간투자협정의 체제

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최근

의 큰 상황적인 변화는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투자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

 6. Morin and Gagne(2007)은 이를 투자협정에서의 ‘Lateralism Paradox’라 명칭하고 
있다.

 7. Guzman(1998). Elkins, Guzman and Simmons(2006)는 Guzman의 가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를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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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협정의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투자협정이 투자유치에 미치는 긍정

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다는 것이다. 만일 모든 개도국들에 있어 투자

협정의 비용이 기대편익보다 크다는 인식의 급변이 이루어진다면 양자간투

자협정의 체제는 붕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짐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Engel(2008)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투자

협정 게임은 기대편익과 비용에 대한 개도국 정부들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홀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평가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투자협정의 문제가 다분

히 정치적 사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손실에 대한 평

가는 홀로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와 반드시 대칭

적일 필요가 없다. 홀로 투자협정의 체결은 외국인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경

제발전에서 경쟁국에 앞서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대

내적으로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

에서의 고려가 기대이익의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투자협정의 거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

여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 반대의 경로는 상대적으

로 설득력이 낮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개도국들의 경우 투자협정의 거부에 따른 정치적 

손실 문제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홀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가 투자협정의 비용 보다 적다면 

투자협정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어느 한 국가만이 투자협정을 체

결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치킨게임’의 구조로 전환된다. 한 개도국에서는 예

상 손실이 비용 보다 적게 평가되지만 다른 경쟁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비대

칭적 상황이라면 투자협정 체결이 지배적 전략이 되는 그 경쟁국만이 투자협

정을 체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8

8. 두 개도국 1, 2, 그리고 각 국가가 두 개의 전략 D(선진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C(선
진국과의 투자협정 거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협조적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게임의 가능한 네가지 결과에 대해 DC >
CC > DD > CD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첫째 표시가 자국의 전략,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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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고하게 보였던 투자협정의 경쟁적 체결의 구도가 최근 부분적으

로 균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부 개도국에서 투자협정의 비용 측

면에 대한 고려가 투자협정 정책형성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도국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관찰하면 투자협정의 비

용과 투자협정 구도에서의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문제 사이에서 상당

한 정책적 고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제중재로 비화되는 투자분쟁의 발생 

등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협정의 종료 선언 등과 강력한 대응을 보이지만, 외국기업들

과 외부기관들의 비판 속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

과에 대한 우려로 부분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인도

네시아의 경우 투자협정의 전면적인 거부 입장에서 물러나 협상을 통해 협정 

내용의 부분적인 개정을 추구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FTA와 연계된 투자협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수위

를 낮추고 있다. 

최근 인도의 경우는 투자협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노출함으로서 정책적 

딜레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협정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도정부는 

그동안 인도가 체결한 모든 양자간투자협정들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방향

으로 상대국과 개정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인도정부

가 마련한 개정 협정문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대우 수준이 크게 후

퇴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기존의 투자협정의 성격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심각한 정책적 고려

의 결과라면 이는 투자협정의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입장 간에는 적절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

로 큰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협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성격을 넘어서 

정책적 딜레마의 상태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지에 대해서는 IV장에

표시가 상대방 국가의 전략). 양국 모두에서 DD와 CD의 순서가 바뀌면(CD > DD), 
이 게임은 치킨게임 구조로 전환된다. 한 국가에서는 DD > CD, 다른 국가에서는 
CD > DD로 평가되면, DD > CD로 평가한 국가만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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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III. 인도의 투자협정 정책의 전개

1. 인도의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1947년 독립 이후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된 인도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엄격한 규제

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60년대에 국제수지의 악화에서 비롯된 외환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유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적도 있지만, 식민지배의 영향 등으로 형성된 외국자본과 다국적기업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와 효과는 매우 제한

적이었다. 오히려 1970년대 들어서는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한 

인디라 간디 정부 하에서 외환거래와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

다. 1980년대 중반 라지브 간디 정부는 낙후된 인도경제의 도약을 목표로 민

간부문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90년대 초 

인도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9    

1980년대까지 인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

다. 라지브 간디 정부의 개혁 ․개방의 효과로 1989년과 1990년에 2억 달러

를 넘는 연간 유치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까지 연간 유입 규모는 1억 

달러 선을 넘지 못했다. 1990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총 누적액(스톡)은 

