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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국가의 공공정책을 현장에서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서, 한미

FTA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투자자 국제중재권(ISD)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해설하였습니

다. 

2. 2007년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

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이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을 보다 정확

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부속서 I과 II의 ‘현행 규제권’과 ‘미래 규제권’을 

비롯하여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초판 발간 이후에 나온 법무부의 연구 성

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 투자자 국제중재권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국제 

무역 규범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제도임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4. 초판의 해석론을 바꾼 부분으로, 초판에서는 광우병 검역 규정과 같은 위생 검역 조치

가 투자자 국제중재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오류임이 확인되

어 저자의 견해를 수정했습니다(25쪽).

5. 이 책의 본문에 나오는 한미FTA 24개 장의 여러 조항들은 저자가 영문본 조항을 그

대로 또는 압축해서 번역한 것이며, 원래의 영문 조항 및 그 공식 한글본은 외교통상

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의 규제

권 전반에 영향을 줄 11장(투자)의 영문본 및 공식 한글본은 이 책의 부록에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 백범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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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혹시 전기가 처음 들어오던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이 

책은 법전처럼 딱딱하기에, 책의 시작 부분만큼은 법 이야기가 아

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

여, 전기를 맞이하던 밤을 기억합니다. 칠흑빛으로만 찾아오던 밤

이 어느 한 순간에 한낮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로, 전봇대의 행렬을 따라, ‘수출역군’, ‘일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낯선 낱말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고장의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아주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그 누구도 ‘아이엠에프(IMF, 국제통화기금)’ 사태라

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7년에 사태가 터졌을 

때, 저는 은행 직장을 사직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

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행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여기던 일터에

서 해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붕괴하는 소식을 들었습니

다. 수많은 노숙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구조조정’, ‘명예퇴

직’이라는 말이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비정규직’이 일상의 언어

가 되었습니다.

  IMF사태는 제가 목격한 가장 큰 경제 사변입니다. 그 전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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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창구의 여직원들은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 뒤에 옛 직장에 

들러보니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출입국’이 수

십년 동안의 국가적 표어 던 나라에서, 최근 4년 동안에 수출이 

무려 두배로 늘었다는데, 쓸 만한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은 ‘IMF사태 이후 10년’이라는 관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을 바라봅니다.

  한국은, 많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로 자원을 동

원해 생산력을 발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초 ‘경

제개발’ 계획 당시 우리 내부에 강력한 재산권 기득권 계급이 존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철저하지 않았지만 농지개혁이 있었기에, 지주계급은 국가

의 경제개발 동원 체제에 저항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경제개발 계획 초기에 국가의 동원에 저항할 강력한 재산권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상당한 생산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앞에 놓인 시

대적 질문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훌륭한 점과 잘못된 점을 찬찬히 조목조

목 살펴볼 여유를 가져야 했고, 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년 전의 IMF사태가 이 성찰을 폭력적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초라한 몰골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옆집 부자 아줌마에게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

라고 애원하더니, 가족 가운데 부실한 아이들부터 내보내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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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식구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들은 국가를 내팽개쳤습니다. 대신 각개약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백을 외국의 금융자본이 채웠습니다.

  유길준은 1895년에 출간한《서유견문》에서 “개화하는 데에서는 

지나친 자의 폐해가 모자라는 자보다 더 심하다”고 썼습니다. 바른 

개화란 “지나친 자를 조절하고, 모자라는 자를 권면해, 남의 장기

를 취하고 자기의 훌륭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길준의 권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IMF사태는 한국이 ‘바른 개

화’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것을 찾

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가치를 함께 인식하는 길로 가지 못했습

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생태계의 아픔을 돌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숙할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금융자본의 

나라로 떠 렸습니다.

  IMF사태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는 문화가 형

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IMF사태 후 10년간의 결과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독자들은 이제 그 낯선 

언어들을 만날 것입니다.



제1부  투자자 국제중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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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한미FTA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국제계약서입니다. 양도 양입니

다만, 어본을 읽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미FTA를 둘러싼 분쟁

의 국제 판정 결과를 좌우할 의장(議長)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글본은 ‘국내 참고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의장이 알아들을 수 

없을 한국어로 국제분쟁에서 변론을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변호사

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 조항이 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본을 읽은들, 그것은 낯선 미법 

법률용어들의 진열장입니다. 그 의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만큼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에는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공단 및 공사의 임직원, 사법부의 공무원이 모두 포함

됩니다. 여러분의 업무는 한미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미FTA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

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민원인들에게 “안됩니다.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

는 줄을 몰랐다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에서 공무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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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길준의《서유견문》을 다시 인용한다면 “법률과 권리가 인간

세상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평등하고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

지 않”기를 원합니다.1) 한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

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

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유길준이 말

하는 공익과 재산권 사이의 균형에 대한 한국적 합의를 표현한 것

입니다.

  한국 헌법은 사유재산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합

니다. 이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

로 옮긴 것입니다.2)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는, 오늘날 한국인의 

욕망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받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욕망의 균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한미FTA

는 재산권을 위한 매우 강렬한 유혹입니다. 그 첫 출발이 [표1]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한미FTA의 수용 보상 조항을 전부 옮긴 것

이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어 원문 조항을 꼭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표 1]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

용하려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적법 절차 및 국제 관습법상의 최

소기준 대우를 해야 하며, 수용일 직전의 공정시장가격의 보상을 완전

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한미FTA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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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에서 만나는 낯선 법률용어들에 대한 해설은 뒤에 하겠습

니다. 여기서는 이를 아래 [표2]의 대한민국 헌법의 재산권 조항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표 2]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

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이 두 조항의 차이가 한미FTA와 헌법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재산권이란 국회가 법률조문에 그 이름과 내용을 부여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법률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재산권은 출생할 수 없습니

다. 형체를 얻어, 거리에 나오더라도 공공복리라는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더욱이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당해 마침내 운명을 

달리하더라도 법률에서 그 보상금 지급 조항을 두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재산권을 이러한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재

산권이 탄생하는 데에는 한국 법률이라는 모태가 필요없습니다. 그

리고 공공복리라는 예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위 두 조항만을 비교해 보고선, 한미FTA를 재산권

을 위한 강력한 계약서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에는 

재산권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좀더 본

격적으로 법률의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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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거 명령

  공무원 여러분이 한미FTA 협정문을 요령있게 읽으려면, 민원창

구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사람에 대한 조항부터 먼저 읽으십시

오. 바로 투자자 조항(11장)과 서비스업자 조항(12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미FTA 협정문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

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문 

조항을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한번만 더 안내하자면, 11장의 문 

조항 원본은 모두 이 책의 부록에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를 권고합

니다.)

[표 3]

국가는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에 동의하며, 이 동의는 국제투자분쟁

처리센터의 관할권 등에 대한 서면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미FTA 11.17조) 

  난해한 낱말들입니다. 그러나 [표3]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 한미FTA 공부의 출발입니다. 공무원들 가운데는 한미FTA의 투

자자 조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과의 공무원들에게만 적

용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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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공무원의 업무에 적용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항입니다.

  [표3]의 조항에서 ‘투자자’는 한국에 진출하여 회사를 세우고 공

장을 짓는 그런 의미의 미국인 투자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한국

인에게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매우 광범위한 경제 거래에 관

련된 미국인 투자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초 개념인 ‘투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2부 첫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

다.)

  [표3]의 조항에서 ‘중재’란 당사자들이 법원의 3심 재판절차 대

신 중재인들의 단 한 차례의 판정에 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본디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상인(商人)들의 제도

습니다.

  중재 절차의 법률적 특징은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개시될 수 없

다는 점입니다.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한

다는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그 절차 개시에 상

대측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재판과 다릅니다. 재판절차에서는 상대방

이 재판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

재에서는 이 합의서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표3] 조항이 바로 중재 동의서입니다. 이 조항은 투자

자에게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의 조항입

니다. 국제중재란 세 사람의 국제중재부가 여러분의 행정처분의 정

당성을 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처리센터’ 등과 같은 국제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입

니다.

  조금 어려운 대목이지만, [표3]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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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국제법 관계에서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관할권은 국가

의 동의 없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위 센터 

설립 조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아주 당연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동의하지 않고선 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데, 하물며 

국가가 동의 없이 중재에 회부당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은 상식입

니다.

  이러한 국제법 관계에도 불구하고, [표3] 조항은 한국이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 관할권에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 

조항입니다. 그 효과로 투자자는 국가의 서면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이 국가를 센터의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가 호출하면 한국은 언제든지 국제중재기관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국제중재와 한국의 ‘동거 명령서’라 할 수 있습

니다.

  요약하자면, [표3] 조항에 의해, 투자자가 선택만 하면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처분이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 중재 절차 선택권이 

한국 정부에서 투자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표3]의 조항은 투자

자에게 국제중재권(ISD)이라는  ‘대우’를 제공합니다. 대우란 투자

자를 위한, 국가의 한미FTA상의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독자들

이 이 책의 제2부와 제3부에서 살필 여러가지 실체법적 대우, 예를 

들어 국제법 최소기준 대우와 같은 대우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투자

자가 강제하는 국제중재 회부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처분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회부하겠다고 

말한다면, 민원실의 공무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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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원실에 찾아온 누군가가 여러분의 처분을 국제중

재에 회부하겠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일을 멈추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자, 기관장, 상급관청, 법무부, 외교통상부도 그 사

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표3]의 조항에 의해, 그 사람에게는 그럴  

국제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표3]의 조항의 효과로, 여러분들로부터 한미FTA상의 여러가

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송하는 행정처분 통지서 하단에 

안내된 ‘행정소송’만이 투자자의 유일한 도전 수단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설령 투자자가 한국의 법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 다 하더라

도, 국제중재 회부가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

면 투자자는 행정소송의 ‘계속’ 진행을 도중에 서면으로 포기하

고, 국제중재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한국 변호사를 시

켜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처리가 ‘한국 헌법’이나 ‘행정법’ 조항 위반

이라고 주장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미국 변호사를 시켜 ‘한

미FTA 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일단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국제중재로 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는 투자자가 한국 

법원에 여러분의 처분이 ‘한미FTA 협정’ 위반이라고 소송했을 경

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투자자가 한국의 법정에서 한미FTA 대신 

한국의 국내법에 의지해서 소송을 하는 보통의 경우, 그가 도중에 

한국 법정 대신 국제중재로 갈아탈 길이 열려 있습니다.(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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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조 2항, 부속서 11-E)

  그런데 투자자 소유 재산권이나 그가 경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분의 처분만이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의 처분도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습니

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중요 기업들에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

자가 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기업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

부할 수 있습니다.([표4])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자 주주를 통해 여

러분의 업무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표 4]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피청

구국의 회사를 대신하여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한미FTA 11.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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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투자자가 자신 혹은 한국 회사를 위하여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국가의 조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한미FTA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습니다.