약 16.5억 달러 규모로 이는 GDP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개도국

의 평균치 13.4%, 동남아국가들의 평균치 16.8%, 1980년대 들어 개방 체제

9. 1990년대 이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Beena et al. 
(2004) 참조. 인도의 1980년대 개혁의 상세한 내용과 평가는 Panagariya(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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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한 중국의 5.1%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은 1991년부터 

인도경제가 시장경제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1990

년대 들어 주 교역국이었던 소련의 붕괴, 걸프전의 여파로 국제유가의 급격

한 상승,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배경으로 심각한 외환위기에 봉착한 인

도는 IMF 등으로부터 70억 달러의 긴급자금지원을 받게 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나라시마 라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자유화(Liber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세계화

(Globalization)는 개혁정책의 3대 추진방향이었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인도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었다.10 1991년에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였던 외국인투자 지분 40% 제

한 규정이 철폐되고, 외국인투자자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후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범위와 내용은 계속 확대 ․심화되었고, 각종 세제

혜택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

제특구의 개발, 외국인투자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정비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11

1990년대 초 개혁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계속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연간 

유치규모가 개혁 ․개방 조치 이전 수준의 10배에 달하는 20억 달러를 넘어섰

으며, 2006년에는 또 다시 10배가 확대된 200억 달러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 최고점인 470억 달러에 이른 후 지난 몇 년간 약 

300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까지의 총 누적액

은 1990년에 비해 역시 100배 이상 확대된 2,300억 달러 규모로, GDP 대비 

12.1%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외국인직접투자의 

불모국이었던 인도는 20여 년 만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대국으로 부상하였

으며,12 향후 투자유치의 전망도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

10. 1990년대 초 개혁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Panagariya(2004), Wellington(2014) 참조.

11. 1990년대 이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태환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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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인도의 방대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가장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2011년 UNCTAD가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 잠재력 

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기반시

설 항목에서의 낮은 평가(79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임금 및 숙련도 항

목에서 1위로 평가받고, 천연자원 항목(5위)과 시장의 규모와 성장전망 항목

(24)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UNCTAD, 2011).

외국인직접투자는 인도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7% 수준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끈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이다. 특히 서비스, 건설 및 부동산 개

발, 컴퓨터 관련 산업, 통신 산업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고용창출과 

산업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ellington, 2014). 2000년

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인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43%가 이들 4개 

업종에 집중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제약, 화학, 자동차, 금속 부문이 4대 유

치 분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Hameed, 201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데 반해 

인도의 경우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조업이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모디 정부는 외국인직

접투자의 유치 등을 통한 제조업의 육성을 중요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The Economist, 2014/09/25). 향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양적 확대뿐

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 여부도 주시해야 할 점이다.

12. 2012, 2013년 2년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인도는 세계 전체 
국가 중 14위에 위치하고 있고,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에 이
어 5위에 위치하고 있다(UNCTAD, 2014).

13. UNCTAD가 세계 주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세계투자전망조사에
서 2011, 2012년에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2013년 조사에서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의 최고 투자유망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UNCTAD,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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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투자협정과 투자분쟁

(1) 인도의 투자협정 추세와 내용

1990년대 이전까지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인도 정부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소극적이고, 경제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폐쇄적 

정책기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와 대우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제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수용될 수 없었다. 외국

인투자에 대해 정부는 국내 법규와 정책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14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었다.

1991년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조치 내용의 하나로서 투자협정의 추진을 포

함시켰다(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2014). 정책기조가 개

방과 자유화로 전환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한 정

책적 수단으로서 투자협정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94년 영국

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1990년대 35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어 현재까지 총 84개국과 양자

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이 중 69개의 협정이 발효).15 다른 개도국들 

보다 상당히 늦게 협정 체결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20여 년 만에 개도국 중

에 네 번째16로 많은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위치하게 되었다.

인도가 이렇게 다수의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비단 투자유치국의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국의 입장에서 개도국들과도 적극적으로 투자협

정을 체결한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 인도는 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선

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었지만, 2000년대 들어 인도의 해외직

접투자도 급속히 증가17하면서 투자대상국인 개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도 

14. 이는 1970년대 신국제경제질서(NIEO) 운동을 추진한 비동맹국가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인도는 이를 주도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Ranjan, 2014). 