[표 5]

조치라 함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한미FTA 1.4조)

  여기서의 조치에는 국가의 적극적 규제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

위도 포함됩니다. 2003년에 최종 중재판정이 난 ‘씨엠이’ 사건에

서, 체코 방송위원회가 자신의 관여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야기된 

법적 불안정성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코는 3억 5천만 달러 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해설합니다.)

  [표5]의 조치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당국 또는 이들로부

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가 채택하거나 행

하는 조치가 모두 해당됩니다.(11.1조 3항) 

2006년 6월에 국제중재 회부가 개시된, 나프타(NAFTA)에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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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팜스’ 사건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낙농가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는 우유 쿼터 관리제도가 회부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혹은 법원의 판결도 여기서의 조치에 해당합

니다. 나프타에서의 ‘몬데브’ 사건은 캐나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몬

데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민사소송에 패소하자 미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방자치도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11.1조 3항) 한미FTA는 지방

자치에 대해 이 책의 2부와 3부에서 볼 ‘수용 보상’ 의무와 ‘국제 관

습법상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부과합니다.(11.12조) 그래서 투자자

는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급식은 현재 개별 학교 차원

에서 운 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이 급식 식품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 시설

비 등 급식에 들어가는 돈의 약 65%는 학부모들의 부담입니다. 이

러한 방식으로는 ‘정부 조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정부 조달은 한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정부 조달로 하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만 우리 농산물 사용 특례를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서

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지원은 이러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조례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

을 급식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할 경우 한미FTA 위반이 됩니다. 

(2.2조) 

    

 게다가 만일 미국인이 한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급식시장에 진출하

제1부 국제중재권  25

여 사업을 하면 이제는 이 책의 주제인 11장의 투자자 보호조항이 

적용됩니다. 만일 그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의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경우 국제중재에 회부당합

니다. 국제중재는 지방자치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가 워낙 넓으므로 차라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살피는 편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국가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제외됩니다. 

(23.2조) 이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모든 공공 정책, 과세 정

책, 부동산 정책, 전기요금 정책 모두가 국제중재 회부 대상입니

다.  위생검역조치, 곧 광우병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생

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식품과 동식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조

치를 하는 것도 중재 회부 대상입니다. 

  법무부가 2010년에 낸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와 <알

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국제중재에 회부된 일부 사례입니다.  

□ 가스요금 인상요청 거부

□ 공항 운  계약의 일방적 해지

□ 금융기관 민 화 약속위반

□ 환율 등 금융정책 변경

□ 환경보전을 위한 공장설립 취소

□ 생태보전을 위한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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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으로 인한 특별소비세 미환급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금 부과

□ 무관세 수출입 협정 갱신 거부

□ 가스요금 인상요청 거부

□ 특정 상품의 수입금지로 인한 

□사실상의 업중단가스요금 인상요청 거부

□자국민에 유리한 법원조처

□사업부지 용도변경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 갱신 처리지연.

□외국인 고용회사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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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된 헌법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살펴볼 만한 핵심적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표 7]

중재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한다.

 (한미FTA 11.22조 1항) 

  이 조항의 효과는 국내법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 책상 위에는 늘 법령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헌법과 법

령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행정처분의 정당성의 원

천은 다음의 헌법 조항입니다.

[표 8]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

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

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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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헌법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규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공무원 여러분의 규제 업무를 모두 옹호하지

는 않습니다. 가령 제2부에서 밝히듯이, 현행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경제 규제를 국민

경제의 필수적 기초 요소로 봅니다.

  제3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투기자본의 국제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민경제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IMF사태에서 체험하 습

니다.

  규제의 다른 예는 표준화입니다. 이를테면 이동전화 단말기의 무

선인터넷 운 체계를 표준화하는 조치는, 그 밖의 다른 운 체계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규제가 없

어 이동전화에 제각기 서로 다른 운 체계가 깔린다면, 이동전화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한 개의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각기 

다른 운 체계 수만큼의 변형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1년부터 표준체계를 개발하고, 그 탑재를 상당기간 의무화하

던 것입니다.

  규제의 또하나의 예는 병원입니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의

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병원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병원

도, 병원비를 건강보험 ‘따위’가 아니라, 그 전액을 모두 자신의 지

갑 혹은 민간보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병원을 

운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원 사업자의 경

에 대한 중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중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기본적 토대입니다. 만일 모든 병원

이 건강보험증을 계산대에서 받지 않을 수 있다면, 한국의 병원은 

건강보험증이 통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부자 병원으로 나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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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았습니다.3)

  이는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자칫 건강

보험체계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규제의 마지막 예는 우체국의 체신업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

떠한 민간회사도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

습니다. 택배와 같은 제한적 분야만 민간에게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두는 이유는 만일 우편 서비스를 민 화할 경우, 섬이나 산

골과 같은 벽지에는 우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

다. 이처럼 규제란 다수의 공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국민경제

의 기반이 됩니다.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종적 권위는 헌법이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러나 앞에서 본 한미FTA의 [표7] 조항에 의해, 헌법과 법령

집은 여러분의 규제업무에 더이상 정당성을 완결적으로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한미FTA 공부에서 매우 중

요합니다. 

별거 명령

  국제중재에서 국내법이 배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

면, 국제중재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의 ‘텍메드’ 사건은, 멕시코가 스페인 국적의 회사 텍메드

에게 유해폐기물 매립장 가동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

었습니다. 회사가 받은 가동 허가의 기간은 1년이었지만, 허가 기

간 종료 30일 전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허가가 계속 연장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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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까지는 매년 허가가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멕시코는 회사의 허가 갱신 신청

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의 허가 조건을 위반

하여 매립장에 생물학적 전염병 폐기물을 반입했고, 폐기물을 매립

장 구역을 벗어난 장소에 매립하 을 뿐만 아니라, 애초 허가한 내

용과는 달리 다른 매립장에서 처리할 유해물질까지 임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멕시코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허가 갱신이 거

부됨으로 인하여 매립장에 투자한 재산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 

재산권이 ‘간접수용’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간접수용의 개념은 

제2부에서 설명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허가 갱신 신청을 받아들일

지의 여부는 환경보호와 공중건강에 따라 판단할 멕시코의 권한이

라고 반박하 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국제중재부는 투자자의 재

산권이 간접수용당했다고 판정하 습니다. 멕시코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550만 달러 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멕시코 공무원이 허가 갱신을 불허 처

분한 것이 멕시코 국내법 기준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

도, 이는 중재부의 주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 습니다.4) 이것

이 [표7]의 국내법 배제 조항의 효과입니다. 국제중재부는 문제가 

된 규제가 투자 현지국의 국내법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심사할 권한

이 없습니다.

  [표7] 조항은 국제중재에서 여러분의 업무의 정당성 여부를 한

국의 헌법과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대신 한미FTA 조항들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국제중재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집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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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제중재 판정에서 피소된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원칙적

으로 배제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투자분쟁처리

센터 설치 조약에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피소된 국가의 국내법

이 국제법과 함께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5) 국가는 자신의 국내

법에 따른 정당성을 국제중재에서 주장할 수 있고, 국제중재부는 

이를 중재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씨엠이’ 사건에

서 중재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에 어떤 적용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적용해도 된다

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 습니다.6)   

  한미FTA와 같이, 국제중재 판정에서 피소된 국가의 국내법 적용

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7] 조항은, 이런 국제법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국제중

재 판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에 대한 ‘출입

금지 명령서’이자, 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헌법과의 별거 명령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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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복

  공무원 여러분이 읽을 가치가 있는 중요 조항이 아직 남아 있습

니다. 여러분이 ‘헌법과의 별거 명령’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는 장

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중재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에 적용되는 조항들입니다.

[표 9]

국가가 국제중재 판정 결과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 사람으로 별도의 

판정단을 구성하여 판정 미준수를 확인하도록 한다. 미준수가 확인되

면, 국가에 대하여 무역보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국가는 현

금을 상대국에 지불해야 한다.

(한미FTA 11.26조 9항, 22.13조)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이 국제중재 결과,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

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휴대전화기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법하게 부

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미FTA의 용어로는 ‘혜택의 정지’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무역보복을 피하려면 미국에

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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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 조항의 효과를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중재 판정을 예로 

들어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과 2002년의 외

환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달러 송금과 환전 등을 제한하는 비상조치

를 내렸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2002년 비상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

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협정 위반이

라며 아르헨티나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그 건수가 약 40

여건입니다. 국제중재가 진행되어 2005년부터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기업 ‘씨엠에스’에 1억 5천만 달러를 보상하라

는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미국 기업 ‘아주릭스’에 1억 6천만 

달러, 독일 기업 ‘지멘스’에 2억 8백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정을 

속속 받고 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미국 기업 ‘엔론’에 1억 6백

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중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는 중재 판정의 이행을 거부하 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협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디 국제중재 판정은 국가의 자발적인 

이행이 없으면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중재의 근거가 되는 협정이 

투자협정이 아니고, [표9]와 같은 무역보복 조항이 들어있는 FTA

다면 아르헨티나는 국제중재 판정의 이행을 쉽게 거부하지 못했

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무역을 규율하는 보편적 무역규범인 세계무

역기구(WTO)는 투자자 국제중재권을 선택하지 않기로 하 습니

다. 미래의 새 무역규범을 만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

드’(DDA)에서도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

국 정부도 2003년에 이 제도를 세계무역기구에 포함해서는 안 된

다는 공식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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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와 같은 조항이 들어간 FTA가 세계사에 처음 출현한 때는 

1994년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나프타에서입니다. 그 전

에는 어느 나라도 자국민 투자자를 다른 나라가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보복을 가할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

니다. 

  강조하지만, 현재의 보편적 국제법도 그러합니다. 세계 153개 나

라가 회원국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서도 동일합니다. 

WTO는 [표10]의 조항을 두어서, WTO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

으로 무역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 국

제중재권은 국제무역규범에서 이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표 10] 

WTO협정 위반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규칙과 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

(WTO 분쟁처리양해서 23조 1항)

  이제 제1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은 충분히 두껍

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자에게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중재에서 한국 헌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한

국이 중재 판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는 무역보복 등의 겹겹의 장

치가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에게 대한민국 헌법

과 법령집을 들이대겠다는 생각은 이제 단념하십시오. 대신 한미

FTA 협정문 11장대로 대우하십시오. 헌법과 법령집은 손에서 내

려놓으십시오. 

제2부  땅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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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바늘과 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공무원 여러분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실체법적 대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부에서 보았던 국제중

재권은 하나의 절차법적 대우입니다.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목

적은 제2부와 제3부에서 해설할 여러가지 실체법적 대우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우는 바늘과 실과 같

이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국제중재권은 국가가 실체법

적 대우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그 제공을 강제하는 절차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실체법적 대우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2부와 제3

부를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실체법적 대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국제중재 회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이를 

미국에게 비준함으로써, 한국은 한미FTA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

를 미국에게 지게 됩니다. 국제법에서 비준이란 국가가 조약에 구

속되겠다는 최종적인 대외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설

명하는 절차법적 · 실체법적 대우가 한미FTA 공개본에서 잠을 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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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로 당당히 찾아갈지는 전적으로 국회

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실체법적 대우 가운데 수용 보상 대우를 먼저 제2부

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국제법 최소기준 대우, 내국민 

대우, 송금보장 대우 등을 제3부에서 해설합니다.

  설명은 ‘투자’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 조항

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바로 투자입니다. 한미FTA의 여러 실체

법적 ․ 절차법적 대우를 제공 받으려면 투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

미FTA에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대우를 요구

하는 투자자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어떻게 정의

하고 그 역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FTA의 효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미FTA는 매우 광범위하게 투자를 인정합니다. 한미FTA의 투

자 정의 조항(11.28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회사, 회사의 지분, 회사

채, 허가권, 지적재산권, 금전 청구권과 그 밖의 모든 유 ․ 무형의 

자산, 동산 ․ 부동산이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 둘레를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

다. 그러므로 공무원 여러분은 일단 자신이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에 대해 그의 투자가 진정 한국에 존재하는지 캐묻지 마십시

오. 투자자라고 주장하거든 일단 투자자로 인정하십시오.

  여기서는 몇가지 중요한 범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 허가

  주목할 만한 투자 개념은 승인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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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자에게 부여 ․ 설정해주는 공법적 

권리입니다. 종종 국가는 투자자에게 이러한 공적 권리를 설정해주

되, 일정한 조건을 달아 투자를 감독하고, 투자가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핍니다. 그러나 한미FTA의 투자의 개념에 허가권 등

이 포함된 이상, 이제 국가와 투자자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1984년의 ‘앰코’ 사건에서는 이 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300만 달러 보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인도네시

아가 이 회사에게 관광호텔 건설 및 운 을 인가하 다가, 회사가 

애초 투자 진출시에 인도네시아에 약속하 던 자본투자를 이행하

지 않자 이 인가권을 취소하 던 결과 습니다.

  2000년에 중재 판정이 난, ‘메탈클래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 

회사가 유독성 폐기물 매립장 건설 허가를 멕시코의 한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매립장 가동 신청을 허가하

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멕시코는 1,6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의 ‘미들이스트’ 시멘트 선박회사 사건에서 이집트는  210

만 달러 보상금 지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리스 선박회사에게 부여

하 던 생 시멘트(벌크 시멘트)의 수입과 저장, 포장, 국내 배송 허

가권을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7)

  앞에서 보았던, 2003년의 ‘텍메드’ 사건에서 멕시코는 유해폐기

물 매립장 가동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 때문에 550만 달러를 보상

해야 했습니다. 2002년의 ‘제닌’ 사건은 은행업 허가를 취소한 것

이 중재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가 투자자에게 설정해준 허가권이 이제는 투자자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 규제권에 맞서는 근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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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겨냥합니다.  

계약상의 권리

  한미FTA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투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표 11] 

이 협정의 목적상 수용 보상의 대상이 되는 투자로서의, 유형 또는 무

형의 재산권에는 계약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한미FTA 11장의 부속서한)

  여기서의 계약상의 권리는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포괄적 개

념입니다. 최근의 한 국제중재 판정은 계약이 투자에 해당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 습니다. 이에 의하면 ①계약의 내용이, 계약

자가 금융, 물질, 혹은 서비스 제공 등 무엇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

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②그 제공이 적정한 시간 동안 유지되고, 

③그 계약에 투자의 특질인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면, 계약은 투

자에 해당합니다.8) 이 판정 기준에 의하면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

을 위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 정부와 체결하는 광범위한 종류와 

역의 계약이 투자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한국인과, ‘미키

마우스’ 상표를 한국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적정한 시간 동안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라면 대부분의 계약이 위 요건을 쉽게 만족시

킬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위험성 요건이란 것도 아주 특별한 사

정,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와 같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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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례적인 상황이 없는 한 인정될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표 11] 조항을 둠으로써, 계약상의 권리를 투자 개

념의 독자적인 역으로 명확히 인정한다는 의미는, 투자자가 국가 

혹은 내국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적 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가 국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둘러싸고 자

주 발생합니다. 투자자는 국가의 단순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를 한미FTA의 재산권 간접수용으로 주장하며 그 보상을 요구하

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

약에는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은 대단히 흔한 민

사적 분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둘러싼 숱한 재판이 법원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져

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민사법정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권리가 한미FTA의 투자 개념으로 명백하게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는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국제중재에다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2007년의 ‘지멘스’ 사건에서, 이 회사는 1996년에 아르헨티나가 

발주한 출입국 통제 및 신원식별 시스템 사업의 국제 입찰에 참가

하 습니다. 회사는 입찰 조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 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현지 회사는 

1998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업진행 계약을 체결하 습니다. 그

런데 제1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환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정부

는 2001년에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이 사업 

계약을 해지하 습니다. 국제중재부는 이로 인해 지멘스사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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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리가 수용된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2억 8백만 달

러를 보상하도록 판정하 습니다.9)

  2005년의 ‘벡텔’ 사건에서, 세계적인 건설회사인 이 미국 회사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의 대규모 전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투자

하여 ‘다볼’ 전력회사를 설립하 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세계

에서 가장 큰 민  발전소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당시, 

회사 설립계약 등 여러가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도의 주 정부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내

용의 전력구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가격 결정 조

항 때문에 전기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인도 내부에서 강력

히 제기되어,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급가격 분

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발전소 건설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중재부는 2005년에 인도 주 정부의 계약 불이행은 벡텔이 가

지고 있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도로 하여금 1억 

2,5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정하 습니다.

    2004년의 ‘에스지에스’ 사건에서, 이 스위스 회사는 필리핀 정

부에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인증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 지

만, 필리핀 정부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불받지 못했다면서 1억 6천

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 습니다. 국제중재부는 이 사건이 필리핀 

정부와 회사가 체결한 서비스 계약상의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인지

에 대한 계약상의 분쟁이라고 하 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계

약상의 분쟁도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라고 판단하 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회사와 필리핀 정부 사이의 서비스 계약서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필리핀 법원에서만 해결한다는 조항이 ‘다행히’ 들어있

었기 때문에 중재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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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권고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필리핀 법정에서 해결하라

고 하 습니다.)

  2004년의 ‘씨에스오비’ 은행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슬로바키

아 정부가 이 체코 은행에게 8억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정하

습니다.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분쟁이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옛 체코슬로바키아 은행의 처리가 쟁점

이 되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이제는 체코 국적 기업이 된 

이 은행을 민 화하기로 하 습니다. 이 은행이 두 국가에서 계속 

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추심 회사를 두 

국가에 두기로 하 습니다. 이를 위해 이 은행은 슬로바키아와 별

도의 계약을 체결하 습니다. 그 내용은 은행이 슬로바키아에 설립

된 부실채권 인수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되, 이 대출의 상환을 슬로

바키아 정부가 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정

부는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 습니다. 그러자 이 은행은 슬로바

키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이에 대해 슬로바키아는 이 사건에서의 자금 대출은 두 나라가 

분리되면서 이 은행의 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특수한 거래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 습니다. 그러

나 국제중재부는 이 은행의 대출과 상환 청구권은 은행이 슬로바키

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투자에 해당

한다고 판정하 습니다.10)

합작투자계약

  투자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과 체결한 민사계약상의 권리도 한미

FTA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합작투자계약과 주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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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합작투자계약이나 주

식양수계약을 체결해서, 회사의 경 권을 갖거나, 회사에 지속적 

이해관계를 보유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동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사적인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도 국가와

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불이행의 책임을 국가에게 전가할 수 있습

니다. 제2부에서 자세히 해설할 ‘씨엠이’ 사건에서 체코 방송위원

회는, 투자자가 체코의 민간 방송에 진출하기 위하여 체코인과 체

결한 합작투자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

니다.

  한미FTA는 이미 ‘기타의 유 · 무형의 자산’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투자를 충분히 광범위하게 인정하 습니다.(11.28

조) 계약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투자로 인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업 손실을 국가에게 떠넘기려 시도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 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

신,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국가의 행동 혹은 부작위와 연관이 

있다면서 국가를 사업의 세계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자가 사업을 하면서 계약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가를 

연관시켜 국제중재로 가져감으로써, 투자자는 매우 광범위한 역

에서 현지국 법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실현 

과정을 국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개념을 넓게 잡으면 잡

을수록 투자자와 관련된 더 많은 분쟁이 국제화되어 국내 법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위

험을 국가에게 더 많이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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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자본

  한미FTA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표 12]의 조항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한미FTA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표 12] 

투자는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채

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

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부채는 그럴 가능성이 보

다 낮다. 