15. UNCTAD, IIA Database.

16. 중국(130개), 이집트(102개), 터어키(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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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도는 아직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해외직접투자

의 규모를 압도하고 있고,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도 해외투자보다는 외국인투

자 유치 확대 측면에 있는 만큼, 인도의 투자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

향은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투자협정 체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인도 정부는 투자협정의 

내용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담은 ‘인도의 투자협정모델’18을 마련하였다. 인

도 정부는 이 협정모델이 ‘외국인 재산보호에 관한 OECD 협약 초안(1967)’ 

(OECD, 1967)에 기초했음을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2014). OECD 협약 초안은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대우의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주요 자본수출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19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배격했던 제3세계 국가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선진 투자국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도의 입장이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협정 전개 방향과 

차이가 나는 점으로,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투자협정 체결에 나서기 시

작했지만 중국이 해외투자국으로 급격히 부상하는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

는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에 있어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20 Ranjan(2014)은 인도가 투자

협정 체결 초기부터 자본수출국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표현하고, 외

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대한 열망으로 인도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대우

17. 1990년대 후반기에 대략 1억 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해외직접투자규모는 2000년대 
전반기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후반기에는 170억 달러 규모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
하였다. 인도의 해외투자 추세와 정책 변화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Export-Import 
Bank of India(2014) 참조.  

18. Indian Model Text of 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BIPA)(1993). 

19.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항시적인 보호와 안전 보장, 비차별대우, 
투자자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 투자관련 자금의 자유로운 송
금,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 대체로 1990년대까지 중국이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거부하고, 수용 시 보상의 기준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의 원
칙을 거부했으며,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엄격한 조건과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하였다(Schil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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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전환의 신호를 외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해

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의 측면도 배경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도는 2000년대 들어 FTA의 체결에도 나서고 있는데, 싱가포르(2005), 

한국(2009), 말레이시아(2011), 일본(2011), 아세안(2014)과 체결한 FTA21

에는 투자협정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FTA 차원의 투자협정들은 투자

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즉 투자의 설립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의 협정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의 부여 

금지 규정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은 아직까지 개도국들이 수용에 상당한 거

부감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세안이나 중국에 앞서22 인도가 이를 받

아들인 것 또한 투자협정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개방적 입장을 보여주는 한 단

면이라 할 것이다.           

  

(2) 인도정부와 ISD

UNCTAD23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인도 정부가 투자협정의 위반을 이유

로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ISD 제소를 당한 사안은 총 16건으로 세계에서 8번

째의 다수 피소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최초 피소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2003년 미국의 베텔(Bechtel) 사와 제너럴 일렉트릭(GE) 사가 인

도와 모리셔스 간의 양자간투자협정을 근거로 인도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안이다. 

1990년대 초반 양사는 모리셔스의 자회사를 통한 투자의 형식으로 미국의 

21. 인도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외국인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의 
FTA를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또는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 지칭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 경우 상품교역 부분은 2009년에 체결되었지만, 서비스, 투자 부분은 2014년에 
체결되었다. 

22. 아세안의 경우 역내국들 간의 투자자유화 규정은 2008년 아세안 포괄적투자협정
(ACIA)에, 그리고 역외국과의 투자자유화 규정은 2009년 한국과의 FTA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아세안은 아직까지 이행의무 부여 금지 규정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
국은 아직까지 이들 규정이 도입된 투자협정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23. UNCTAD, II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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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Enron)사와 함께 마하라슈트라 주에 DPC(Dabhol Power Company)를 

설립하고 화력발전사업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집권정당의 교체 이후 

전 정권하에서 주정부와 DPC 간에 체결한 사업계약 내용에 지나친 특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화되는 등 인도 정부와의 마찰이 이어졌고 결국 

발전사업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24 동 중재사안은 최종 판결에 앞서 쌍방합

의에 의해 해결되었다.25 2004년에는 미국의 엔론사, 그리고 DPC 사업에 자

금 대출을 해준 유럽 국가의 7개 은행들이 잇달아 ISD 제소를 하였는데, 이

들 중재 사안 역시 쌍방 항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인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투자협정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인식 변

화의 계기가 된 투자분쟁은 2010년 호주의 화이트 인더스트리즈(White 

Industries)사가 제기한 ISD 사안이다. 동사는 석탄자원개발회사인 인도의 국

영기업 인도석탄공사(Coal India)와 1989년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러나 채광생산량과 연계된 보너스의 지급 여부를 놓고 두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고, 동사는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

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동사의 일부 승소판정을 내렸다. 동사는 

2002년 뉴델리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도석

탄공사도 캘커타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사는 

이를 기각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다. 캘커타 고등법원은 동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동사는 2004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7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법원의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2010년 동사는 인도법원이 중

재판정의 집행을 오랜 시간 동안 지연한 행위는 인도와 호주 간 양자간투자

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

자중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최혜국대우 부여 의무에 따라 동

사에 효과적인 권리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26

24. 동 사안의 상세한 내용은 Kundra(2008) 참조.