(한미FTA 11.28조, 11장 주석 10)

  이 조항에서의 주주권, 주식, 지분 등은 한국 회사 지분의 100% 

혹은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수 지분도 한미FTA상의 대우 기준들을 향유할 수 있는 어엿한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해석론은 국제중재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에이에이피엘’ 사건, ‘랑코’ 사건, ‘씨엠에스’ 사건)

  2003년의 ‘씨엠에스’ 판결은 소수 주주가 회사의 업수익에 

향을 준 규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에서 국제중재부는 소수 지분은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에 해당하며, 

소수 주주라도 회사에 대한 규제에 대해 중재 회부권을 가지고 있

다고 판정하 습니다. 소수 주주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한 아르헨티나의 항변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11) 그리고 국가

의 규제가 소수 주주에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투자협정의 공정 ․ 공평 대우 기준을 위반하 다면서,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1억 3천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정하 습니다. (공정 ․ 공평 

대우 기준은 제3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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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나 어음의 매입도 [표 12]의 조항에 따라 투자에 해당됩니

다. 1998년의 ‘페닥스’ 사건에서, 페닥스 회사는 한 베네수엘라 회

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았습니다. 이 어음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페닥스가 약속어음금 지급을 요청하

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급을 거절하 습니다. 그러자 페닥스는 네

덜란드와 베네수엘라의 투자협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를 국제중재

에 회부하 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페닥스가 약속어음을 베네수

엘라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을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

었습니다. 국제중재부는 약속어음의 취득은 자금을 빌려 준 것이

고, 이는 투자협정에서 투자를 정의한 ‘모든 종류의 자산’에 해당하

므로, 약속어음도 투자라고 판정하 습니다.

  그러므로 ‘투기자본’인지 ‘투자자본’인지 묻지 마십시오. 한미

FTA에서의 투자의 범위는 매우 광활합니다. 만일 한미FTA의 투자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원실을 방문하거든 투자자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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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수용

  공무원 여러분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 실체법적 대우 가

운데 수용 보상 대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조항은 공무원 

여러분이 본문 첫 머리에서 보았던 [표1]의 조항입니다.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수용하려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적법 절차 및 국제 관

습법상의 최소기준 대우를 해야 하며, 수용일 직전의 공정시장가

격의 보상을 완전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

다. (한미FTA 11.6조) 

  여기서의 ‘수용’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서의 ‘수용’과 자음 ․ 모음

이 같을 뿐, 그 의미는 다릅니다. 한국 국내법에서의 ‘수용’은 국가

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수용과 같이 재산권 

소유 명의가 개인에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러나 한미FTA의 ‘수용’(이는 책의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어 

‘expropriation’의 번역어입니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재산

권의 명의를 이전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용으로 보고 

국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또하나의 독자적 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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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미FTA 조항(11.6조) 앞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수용한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접수용’이 바로 별도의 역입니

다. 한미FTA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법제

화하고 있습니다. 

[표 13] 

두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소유 명의의 이전은 없이 이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한미FTA 부속서 11-B 3절)

  간접수용이란 외관으로 보아서는 수용이 아니지만, 그 실제 효과 

면에서 수용으로 판정받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해설한 

여러 국제중재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공무원 여러

분의 규제권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재산권의 취득이나 이전

과는 관계가 없는, 규제 업무 전반을 겨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판정 기준

  한미FTA에는 다음과 같은 간접수용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이 있습

니다. 

[표 14]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①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투자자

가 투자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정부 행위

가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③ 정부 행위의 성질 등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한미FTA 부속서 11-B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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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음의 미국 헌법 조항과 그 재산권 보호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 15]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취득당하지 아니한다. 

(미국 헌법 수정 5조)

  미국 헌법에서의 재산권 조항은 오로지 이 한 조항뿐입니다. 재

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질서를 일찍이 보여준 사건은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펜실베이니아 석탄광산 판결입니다.12)

  이 사건의 발단은 1921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주거용 건물의 지

반을 침하시키는 방식의 무연탄 채굴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

입니다. 이 법률은 채굴장이 주변 건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

져 있거나 혹은 광산의 소유자가 주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이 광산의 재산권 가치를 현저

히 감소시킨, 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은 미국 헌법상 개인 재산권의 ‘취득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 정부는 광산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사유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

만,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규제의 인정범위

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논쟁의 결과로 나온 법리는 취득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동

등한 규제라는 뜻을 지닌 ‘규제의 모양을 한 취득 행위’ 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제는, 비록 직접적인 취득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

도 미국 헌법에서의 취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헌법규정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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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야 합니다. 바로 이 미국 헌법의 법리가 한미FTA에 반 된 것

이 ‘간접수용’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헌법의 접근법과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헌법은 법률에 따른 보상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뒤에서 독립된 주요 쟁점으로 해설

하기로 하고, 미국 헌법의 법리를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1977년의, 

‘펜센트럴’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뉴욕 시가 1965년, 역사유적 건축물 법률을 제정한 데

에서 비롯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뉴욕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주

는 건물을 잘 관리해야 하며, 건물의 외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뉴욕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 시는 이 법률에 따라, 1913년에 건축된 펜센트럴 역사(驛舍)

를 유적 건축물로 지정했습니다. 추후 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위

로 50층의 현대식 고층건물을 증축하겠다고 뉴욕 시에 허가를 신

청하 으나, 뉴욕 시는 이 법률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

러자 건물 소유자가 뉴욕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 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규제가 규제의 차원을 넘어 

재산 취득으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판정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

습니다.

  이 기준은 ①정부 규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②그 규제가 재산권

의 경제성에 어떤 향을 미쳤으며 ③재산 구입의 동기 던 합리

적 기대가 이 규제로 인해 어느 정도로 장애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이 30년 전의 미국 판례가 2007년의 한미FTA [표14]의 조항에 등

장한 것입니다. 한미FTA 간접수용 판정기준의 뿌리는 미국 헌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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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뉴욕 시의 규제가 재산권 취득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시의 규제는 역사성과 미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역사 건물의 현재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고, 건물 이용으로 적정한 수익을 얻는 데에 지장이 없으며, 

건물 소유자가 건물 위의 공중 공간을 활용할 권리를 현저히 제약

하지도 않았고, 만일 50층보다 낮은 층수의 건물 증축을 신청했다

면 허가가 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 습니다.

  이 판례에서 정한 세 가지 판단기준이 반 된 [표14]가 이제 공

무원 여러분의 투자자 업무처리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

를 통하여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도 모국의 헌법을 맛봅니다. 

바로 이러한 결실을 위해, 미국 통상법에 “투자자 조항 협상의 목적

은 수용 및 그 보상 기준을 미국법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정함으로

써, 외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이라도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른 권

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

다.13)

  스코틀랜드 던디대학의 소르나라자흐 교수가 그의 저서《해외투

자 국제법》에서 “미국은 국제조약에서 재산권의 절대적 보호를 조

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14) 공무원 여

러분은 투자자의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시오. 그의 투자에 규제를 하지 마십시오. 간접수용이라

는 장치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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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 욕심

  한미FTA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수용 개념의 법제화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의 한국적 균형에 대한 충격입니다. 가

장 크고 심대한 충격을 받는 곳은 땅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땅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 습니다.15)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

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

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의 헌법은 미국 헌법과는 달리 재산권의 수용 및 보상은 ‘법

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표2]) 여기서의 수용이 토지 수용과 

같은 재산권의 취득을 의미함을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의 헌법은 그러한 수용에 대해서도 근거 법률에 보상 조항이 있어야

만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헌법질서에서는 규제에 

대해, 규제의 근거 법률에 보상 조항이 따로 없는 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보상 조항과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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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에서는 규제를 도입한 근거법률이 그 규제로 인한 손실 

발생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라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그 

규제로 인하여 자신의 땅이 간접수용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의 사법질

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수용 법률에 그 보

상조항이 없는 규제로 인해 사실상 토지수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독일법에서의 이른바 ‘수용과 유사한 침해’로 보아 보상

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승인

하지 않았습니다.16) 

  그러나 한미FTA는 간접수용 개념을 하나의 독립적 법적 범주로 

제도화하면서도, 한국의 땅 문제와 헌법 조항을 고려하지 않았습

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도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FTA를 체결할 때, 땅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 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FTA에서 다음의 [표16]과 같이 토지와 관련

된 수용조치는 FTA에 의하지 않고 국내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고 하 습니다.

[표 16] 

협정문의 수용 보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관한 모든 수용 조치는 

협정 발효일 현재의 수용국의 국내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며, 보상금

의 목적과 액수의 면에서도 이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 

(한국-싱가포르FTA 10.1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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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의 의미는 토지와 관련된 국가의 규제에 대해 외국인 투

자자가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토지 수용을 주장할 때, 그것이 토지 

수용인지 아닌지와 어떻게 보상할지는 싱가포르 국내법대로 한다

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싱가포르의 땅 현실을 반 하여 제

정한 법률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2003년 미국과의 FTA에서 토지 수용 문제에 

있어서는 FTA 발효 후 3년 동안은 FTA 수용 보상 조항이 적용되

지 않도록 하 습니다.(2003년 5월 6일자 부속서한 4절) 갑작스런 충

격에서 벗어나 내부적 정비 기간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2005년 인도와의 FTA에서도 토지 수용에 대

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표17])

[표 17] 

토지에 관한 모든 수용조치는 협정 발효일 현재의 수용국의 국내법에

서 정의한 대로 따라야 하며, 보상금의 목적과 액수의 면에서도 이 법

에 맞게 해야 한다. 

(싱가포르-인도FTA 6.6조 3항)

땅의 간접수용

  간접수용 개념의 법제화가 한국의 땅에 어떠한 방법으로 근본적 

충격을 주는지를 그린벨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땅 

소유자가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애초 원하던 개발을 할 수 없

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린벨트 법률에는 그린벨트 가운데, 

땅을 애초에 사용하던 용도로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특

별한 경우에만  국가에게 땅을 사 가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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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부분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현재 방식의 그린벨트 제도가 존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수용 개념의 법제화는 그린벨트 땅의 소유자가 국가

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앞에서 본 [표14]의 

한미FTA의 간접수용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국식 

그린벨트 제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

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이용과 개발의 합리적 기대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린벨트는 습지, 멸종위기 생물, 혹은 천연기념

물 등 구체적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

니다. 사유지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추상적인 목적을 

내세워 그린벨트로 지정하고선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의 토

지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도시민의 아파트를 짓는

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토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다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당초 ‘도시’ 경계가 넓어진다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소유자에 의한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다가 바로 

그 곳에 다름 아닌 ‘도시’를 짓겠다면서 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그린벨트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특정된 습지보전지

역 등이 아닌, 농촌 일반의 광활한 지구를 도시화 방지를 위해 아예 

개발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헌법질서에서는 어

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를 

공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둔다든지, 민간이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매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공유지가 

사실상 그린벨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과정은 지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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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진행됩니다.