25. 합의 과정에서 인도정부는 투자자에게 약 10억 달러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anjan and Raju(2014).

26. 효과적인 권리 구제수단의 제공에 관한 내용은 인도와 쿠웨이트 간에 2001년에 체결
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인도-호주 간 투자협정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호주의 투자자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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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도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렸다.27 이 투자분쟁은 인도정부가 패소했다

는 점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행위가 국제투자 중재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인도정부가 심각한 고려 없이 체결했던 제3국과의 투자협정상의 내용이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인도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후 인도정부는 2012~14년의 3년 동안 6건의 ISD 제소를 받았다. 이중 

4개의 분쟁은 인도 대법원에 의해 통신사업권 취소 판결28을 받은 외국계 통

신사업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안으로 중재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2014년 유

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영국의 보다폰(Vodafone) 사가 제소한 분쟁의 경우,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서 이루어진 M&A 거래29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현재 인도의 세법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는 최종 판

결을 내렸지만, 인도정부는 이러한 성격의 해외 발생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위해30 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에 관

한 문제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최대 관심 사항의 하나로서, 인도에 진

출한 외국기업과 진출 의사가 있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 분쟁에 관심을 

갖고 인도정부의 과도한 과세 재량권 추구에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도정부는 이 분쟁이 사법 주권에 못지않게 민감한 문제인 인도의 조

세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

인 중재심판이 최종 판정까지 이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27. 동 사안의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2015), Ranjan and Raju(2014) 참조.

28. 2012년 인도대법원은 2008년 인도정부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2G 사
업권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았고, 선정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특혜가 있었
다는 이유로 원천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8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2G 주파
수 122개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다(Financial Times, 2012/02/02).  

29. 보다폰사의 계열사인 보다폰 인터내셔널은 인도의 통신업체인 허치슨 에싸르의 경영
권을 갖고 있는 홍콩의 허치슨사로 부터 에싸르의 지분 67%(약 135억 달러 규모로 
인도기업 인수사례로 최대 규모임)를 인수하는 계약을 케이만군도에서 체결하였다.

30. 인수된 허치슨 에싸르가 인도의 회사로, 이 거래는 실질상 인도 내 자산을 양도한 거
래이기 때문에 인도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것이 인도정부의 입장이다. 보다 상세
한 내용은 KOTRA Globalwindow(2012/04/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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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도의 최근 투자협정 정책의 딜레마

1. 투자협정 모델의 개정

2011년 말 호주의 화이트 인더스트리즈 제소 건에서 패소 판정을 받고, 

2012년 들어서는 외국의 통신업체들로부터 잇달아 국제중재 제소 통지를 받

으면서, 인도정부 내에서 투자협정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었다. 의회에서도 

투자협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도정부는 진행 중인 투자협정 협상들을 일단 중단시키고 자국의 

투자협정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인도정부는 이러

한 재검토 작업의 배경적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에 체결한 인도의 투자협정들이 갖고 있는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해석을 초래할 수 있고, 최혜국대우의 규정으로 인해 양자협정이 지니

고 있는 상호특혜협정으로서의 성격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투자협정들은 인도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주권, 공공의 이익, 외국인투자자의 책임 등의 측면이 외국인투

자자의 권리 측면과 적절히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1  

2015년 4월 인도정부는 2년여의 검토 작업을 통해 마련한 양자간투자협정 

모델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초안은 이전의 협정 모델과 비교하여 내

용상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정 모델의 단순한 개정이라기보다는 전

면적으로 새로운 협정 모델을 마련한 것에 성격상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주요 변화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초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대우와 보호의 약화

기존의 투자협정 모델은 투자협정상의 정부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을 외

31.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2014).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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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산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투자협정 모델 개정 초안은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등 포트폴

리오 투자 자산, 부동산,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등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각

종 자산들이 투자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유 기업을 지분 50% 이상의 소유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소수 지분을 소