  [표14]의 판정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식의 그린벨트는 간접수용

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면 현행 그린벨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IMF 사태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그동안의 생산력 발전의 결

실을 이러한 그린벨트의 보상에 사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히 많은 녹지대가 공유지로 되었을 것입니다.)

욕망의 폭발

  저는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소유자의 희생을 장기간 요구하다가, 

도시민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선 이를 

싼 값에 수용해버리는 식의 그린벨트 제도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선 그린벨트를 예로 들어 말하려는 

점은, 땅에 대한 간접수용 개념을 하나의 독립적 법적 범주로 제도

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대하고 기본적인 토지 규

제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입니

다.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 소유자를 그린벨트법의 보상 규정에서 

일거에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간접수용이라면서 국가에게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간접수용 개념의 법제화는 땅의 소유자에게 국가의 규제 일반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땅 욕심의 폭

발입니다. 무기의 희생자는 [표8]의 한국 헌법 토지공개념이 될 것

입니다. 땅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땅 욕심 앞에 머리 숙이게 될 것입

니다. 간접수용 보상의 법제화는 우리사회의 공익과 땅 욕심 사이의 

균형을 변경하는 그런 엄청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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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외국인 소유 혹은 외국인 투자 국내 기업 소유의 땅

만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나 땅이나 산은 인간의 관념에서만 분리

되어 있을 뿐, 자연적 ․ 물리적으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습니다. 한국의 땅을 한미FTA의 적용을 받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

으로 공간적으로 헤쳐모여 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인접한 지역

의 땅에 대해 규제하면서 외국인 소유자의 것과 아닌 것에 따라 차

등을 두어 보상하는 것은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의 공무원 홍길동 

씨의 민원창구에 어느날 미국인 ‘샘’ 씨가 성난 얼굴로 찾아왔습니

다. 이 사람이 투자한 한국 기업 ‘샘 코리아’는 회사의 공장을 지으

려고 땅을 찾다가 동탄 일대에서 적지를 발견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서둘러 샀습니다. 그런데 동탄 지역이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투기방지 명목으로 향후 5년간 일체의 개발이 금지되었습니다. 게

다가 이 회사 소유의 땅은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차 일부는 채권 혹은 대토(代土)로 보상

하는 방식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 습니다.

  샘 씨는 자신의 회사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투기방지 목적을 

이유로 회사 소유지의 개발을 전면 금지시키고, 장차 수용시 채권

이나 땅으로 보상받게 하는 규제는 한미FTA의 수용 보상 대우 위

반이라며 회사를 위해 한국을 국제중재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공무원 여러분이 위 동탄시의 홍길동 씨라면 샘 씨에게 무

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샘 씨에게만 현금 보상금을 주고 해결하

겠습니까?

  앞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굳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한국은 세계

의 대표적 인구 집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땅 욕심을 절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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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호하는 행위는, 한국인을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전쟁

터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미FTA의 욕망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땅

에서 폭발합니다. 한국인은 지금도 일상의 삶에서 더 없이 충분하

게 땅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의 제도화는 땅 욕심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행위입

니다. 땅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퇴각시키는 명령입니다. 땅을 많이 

가진 소수를, ‘공동체의 이익’이 관철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

켜주는 선언서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을 가진 소수와 갖지 못한 다

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미FTA는 그 경계에 국제법이라는 강력

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바가지

  어떤 분들은 한미FTA에 다음과 같은 [표18]의 간접수용 예외 판

정 기준이 있으니 안심하자고 말합니다.

[표 18] 

규제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엄격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의 예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경우의 예와 같이 이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으로 

되지 않는다. 

(한미FTA 부속서 11-B 3절)

  그러나 이 난해한 낱말들로 거센 탁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간

접수용의 거센 물꼬를 터 버린 이상, 그 물살을 몇 조각의 자음과 

모음들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소용돌이치는 강물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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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바가지로 물 몇 모금을 떠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바가지는 처음부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표18]을 

보면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엄격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와 같은 ‘드문 상황’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의 크기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본디 간접수용이란 

개념 자체가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규제가 너무 엄격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그 효과가 수용과 같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그런데 [표18]처럼 ‘규

제가 극히 엄격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정책이라도 

간접수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접수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공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무부가 2010년에 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도 부

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도 드문 상황에 해당하여 비례성을 벗어

난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한 

것입니다(234쪽).  

  더욱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규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도시민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없는 것

은 아닙니다. 아파트 값만 안정된다고 해서 한국인이 행복하게 되

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농업과 공업이 감당해야만 하는 비싼 토지

비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표18]의 조항은 매우 애매하고 불확실한 용어의 진열 창고입니

다. 예를 들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공공

복지 목적 앞에 ‘정당한’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참으로 해설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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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습니다. 국제중재부가 무엇을 기준으로 국가의 ‘공공복지’ 분야

에서까지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판별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

럽습니다.

  더욱이 [표18]의 실낱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비차별적’ 규제이어

야 하는데, 이는 호락호락한 요건이 아닙니다. WTO 판례는 사실상

의 차별, 곧 서로 다른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마이어스’ 판결에서도 실제적인 효과를 따져

서 내국민 기업과 외국인 기업 사이의 이익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

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차별로 판정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신을 위해 [표18]의 조항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이 조항의 원형은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2004년 투

자협정 표준안 부속서 B의 4항에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협정 표준

안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토지 ․ 부동산 정

책을 국제중재에 회부하 을 때에,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공무원 여러분을 안심시

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유념할 것은, 땅 욕심의 보호장치는 간접수용 보상 조항만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부에서 해설할 다른 실체법적 대우, 곧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공정 ․ 공평 대우, 내국민 대우 등을 근거

로 땅 욕심이 공익에 도전할 때 [표18]의 조항은 하등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오로지 간접수용의 문제에만 

실낱같은 연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실체법적 대우 위반으로 

들어오는 공격에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러니 땅 욕심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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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의 초라한 자리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한미FTA의 간접수용 법제화는 우리

가 [표2]에서 보았던, 다음과 같은 한국의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을까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23

조 3항)

  위와 같이, 한국의 헌법은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권 침해의 유형

을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과 달리 이에 저촉되는 법률

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

입니다.17) 그런데 한미FTA는 한국의 헌법과 달리 개념 범주에서

부터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의 두 개념을 사용하 습니다. 이처럼 

그 용어와 범주부터 간접수용 법제화는 한국의 헌법질서와 양립하

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접수용인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한미FTA의 기준은 한국

의 헌법재판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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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린벨트 사건에서, “토지 재산을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호

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기준은 한국의 토지 조건과 특

히 토지공개념 헌법 조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표8]처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 ․ 보존을 위해 

국가가 법률에 따른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한층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18)

보상입법주의

  한미FTA의 간접수용 법제화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보상입법주

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표2]의 

헌법 23조 3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은 미국의 헌법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보상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

단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로 할지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사건에서 금전보상 혹은 금전보상에 갈

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여러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의 선택

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개

개의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국회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은 토지 소유자라도 국회의 보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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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

습니다.

  또한 나대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함으

로써 나대지 소유자가 그 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건축 행위

를 할 수 없도록 한 사건에서는, 10년이 넘게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권 보장에 위배

된다고 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국회에 의한 입법개선을 제시하

습니다.19)

  이것이 한국의 헌법질서입니다. 아무리 한미FTA의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국회의 보상 입법을 기다려

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 모든 굴레를 단숨에 뛰어넘습니

다. 한미FTA에 의하면 어떤 규제가 직접수용이든 간접수용이든 일

단 여기에 해당하면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어

야 합니다. 그 규제의 근거 법률에 보상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혀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과 내용의 제도는 헌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

소의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1]의 한미FTA 11.6조 자체가 바로 헌법 23조 3항에서의 ‘법률’, 

곧 보상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국회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게 되면, 한미FTA는 헌법 6조 1항, 곧 “헌

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에 의해 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헌법책을 읽는 분위

기가 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니 인내해서 읽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그르치는 해석 방법입니다. 어떤 조약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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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 1항을 근거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려면, 그 전제

로서 조약이 한국의 헌법 규정과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

  헌법 23조 3항을 보면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률’은 수용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

적 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

가 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여

기에 해당합니다. 그린벨트 규제라고 한다면 그 발동 근거인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자연보존지구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인 ‘자연공원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헌법에

는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

용의 근거 법률이 따로 있고, 그에 대한 보상 법률이 또 따로 있음

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한 헌법학 연구도 헌법 23조 3항

에서의 법률은 절차법적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저 헌법 6조 1항을 들어, 한

미FTA 11.6조를 헌법 23조 3항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새긴다면, 

이는 한미FTA 11.6조로써, 한국에 현존하는 모든 수용 및 규제의 

근거 법률에 간접수용 보상 조항을 일괄 삽입하 다는 주장과 같

습니다.

  앞에서 본 ‘씨엠이’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체코 방송위원회의 

행동 또는 방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서 보상을 판정하 습니

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방송법’의 109개 조항 어디에도 방송위원

회의 감독 행위에 대해 간접수용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방송법에는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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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방송법을 포함하여 한국의 현존하는 일체

의 규제 관련법을 한미FTA 11.6조라는 한 개의 조항으로 일괄 개

정하여 보상 조항을 삽입하 다는 의미의 해석론은 국회의 입법권

을 학교 동창회나 동네 친목회의 정관 제정권 정도로 취급하는 것

입니다. 더욱이 한미FTA 11.6조는 그 자체만으로 완결되고 독립된 

규범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한미FTA 조문의 하나일 뿐이므로, 여

기에 간접수용 보상 일반법이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사회가 땅에 대한 간접수용 보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는 합의에 도달한다면, 국회가 별도로 규제근거법률에 보상 조항을 

입법하는 것이 헌법의 요구입니다. 이 과정을 한미FTA 11.6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 11.6조를 헌법 23조 3항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 간접수용 법제화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에는 또하나의 흠결

이 있습니다. 한국은 토지공개념 헌법 조항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직접적 수용,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투기를 막기 위해 현

금 보상이 아닌 채권 보상이나 대토 보상을 모색할 여지가 법에 있

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11.6조는 간접수용, 곧 소유권 명의를 계

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금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미FTA 11.6조를 헌법 23조 3항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

기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은 한미FTA 자신입니다. 한국과 미

국의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다음 [표19]와 같이 한미FTA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

석권은 매우 강력하여, 제1부에서 보았던 국제중재부도 이에 구

속됩니다. 



66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표 19] 

공동위원회는 한미FTA 규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 해석에 국제중

재부는 구속된다. 

(한미FTA 22.2조 3항, 11.22조)

  한국 헌법질서에서는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도 그 해석권을 행

정부 공무원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헌법적 권한입니

다. 법원의 해석권을 공동위원회에 일부 이양한 것이라고요? 공동

위원회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사법권의 일부를 넘겨받을 법

률적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스스로가 자신은 법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FTA 11.6조를 헌법 23조 3항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석하려는 시도를 실패하게 하는 한미FTA의 또다른 장벽은 그 내용

들입니다.

  한미FTA에는 미국의 ‘슈와브’ 대사에게 보내는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장의 수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도 다 법률이 되는가

요? 한미FTA에는 협정 발효 후 1년차에는 ‘명태’ 4,000톤을, 2년차

에는 4,360톤을 미국에서 무관세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록 2-B-1 한국편 7절) 이것도 법률이 되는가요? (이러한 논란이 

생긴 배경에는 한국 국회의 관행, 곧 미국 의회처럼 입법 사항에 대

해 FTA 이행법률을 별도로 입법하는 수고 대신, 행정부가 보낸 

FTA 협정문을 통째로 비준동의하는 편리하고 대담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WTO협정이나 유엔헌장과 같이 다자간의 보편적 국

제규범을 한국이 수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의 개별 약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FTA에는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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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미FTA 자체를 법률로 

보게 되면, 한국의 국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을 제정한 셈

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FTA에는 장차 한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

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 혹은 양국의 의회의 승인을 얻겠다는 내

용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특별소비

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2.12조) 두 

나라의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성공단을 

한미FTA상의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더라도, 이는 권고 

의견에 지나지 않으며,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개정’이

라는 방식으로 양국의 의회가 ‘입법적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부속서 22-C 5절)

  만일 한미FTA를 법률이라고 본다면, 이는 한국의 국회가 장차 법

률을 개정하겠다거나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신기한 법률을 

만든 셈이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법률인가? 

  그런데 미국의 헌법질서에서는 한미FTA 11.6조가 법률인지 아

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수용 개념 자체가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 헌법 법리의 산물이

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미국 헌법질서에서는 ‘법

률’이 아닌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법률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조약이 법률의 지

위를 가지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조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취

해야 합니다.(2조 2항) 미국은 한미FTA에 이러한 헌법 절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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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법률의 여러 

조항 가운데 한미FTA를 승인하는 조문을 둡니다. 따라서 한미FTA

는 이 개별 법률의 한 조항 아래에 놓이는 정부간 계약서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률이 아닌 정부간 

협정을 행정협정이라 부릅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하는 FTA 이행법은 다음과 같이 FTA가 미국의 

법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 20]

어떠한 미합중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FTA의 그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은 어떠한 미국인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효이다. 미국 주의 

법률의 조항이나 그 적용이, 미합중국이 제기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FT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미국인에게든, 어떠한 상황

에서든,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나프타 이행법 102조, 미국-칠레FTA 이행법 102조, 

미국-싱가포르FTA 이행법 102조, 미국-호주FTA 이행법 102조)

  이처럼 한미FTA는 미국의 하늘 아래에서는 법률이 아닙니다. 캐

나다의 한 법원은 2005년에 나프타는 캐나다의 ‘법률’이 아니고 단

지 국내적으로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이에 대해 위헌 판

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 습니다.21) FTA는 캐나다에서 법

적 규범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른 하늘 아래에서는 법률 대접도 받지 못하는 한미FTA

의 간접수용 조항을 한사코 헌법 23조 3항의 수용보상 법률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여 땅의 간접수용 법제화를 옹호하는 것은 땅 욕심 

앞에 헌법을 무릎 꿇게 하는 의식에 바치는 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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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땅 이외의 모든 것

세금 

  한미FTA에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량 1cc당 세금 수치를 정해 놓

고 이 수치를 높일 수 없도록 못 박아 놓은 신기한 조항이 있습니

다.(2.12조)

  그런데 조세에 대한 매우 주목할 만한 [표21]의 조항이 있습니다.

[표 21] 

투자자는 조세에 대해 수용 혹은 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는 조세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보상

해야 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조세는 수용을 구성해서는 

안된다. 특히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

니한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조세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는 

그 가능성이 낮다. 

(한미FTA 23.3조 6항, 부속서 11-F)    

  난해한 낱말들의 창고입니다. 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부과한 조세에 대해 수용을 주장하며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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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중재부가 이를 수용

이라고 판정하면, 국가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21]은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자신의 투자 수익에 대

해 한국이 과세하는 것에 맞서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론스타가 벨기에 국적 회사를 통해 한국에 

투자하 지만, 한미FTA에서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도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11.28조), 론스타는 한미FTA를 근거로 

하여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의 과세(만일 과세를 한다면)는 세 사람의 국제

중재부,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의 의장 중재인의 손에 그 운명

이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표21]입니다. 만일 그가 한국의 과세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

책 ․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특정 국적

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조세라고 판단한다면 한국은 

론스타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게 될지, 그 차익

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지, 론스타가 이를 국제중재에 회부할지, 

국제중재부가 어떠한 판정을 할지 등의 모든 상황의 전개를 예상하

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수단이 새로 창설된

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IMF사태 이후 10년간 한국에서 형성된 

국제금융자본의 기득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수준은 국가 조세권에 대해서도 저항의 수단을 제공할 

만큼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조세정책을 수용으로 판정하고 보상을 명령한 사례로는 

1998년의 ‘고에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벨기에 회사는 199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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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브룬디 정부에게 자신이 투자한 광산을 조세 및 관세 면

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여 이를 지정받아 광업에 진출하

습니다. 이 지정 행위는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것으로서, 특정 투

자자에게 장차 어떠한 과세 변경도 없음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

다. 그런데 브룬디 정부는 1995년에 광업 전반에 대해 이러한 특혜

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

구하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브룬디와 체결한 투자협정에 따라 

브룬디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국제중재부는 1998년에 브

룬디의 조세정책 변경이 회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자협정에 따라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 습니다. 결국 브

룬디는 그 회사에게 3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새로운 면제 지역을 제

공하기로 합의해야만 했습니다.22)

  세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21]은 국제금융자본에 함부

로 세법을 들이대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국제금융자본에게는 국제법에 맞게 품위있게 세금

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국가의 조세권에 대해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54년부터 발효중인 ‘유럽인권선언’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것에 관한 여러 규칙이, 조세를 징수하는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습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 투자협정은 국가의 과세에 대해서

는 협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완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

다.23)

  그러나 한미FTA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 원칙 및 관행’

에 합치하게끔 세금을 거두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단순히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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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국민을 차별해서 과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

다. 국제조약 해석의 기본 원칙의 하나가 조항의 존재 의의와 효력

을 부여하는 실효성 원칙입니다. 한미FTA에는 이미 소득세나 자본

이득세, 부동산세 등의 대부분의 과세에 대해 투자자 조항의 내국

민 대우, 곧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

항이 있습니다.(23.3조) 조세 자체가, 누진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본질상 차별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단지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미

FTA에 [표21]의 조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표21]에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 원칙 및 관행’에 의

한 조세 조항은 각국의 세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지

나친 과세는 그것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나프타에서의 2002년의 ‘펠드만’ 사건에서 그 판단 기

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멕시코 정부가 담배에 부과한 높은 특별소비세를 담배 

수출회사에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미

국 회사는 1990년에 멕시코에 진출하여 멕시코 담배를 사서 외국

에 수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담배에 약 140%라는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 는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용 

담배에 대해선 이 소비세를 수출자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멕시코의 소매상들로부터 담배를 구매한 다음 

외국에 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업을 하

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1998년에 세법을 개정하여 이 환급제도

를 수출용 담배의 첫번째 양도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 습

니다. 결국 담배 생산자만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

다. 이는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회사는 더이상 종래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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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멕시코의 과세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의 투자 

재산권이 간접수용 당하 다면서 멕시코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

니다. 이 사건의 국제중재부는 멕시코의 과세 변경조치로 인해서 

회사가 담배를 수출할 기회와 이에 따른 수익을 상실당한 점에서 

멕시코의 조세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

습니다. 다만 멕시코의 과세 변경이 이미 1990년에도 시도된 적

이 있어 회사가 과세 변경이 없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 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

으므로, 이 정도로는 아직은 간접수용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 습니다.24) (대신 다른 사유로 멕시코로 하여금 950만 멕

시코 페소를 보상하라고 판정하 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조세정

책이라도 일단 간접수용의 조준 대상이 되면, 과세 목적과 투자자

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상실되고,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 이익을 침

해할 경우에는 간접수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 원칙 및 관행’에 의한 조세

조항을 [표21]의 한미FTA 규정에 둔 목적입니다. 이는 국가의 조

세주권을 제약하는 조항입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국회가 론스타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한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발언하

습니다. 만일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존 회장은 기자회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국제금융자본에게는 함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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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간접수용의 개념은 환경 규제와 같은 일부 역에서만 문제가 되

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에서 해설하 듯이, 한미FTA는 투

자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대우를 제공합니다. 소수 

지분 투자자가 경 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활동에도 간접수용 보상

을 포함한 한미FTA의 여러가지 대우가 제공됩니다. 이는 한국 기

업의 소유권과 경 권에 큰 향을 줍니다.

  소유지분 보호 대우의 근거는 아래의 [표22] 조항입니다. 