유한 기업의 경우도 외국인투자자가 확실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인도의 투자협정 모델 개정 초안은 투자협정의 가장 고전적인 규정의 하

나인 공정 ․공평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규정을 두지 않고 있

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대우에 있어 국제관습법상의 기준의 적

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투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인도정부

는 아예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협정의 가장 고전적인 규정이자 핵심적인 규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최혜국대우의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

이 인도정부의 국제중재 패소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는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내국민대우의 경우 규정은 존치하고 있지만 정부

의 고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대우만을 내국민대우의 위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을 중앙정부로만 한정함으로서 지

방정부 차원에서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의 제약

인도정부 내에서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 규정 

자체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지만, 개정 초안은 이 규정을 존치

하되 외국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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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있다. 개정 초안은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exhaustion of local remedies)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국내 법

원이나 행정기관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더 이상의 

국내 구제절차의 추구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국제중재를 제기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구제절차 소진 의무는 1980년대까지는 일부 투자협

정들에서 규정되었지만 최근의 투자협정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개정 초안은 국제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사법당국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법적 사안의 경우 중

재 판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관할권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의 국내 자산의 수용에 관한 분쟁의 경우 정부가 단행한 수용조치가 공공

의 목적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재 판정부

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3) 정책주권의 보호와 투자자 책무의 규정

인도정부가 정부의 정책주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개정 초안의 다양한 규

정들에 산재되어 반영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사법적 판결

에 대한 도전을 불허함으로서 사법주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조세관련 조치는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서 조세주권도 보호하고 있

다. 또한 공공질서 유지, 환경 보호, 금융체제 안정,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 

문화 보호 등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협정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일반적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개정 초안의 가장 주목할 점은 외국인투자자의 책무를 규정하

고 국제중재에서 정부의 반소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개정 초

안은 뇌물공여의 금지, 각종 기업정보의 제공, 과세 법규의 준수, 근로,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국내 제반 법규의 준수 의무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무 그 

자체는 위반 시 외국인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법적 제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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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만큼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의 책무

가 투자협정에 구속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재해결

절차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책무규정 위배에 대해 정부가 국제중재 판정부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투자중재에서 정부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

안 국제중재 판정부들은 반소 제기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투자협정이 투자유치국 정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투자분쟁을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정부의 개정 초안은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중재판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책무 위배 여부를 심사

하고 위배시 정부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판정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것이

다. 그리고 정부의 반소 제기의 위험은 외국인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정부의 개정 초안은 외국인투자자의 모국, 즉 투자국 정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투자국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나 행위에 의해 투자유치국에서 

심각한 인적 피해 등이 유발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국의 사법절

차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투자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법 시스템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의 개정 초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우와 보호 수준을 1960~70년대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외국기업에 대한 통

제 주권을 강조했던 당시 제3세계권의 입장을 반영한 ‘과거로의 회귀’로 평

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는 다른 일부 개도국들이 했던 것처럼 투자협정

의 종료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정부가 마련한 개정 초안의 성격은 투

자협정의 종료 선언에 못지않게 기존의 투자협정의 구도에 대한 인도정부의 

강력한 거부 의사로 비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정부는 개정 초안에 대한 

외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협정모델을 확정한 후 상대국들과 투자협정 

재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도에 대해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상대방 국

가들은 투자협정의 유효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다면 인도정부의 재협상 요구

에 일단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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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경우, 인도정부가 자국의 협정모델이 수용되지 않는 한 만료 후 협정

을 그대로 종료시킨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면 상대방 국가 정부는 상당한 

고민을 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추진

인도의 모디 총리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뉴델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 미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즉 양국은 공동선언문에 상호간의 투자 증진과 개

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 양국 간에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32 사실 인도와 미

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 논의의 출발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인도의 싱 총리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의 일환으로 2008년에 들어 양국은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진행된 양국 간의 협상은 큰 진

전을 보이지 못한 채 2014년 들어 사실상 중단되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

인 인도 금융시장 진입의 장벽 완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문제에서 논의

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도에서 국제투자 중재 사안들이 문제가 되

면서 인도정부가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선회

한 것 등이 협상 중단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Goel and Goel, 2013).

양국 간 투자협정 협상 재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4년 인도의 

모디 총리의 집권이라 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집권 초부터 인도경제의 재

도약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이 

미국의 투자협정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다(Akhtar and Weiss, 2013). 