[표 22] 

투자는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한미FTA 11.28조) 

  이 조항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어 단어들은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

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조문에 대한 정부의 공

식 번역에서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법의 유가증권에는 회사 소유권과 관계없는 채권 등도 포

함될 뿐만 아니라, 경 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투자

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들이 단지 주주 배당금

을 받으려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 주주가 다수 지분을 확보해 회사의 경 권을 장악하려는 욕

구는, 그 소수 지주의 필수적 이익의 한 요소로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계 사모(私募)투자 전문회사(이하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의 지

배구조와 경 권을 장악하려는 활동도 보호대상으로 만듭니다. (사

모펀드란 공모(公募)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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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고, 경 권을 장악하거나 경 권에 

향을 주어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투자단을 말합니다.)

  소수 지분 투자자가 경 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활동에 간접수용 

보상대우를 제공받은 사례를 ‘세멕스’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멕

시코의 시멘트회사인 세멕스는 1998년 인도네시아 제일의 국  시

멘트회사인 ‘시멘그레시크’의 주식 25%를 매입했습니다. 세멕스는 

주식 매입 계약서에서 2001년까지 51%의 지분을 매입해 경 권을 

차지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세멕스가 이 선택권을 행사해 시멘그레시크의 경 권을 

장악하려고 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멘트 자원의 통제권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인도

네시아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세멕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계약서의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주식을 비싼 값에 되사라고 요

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자, 세멕스는 

인도네시아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중재 회부의 명분이 바로 

간접수용 보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계약 불이행이 

세멕스의 경 권 장악 이해관계를 간접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국제중재에서 세멕스가 인도네시아에 요구한 보상액은 3억 

달러 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2007년 2월 국제중재 절차에서 

세멕스에게 합의를 해줘야 했습니다. 아직 화해 판정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세멕스가 다른 인도네시아 시멘트회사의 지분을 매입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허가해 주고, 세멕스는 중재 

회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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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는 한국 정부의 유 ․ 무형 혹은 직 ․ 간접적 행동에 

의해 회사 소유권 및 경 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좌절되거나 향

을 받을 때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간

접수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권거래법은 음성적인 주식 매집에 맞서 경 권을 방어

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 권에 향을 줄 목적

으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자

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5일 안에 주식을 추가

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식 취득

자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가 취득한 주식에 대

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당합니다.

  한국이 이런 규제를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에 한미FTA의 여러 대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한국에 보

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회사의 경 권을 장악한 미국인 대주주의 이익도 투자

로서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너무 과도해 생기는 국민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외

국인 지분율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하는 행위는 대주주의 경 권에 

대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제법을 넘은 개입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국계 사모펀드만이 소수 지분권의 

행사 장애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이므로, 제1부에서 따로 설명

하지 않았지만, 투자자에게 국제중재권을 부여하 다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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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쟁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투자자를 위하여 한국을 ‘국가 대 국

가’ 차원으로 제소할 권한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표22]의 조항에 

따라 소수 주주의 경 권 지향 요구가 한미FTA의 투자로 인정되므

로, 미국은 미국계 사모펀드를 위하여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단지 주주의 국적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국제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제소는 불가능합니다. 

1970년 ‘바르셀로나 트렉션’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벨기에인 

주주 보호를 위해 벨기에가 스페인을 제소한 것에 대해, 아예 제소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인 주주는 당시 캐나다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고, 스페

인에서 회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당국이 회사 사

업을 규제하자 벨기에 정부가 벨기에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스페

인을 제소한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사는 회사 설립의 근거가 된 국내법 체계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회사 설립 근거법의 국가만이 회사

를 위해 제소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벨

기에는 제소 자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국적은 그 주주들

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국적은 회사 설립 근거

법의 국가가 됩니다.

  사실 이는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들춰보지 않더라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삼성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는 미국인

도, 일본인도, 국인도, 중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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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한민국 법을 근거로 설립된 한국 국적의 기업입니다. 삼성과 

외국인 소수 주주는 법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외국 국민이 삼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외국 정부가 삼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을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계 사모펀드가 삼성의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인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의 원칙입니다.

  [표22]의 조항과 한미FTA는 이러한 국제법의 벽을 미국이 뛰어

넘어, 미국인 소수 주주를 위하여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치입니다.

  제3부에서 설명되는 내국민 대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자

국민 사이에 어떤 차이가 결과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국가는 내국

민 대우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주주는 경

권 유지에 성공하는 반면 미국계 사모펀드는 경 권 장악 시도에 

실패하는 ‘치명적’ 차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나 금융감독 당국 혹은 정부 산하 공단 등 기관투자가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에게 경 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유 ․ 무형

의, 직 ․ 간접적 행동 또는 제도 혹은 감독 방기 등을 하지 않았음을 

‘국제법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장 중재인에게.

방송위원회

  ‘씨엠이’ 사건에서는 체코 방송위원회의 민 방송국 감독 행위가 

간접수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 관계가 단순하지 않

아 판례 해설이 다소 길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 사건은 체코가 공산주의 붕괴 후 방송을 민 화하기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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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3년에 체코 기업인 ‘씨이티21’에 체코 최초의 전국 민  텔

레비전 방송허가권을 부여한 데에서 비롯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민  텔레비전 사업은 이 체코 기업과 미국 회사인 씨엠이 회사의 

합작투자로 진행되었습니다. 체코의 여론은 체코의 첫 민  텔레비

전이 외국인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

코 방송위원회는 방송국의 설립과 운 에 필요한 씨엠이의 외국자

본이 개입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방송 허가권은 위 체코 기업에만 

부여하 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씨엠이는 자본을 제공하고, 

씨이티21은 방송 허가권만을 제공하여 서로 합작투자를 하여 별도

로 텔레비전 방송사(‘씨엔티에스’)를 설립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구

조 던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결국 텔레비전 방송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방송 허가권은 없지만,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씨이티21

의 방송 허가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틀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변칙적 방송 구조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여러가지 전제 

조건을 붙여 방송 허가권을 부여하 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체코에

서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6년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 허가권에 어떤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이 

방송사의 허가시에 붙인 전제 조건에 대한 감독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는 이 방송사와 같이 방송 허가권 보유자가 아닌 

방송국이 허가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더이상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방송국에 불법성 시정 경고문을 보냅니

다. 그리고 방송국이 허가권 없이 방송을 하 다는 이유로 벌금 부

과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합작투자 계약서의 방송 허가권 독점 조항을 사실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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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합작투자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계약서가 재작성

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방송 허가권을 소유

한 씨이티21은 1999년에 합작투자 계약을 파기하고, 따로 방송사

를 설립합니다. 결국 자신의 고유한 방송 허가권이 없는 씨엠이 및 

그가 지배하는 기존 방송사는 더이상 방송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

다. 그러자 씨엠이는 체코의 방송위원회가 애초의 방송 허가권 부

여 과정에서부터 합작투자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일련의 감

독 혹은 감독 소홀이 자신의 투자 재산을 간접수용한 것이라면서 

체코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국제중재부는 비록 방송위원회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취득한 

일은 없지만 일련의 감독 혹은 감독 소홀 행위가 간접수용에 해당

하므로 체코로 하여금 3억 5천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정하 습니

다. 중재부는 방송위원회가 애초 방송 허가를 내어줄 때 자신의 고

유한 방송 허가권이 없이 합작투자 계약에 따른 독점적 방송 허가

권 사용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구조를 적법하다고 승인하 기에 투

자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고 적시하 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합

작투자 계약서가 변경된 것은 투자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방송위원

회의 불법방송 시정 위협에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하 습니다. 투

자자가 투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던 방송 허가권의 

독점적 사용 조항 변경에 동의한 것은 방송위원회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재부는 방송위원회의 태도가 씨이티21의 계약 파기에 

향을 주었으며, 방송위원회로서는 씨이티21이 방송위원회를 팔아 

씨엠이에게 계약 파기 위협을 가할 때에, 자신의 개입으로 조성된 

상황에 대해 이를 정리해 주었어야 했고 법적 상황을 명료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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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

고 씨엠이의 거듭되는 개입 요청과 유권해석 요구를 방송위원회가 

거부한 사실을 적시하 습니다.26)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개입과 방치가 합작투자 계약 

파기의 원인이라고 판정하 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방송 허가

권의 독점적 사용권을 상실하 으므로, 방송위원회가 비록 투자자

의 재산권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한 것과 동등한 간접

수용을 한 것이라고 판정하 습니다. 간접수용의 역은 매우 광범

위합니다.

인 ․ 허가

  인 ․ 허가, 면허, 특허를 취소하거나, 그 갱신을 거부하는 것에도 

간접수용이 적용됩니다. 2002년의 ‘미들이스트’ 선박회사 사건에

서 이집트가 이 선박회사에게 부여하 던 생 시멘트(벌크 시멘트)의 

수입과 저장, 포장, 국내 배송 허가권을 취소한 것은 수용과 동등

한 효과를 갖는 것, 곧 간접수용으로 보았습니다.27) 이 사건에서 

이집트는 4개월간의 면허취소의 대가로 21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

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텍메드’ 사건에서 멕시코는 투자자의 허가 갱신 

신청을 거부한 대가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멕시코는 허가 조건

을 위반하여 매립장에 생물학적 전염병 폐기물이 반입되었다는 등

의 이유를 들어 투자자의 허가 갱신 신청을 거부하 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멕시코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허가 갱신

이 거부됨으로 인하여 매립장에 투자한 재산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 간접수용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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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취득도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 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국제중재부는 멕시코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그 효과가 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매립장과 관련된 회사 재산권의 사용과 경제적 가치를 파괴한 것으

로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 습니다. 비록 회사가 매립장 

시설의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를 계속 갖지만, 허가 갱신 거

부로 인해서 매립장을 구적으로 가동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효

용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재부는 회사가 매립장 허가 조건

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매립장 이전 등 다른 방법 대신 허가권 자

체를 소멸시킨 것은 지나친 것으로 비례성이 없다고 지적하 습니

다. 그리고 허가 갱신 거부는 지역민의 사회적 ․ 정치적 압력에 따

른 것이라고 단정하 습니다.28) 멕시코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550만 달러 습니다.