32. US-India Joint Statement - Shared Effort; Progress for All(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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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국의 동기 부합이 협상 재개의 일차적인 배경이라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의 동맹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의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 협상의 진행상

황도 인도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모디노믹스와 미국의 투자 유치

2014년 5월 집권에 성공한 인도국민당과 모디 총리는 이전 10년간 국민

의회당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인도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친기업 ․고
성장 정책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모디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모디노

믹스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이다. 모디

정부는 영세업자 위주인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

국인투자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철도산업에서 외국인투자의 지

분한도를 철폐하였고, 방위산업에서도 지분한도를 49%로 상향조정하였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처리에 난항을 겪었던 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보험분

야에서의 외국인투자 한도도 49%로 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의 완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면제의 확대적용, 외국인투자 촉진기구의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육성을 통해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든다는 ‘메이크 인 인디

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 여부도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인도에 대한 총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은 싱가포르, 영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인도에 대한 최대투

자국으로 나타나고 있다.33 그러나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투자는 인도의 총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30%를 차지하고 이

33. 모리셔스가 인도에 대한 총투자금액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나 이는 조세
회피지역인 모리셔스를 경유한 타국들의 투자로서 투자국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싱가
포르의 투자가 10%, 영국의 투자가 9%, 일본의 투자가 7%, 미국의 투자가 6%로 집
계되고 있다. Government of India,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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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355,6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로 파악되고 있

다(Ernst and Young, 2012). 미국의 대인도 투자는 전문직, 과학기술 서비

스,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 비중은 아직

까지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서 인도정부의 입

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일차적인 목표 상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미국의 대인도 투자의 유망 분야로서 전망되고 있는 

인프라, 에너지, 바이오기술, 방위 분야 등의 경우 인도의 전략적 육성 분야

라는 점에서 미국의 투자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할 것이다. 

(2)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외국인투자와 경제관계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외교관계 측면에서의 고려도 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

도국들 간에 체결되는 투자협정들의 경우, 투자관계가 미미한 국가들 간에도 

외교관계의 도모 차원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물론 인

도와 미국 간의 투자협정과 같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협정이 단지 외교관계 

차원에서 접근되었을 가능성은 적지만, 양국의 전반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이

라는 큰 맥락에서 투자협정 협상의 재개 논의도 보다 탄력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미국은 인도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왔다. 

거대시장으로서의 인도의 매력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

한 군사적 견제의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요했다. 인도의 

경우도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인도양과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적 이

해관계의 합치에 따라 양국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경

제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

보협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여전

히 남아 있는 비동맹 외교의 전통, 그리고 연합정부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있어 상당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존재했다(최우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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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의 외교노선은 이전 정부에 비해 현실주의적이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의 양면성에 

실망했던 미국의 정가에서도 모디 정부의 변화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Raja 

Mohan, 2015). 한때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상징으로 받

아들여진 적도 있었다.34 물론 지금은 미국의 투자협정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인도가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다시 

의지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지향에 대한 인도정부의 신호로 비추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중국-미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

‘경쟁과 협력’은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의 유치 분야에도 해당되다. 중국은 세계 개도

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며, 인도는 출발은 늦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5위권의 투자유치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향후 투자

유치 전망에 있어서도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 중에 가장 유망한 국가 1, 2위

로 평가받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상당한 투자유치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상호간에 보완과 잠재적 협력

관계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집

중된 반면 인도는 IT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됨으로서 투자유치가 중첩되는 

부분이 크지 않으며, 이러한 분야 간 보완성으로 인해 세계 또는 아시아지역

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중국과 인도는 동

반 진출의 입지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35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와 지가 상승, 성장 둔화 등으로 제조업 분야

의 투자입지로서 중국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 인도의 모디 정부는 제

34. 미국의 투자협정의 전신인 우호통상항해조약의 경우 미소 양극시대에서 약소국이 미
국과의 동맹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으로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Sornarajah, 1994).

35. Wang et al.(2007)의 계량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보완성으로 인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인도의 외국인투자를 중국으로 전환하는 효과 보다 인도에서 외국인투
자를 창출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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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에 투

자유치 경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 모디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국기

업들로 하여금 중국 현지공장의 인도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메이크 인 인디

아’ 정책의 성공의 첩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비교

하여 인도의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필

요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국제법적 보호의 문제도 고려 사

항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양자간투자협정 

협상이 타결에 근접해가고 있는 점은 인도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간투자협정은 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 협

상이 시작되었지만 양국 간에 큰 입장 차이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Meeting)

를 계기로 협상은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

를 수용하여 투자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

키고, 투자 자유화의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아직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협

정이 체결되는 경우 이는 향후 세계의 투자협정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부 개도국들이 양자간투자협정의 구도에서 일탈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개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미국

의 투자협정 모델을 사실상 수용한 것은 향후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

들의 동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및 전망

최근 인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협정 정책의 방향은 단순한 정책적 

혼선이라기보다는 정책적 딜레마의 성격으로 묘사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이다. 인도정부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과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은 기

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인도정부가 개정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을 그대로 

자국의 입장으로 추구하는 경우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은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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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인도

정부는 개정 투자협정 모델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투자협정은 양국 간의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인도정부는 자국의 투자협정 

모델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자국의 모델 내용을 상당히 반영시키는 선에서 미

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투자협정 모

델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없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만 낮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이유

는 없다. 인도의 개정 이전의 기존의 투자협정 모델도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과는 이미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다.36 기존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크

게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도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은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큰 괴리가 있다.

인도정부가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미국

의 투자협정 모델을 거의 수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인도정부는 향후 유럽의 주요국 등 주요 투자국들과의 투자협정 개정 

협상에서 자국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을 주장하기에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

에 없다. 미국의 투자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협정을 타국의 정부에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인도정부가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 기초한 미국과의 양자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도

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은 사실상 인도정부의 협정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투자협정 정책에 있어 인도정부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게 된 데

에는 정권교체에 따른 외국인투자 정책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국민회의당(INC)의 싱 정부는 국제중재에의 피소 등 투자협

정이 유발하는 비용적 부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협정 모델의 개정 작

업에 착수하고 진행 중이던 미국과의 투자협정 협상도 중단시켰다. 새로 집

권한 인도국민당(BJP)의 모디 정부하에서도 투자협정 모델의 개정 작업은 계

36. II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은 투자보호에 관한 의무뿐만 아
니라 투자의 자유화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이행의무의 부여를 금지
하는 의무도 투자유치국 정부가 준수해야할 핵심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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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디 정부는 이전의 싱 정부와 달리 외국인투자 유치

를 중요 정책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미국과의 투

자협정 체결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투자협정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

가에 있어, 비용에 대한 고려가 지배하던 상황에서 편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

아지면서 투자협정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인도정부가 드러내고 있는 투자협정의 방향

성에 대한 혼란은 인도의 양자간투자협정의 주관 부서인 재무부가 처한 딜레

마적 상황으로 정리될 수 있다. 투자협정의 비용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인도

의 외국인투자 관련 부처들이 모두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는 부처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외국인투자정책의 총괄 부서인 상공부의 

산업정책진흥국은 양자간투자협정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개별 협정들

의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데로 그대로 종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반면 양자간투자협정의 주관 부서인 재무부는 양자간투자협정 자체의 필

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문제점을 정비하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협정 모델의 개정 작업은 이러한 재무부의 입장에 따라 재무부의 주관하

에 상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37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은 상당히 후퇴되었지만 투자협정의 종료를 선언

한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인도가 투자협정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업무영역을 지키려는 관료주의적 관행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문제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판단 사안으로서 주무 부

서인 재무부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타 부처, 특히 상공부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처 이기주의 상황에서, 재무부는 현격한 괴리가 

있는 자국과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고민에 

처해 있는 것이다.38     

개정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 외국뿐만 아니라 인도 국내에서도 

37. 양자간투자협정의 방향에 대한 인도정부 부서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Singhal 
(2015), Press Trust of India(2014) 참조. 

38. 투자협정에 있어 인도의 재무부와 상공부 간의 비협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Ranjan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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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보호 수준의 과도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도정

부는 모델 내용을 다소 수정한 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9 

그러나 외국인투자 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개선된 내용으로 수정된다고 해도 

기존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여전히 후퇴한 수준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

할 것이며, 인도정부의 딜레마적 상황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협상이 큰 진전 없이 장기

간 표류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투자협정 문제는 미국의 대선 이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협력 과제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의 모디 정부가 투자협

정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제반 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미국과 

투자협정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시나리오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에 따라 

인도경제가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40 모

디 정부가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인도정부는 양자간

투자협정과 FTA 차원에서의 투자협정을 별개의 트랙으로 운용하고 있다. 인

도의 투자협정 모델은 양자간투자협정에 있어 인도정부의 협상안으로서만 

적용될 뿐이며, FTA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부문 협정의 협상안으로서는 

적용되지 않는다.41 따라서 미국과 FTA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투자부문 협

정의 협상에서 인도정부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즉 FTA 타결 의

지가 있다면 투자부문 협상에서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을 수용함에 크게 제약

을 받지 않는다. 물론 미국과의 FTA는 투자협정 보다 고차원적인 성격의 의

제인 만큼 모디 총리의 결단과 정치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39. 인도정부의 개정 투자협정 모델 초안에 대한 외부의 대표적인 비판적 평가로는 전미
제조업협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의견서(2015/04/10), 
내부의 대표적인 비판적 평가로는 인도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인도 법위원회(Law 
Commission of India)의 평가서(2015/08)를 들 수 있다. 보다 학술적 측면에서의 비
판적 평가 문헌으로는 Hanessian and Duggal(2015), Jandhyala(2015) 등을 들 수 
있다. 

40. TPP 타결이 인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Park(2015) 참조.

41. 인도의 경우 양자간투자협정은 재무부가 주관부서이나, FTA 차원에서의 투자협정은 
상공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투자협정 프로그램의 이원적 현상에 대해서는 
Ranjan(2014) 참조. 



30   김 관호

V. 결론

선진국들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개도국들

의 용이한 정책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국제중재에 제소당하는 경우가 근래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협정의 비용과 편익의 측면 사이에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개도국 정부들

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고민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 인도의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도는 다른 개도국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인도정부가 향후 

투자협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관

심사항이다.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

도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보장하는 보호수준의 후퇴를 통해 투자협정의 잠

재적 유발비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정책적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도 인도의 정책방향을 따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투자협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다시 

선회한다면, 최근 일부 개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존의 투자협정 구

조로 부터의 이탈 움직임은 다른 개도국들에 확산되는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인도정부가 투자협정의 방향에 대해 정책적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근

본적인 문제점은 외국인투자자와의 투자관련 분쟁이 유발되기 쉬운 인도의 

취약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 인도 관료체제의 부패,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

한 행정시스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기반의 부족, 낙후된 사법

체제 등과 같은 취약한 제도적 환경42은 투자협정의 잠재적 비용을 높이는 

42.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경제자유도 지수 평가에 따르면 인도는 180여 개국 
중 130위 정도의 중하위권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수의 구성 항목 중 법치주
의와 규제의 효율성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만성적 부패가 인도경제 
발전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법체제는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소송 업무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법률 인력과 비효율적인 사법시스템
으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Th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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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이면서, 역으로는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협정의 존재를 필요

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도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투자분쟁의 부담만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투자협정 정책을 추진한

다면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도 모디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약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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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lemma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 Case Study of Recent Indian Government Policies

Kwan-Ho Kim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at Seoul

Developing countries have competitively signe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ough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BITs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now perceived less apparent than 
expected, BITs are still useful tools to afford legal security needed by foreign 
investors.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ies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potential costs of BITs with the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ases. Government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now facing a 
challenge in their BIT policies to find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two objectives of 
promoting inward foreign investment and mitigating potential risk being claimed by 
foreign investors.   

This paper studies the case of the Indian government which is facing a policy 
dilemma of BITs. As a reaction to a number of arbitration claims brought by foreign 
investors, the Indian government drafted a new model BIT text which will serve as a 
template for India’s future BIT renegotiations. The new model reflects a significantly 
regressive attitudes towards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It may help Indian 
government avoid arbitration claims, but curtails the usefulness to foreign investors. 
In contrast, the Indian government is eager to pursue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The Indian government led by PM Modi puts emphasi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revive the economy and undertakes a number of 
initiatives, including the restart of stalled negotiations on BIT with the US, to 
restore foreign investor confidence. The India government’s dilemma is that there is 
a vast divergence between its new model BIT and the US model BIT on 
fundamental issues. The US is not expected to cede considerable ground to 
conclude a low-standard BIT with India. If India agrees to US demands for a 
high-standard BIT, then its new model BIT will lose ground as an acceptable 
proposal in the future negotiations with other capital exporting countries. 

Keyword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or-State 
Disputes, India, Modi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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