제3부  대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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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 대우

  제3부에서는 나머지의 여러 실체법적 대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

다. 한미FTA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 여러분이 투자자에게 국제 관

습법상 최소기준 대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3]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외국인의 대우

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

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한미FTA 11.5조, 부속서 11-A) 

  공무원 여러분은 이들 조항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듣거나 관련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표23]는 얼핏 봐서는 ‘지당한 말씀들’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이

들 조항은 세계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조항처럼 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 대우가 각 국가가 모두 

지켜야 할 규범인 국제 관습법으로 존재했다면, 미국 땅은 여전히 

‘아메리칸 인디언’의 공유지여야 할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미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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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미 그 땅은 인디언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재산권 보호의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이 있었다면,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을 강탈당하지도 않

았을 것이며, 일부 땅을 헐값으로 강매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재산권 보호의 국제 관습법

상 최소기준 대우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인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설마 그럴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불문법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2부에서 보았듯이, 수용 보상 조항은 최소기준 대우와

는 별도로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기준 대우는 어디까

지나 수용 보상 대우와는 별개입니다.

  재산권 대우에 관한 국제법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은 ‘몬데브’ 

사건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재부는 국제법에서의 개

인의 권리는 아직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제법 원칙

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하 습니다.29)

  캐나다 우체국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독점과 관련된 ‘유피에스’ 

사건에서도 중재부는 독점 행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데에 적용

되는 국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 습니다.30)

  미국 버지니아 주 건설부가 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국

산 강철 사용을 입찰 조건으로 의무화한 데에 대해서, 캐나다 회사

인 ‘에이디에프’사는 미국을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위반으로 국

제중재에 회부하 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이러한 대

우가 국제법으로 실재하는 원칙인지가 오랫동안 논쟁거리 다고 

제3부 대우 기준  87

지적하 습니다.31)

  이처럼 최소기준 대우가 과연 국제 관습법으로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현재의 국제법에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한미FTA의 [표22]의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규범을 확인하는 조문

이 아니라, 그 존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조문을 통해서 규범

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미FTA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이라는 것에 대해 일단 규범력을 부여해 놓

습니다.

공정 ․ 공평한 대우

  [표23]은 국제 관습법의 하나로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먼저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정 ․ 공평 대우

란 무엇일까요?

  ‘포프앤탈보트’ 사건에서 캐나다 정부는 1999년에 이 회사에 대

해 벌인 실사 절차에서 이 공정 ․ 공평 대우 기준을 위반하 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회사에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정부에 제출한 1994년과 1995년의 생산실적 자료에서 생

산량보다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은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캐나

다는 회사에 대해 실사 검증을 벌이기로 결정하 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회사가 무관세 목재수출량 배정을 둘러싸고 캐

나다와 분쟁이 생겨 캐나다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중재부가 캐나다의 공정 ․ 공평 대우 위

반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가 막대한 분량인 서류들에 대한 검증을 서류가 위치한 

장소에서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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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 검증을 둘러싼 절차 진행을 협력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마치 전투를 하듯이 진행한 점.

□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검증 절차 정보를 제공하

지 않은 점.

□ 회사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조성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한 

점.

□ 회사의 대정부 관계에서 평판을 저하시킨 점.

□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목재수출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입

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등의 위협이 조성된 점.32)

  제2부에서 본 ‘씨엠이’ 대 체코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체코 방송

위원회가 투자자에 대해 국제 관습법 기준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되

는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 다고 판정하 습니다. 국제중재부는 그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방송 허가권의 독점적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

회의 개입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야기된 법적 불안정성을 명료하게 

정리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손상했으며, 비합리적으로 행동하 다고 지적

하 습니다.33)

  ‘메탈클래드’ 사건에서는 멕시코가 투자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 ․ 공평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오해나 혼동 상태에 있는 것을 국가가 알

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상황에 적용될 정확한 법규에 대한 입

장을 결정해서 이를 투자자에게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투자자가 자

신의 투자가 모든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절한 속도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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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대우의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34)

  공무원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투자자의 법

적 불안정성을 투명하게 제거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메탈클래드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

비아 법원은 투명성 요구는 공정 ․ 공평 대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

다면서 이같은 중재판정의 법리를 파기했습니다.

  결국 나프타의 당사국들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2001년에 공

정 ․ 공평 대우 조항이 국제법상의 최소기준 대우 이상의 추가적인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해석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순전히 이런 연유로 다음의 [표24]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표 24] 

공정 ․공평 대우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

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한미FTA 11.5조 2항) 

  이는 공정 ․ 공평 대우의 내용에 대한 국제 관습법이 실제로 존재

하느냐는 오랜 논란거리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행 인가

권 취소를 둘러싼 분쟁인 2002년의 ‘제닌’ 사건의 국제중재부는 공

정 ․ 공평 대우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35) 그리고 고의

적인 의무 소홀, 불충분한 행동, 악의적 고의 등이 공정 ․ 공평 대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003년 ‘로웬’ 사건의 국제중재

부는 불성실하거나 악의가 있는 것을 공정 ․ 공평 대우 위반으로 보

았습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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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투자자의 이익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이란 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

므로 국제 관습법으로서의 규범성을 획득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국제 관습법이란 정식 조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은 조약의 체

결국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대해 어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

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국제 관습법으로는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나 ‘민족 자결의 원칙’, ‘기본적 인권 보호’ 등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권 보호 정도는 각 나라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헌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표 2]와 [표 8]의 조항에서 경제민주화 조항과 재산권에 대한 사

회적 의무성 조항을 두고 있지만, 미국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

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기준이 존재한다는 

주장 자체가 논란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법

상 최소기준 개념에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

다.37) 최소기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미국인

의 재산권이 현지 국가의 국내법에 구속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

다. 바로 이런 혼동 상태에서, ‘메탈클래드’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

에 대한 중재에서도 최소기준 대우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

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제2부에서 보았던 ‘씨엠이’ 사건에서 국

제중재부는 체코 방송위원회의 행위가 방송에 투자한 투자자의 재

산을 수용했다면서 체코에 3억 5천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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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위 회사의 대주주인 ‘라우더’가  

2001년 체코 방송위원회의 행위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가 런던에

서 패소 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라우더는 자신

이 패소하자 회사를 내세워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었습

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

니다.

  이처럼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 대우라는 것의 규범력 자체가 매

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23]의 조항 때문에, 한국은 이제 

이 불확실한 최소기준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됩니다.

  [표23]과 [표24]의 조항들이 한미FTA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모호하고 내용이 불확실한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기준

을 한국이 인정하고 그 국제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들 조항은 최소기준 대우라는 국제 관습법의 존재를 재확인

하기 위해 그저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공무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

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한국이 국제중재에 회부당하게 될, 

그런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지키려합

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에게 권위 있는 대답을 해 줄 한국인은 없

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관들과 대법관들은 사실상 해석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해석을 의뢰하지 않을 테

니까요. 국제중재부가 판단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제중재부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불확실한 최소기

준 대우에 대한 판정을 내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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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투자협정이나 FTA를 체결한 동기는 개인의 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협정

에서 정한 기준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기

준이다.38)

  이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창구에서 투자자

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욕

구를 가능한 한 최대한 충족시켜 주십시오.

  “외국인을 차별하지만 않으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국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

국은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 대우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국가에는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국가도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한국의 국내법령을 

절대 들이대지 마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2002년의 제닌 사건에서 중재부는 이렇게 판정했

습니다.

  이 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중재부가 이

해하기로는 국내법과는 분리된 국제법상의 최소기준 대우를 하라

는 것이 이 기준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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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민 대우

진입할 권리

  한미FTA 협정문을 읽다 보면, 눈에 아주 자주 띄는 낱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라는 말인데, 투자와 서비스 관련 조

항들에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부속서Ⅰ과Ⅱ에도 가장 많이 등장합

니다. 여기서의 내국민이란 말은 자국민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

국민 대우란 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투자자 조항의 내국민 대우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래 [표25]

입니다.

[표 25]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관리 ․ 경영 ․ 가

동 ․ 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국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한미FTA 11.3조)

  아마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조항만큼은 잘 지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온 투자자를 한국인보다 ‘불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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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대우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조항이야말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충분

히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위 [표2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은 투자의 설립(진입) 단계

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그 의미와 효력을 제대로 알

려면 중국의 석유공사가 2005년에 미국의 석유업체 ‘유노칼’을 인

수하려다 좌절당한 사건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국민 대

우에 의하면, 유노칼을 인수하는 데에 중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인

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석유

회사를 중국인이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인수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담은 결의안까지 통과시켰

고, 결국 유노칼은 미국 회사 ‘쉐브론’에 매각되었습니다. 바로 이

러한 지점이 투자 진입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조항의 역입니

다. [표25] 조항은 투자자에게 한국에로의 진입권을 부여하는 조

항입니다.

  이 권리는 제4부에서 자세히 살필 ‘포괄주의’에 따라, 한미FTA 

부속서Ⅰ,Ⅱ의 ‘유보목록’(이 의미도 제4부에서 설명합니다)에 따로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업 역에서 보장됩니다. 미국이 유

노칼 사건에서 그랬듯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한

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

므로 투자자의 진입 민원을 처리할 때, 이 점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26]의 현행 법률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진입 규제권

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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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소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이처럼 한편에서는 한미FTA가 투자자에게 포괄적인 투자 진입

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의 국내법은 ‘공공질서 유지’

나 ‘보건 위생’ 등 사실상 포괄적인 진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

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국의 법일랑 잊으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투자 진

입 민원을 한국 법령에 따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투자 진입 민원이 접수되거든, 한미FTA 부속서에 따라 처리하십

시오. 이 목록에 올라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 한, 그들의 투자 진입

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침입니다.

  새 지침에 의하면, 투자자는 한미FTA 발효 2년 안에, 한국 기업

을 통하는 방법으로, 한국통신과 에스케이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하여 경 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부속서Ⅰ, 

19면)

  그렇다면 [표26]의 한국 법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한미

FTA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미FTA 부속서Ⅱ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

서Ⅰ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표27]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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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출 것.

■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

협을 가져오는 경우일 것.

■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닐 것.

■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할 것. 

(한미FTA 부속서 Ⅱ, 1면)

  [표27]에 나온,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불확실한 개념

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용

어도 한국법 체계에는 익숙하지 않은 미법식 사고의 산물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이를 상관이나 상급청

에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국의 그 어떠한 공무원도, 대통령

도, 법관도, 헌법재판관도, 그 내용을 권위있게 밝힐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진입을 

규제할 경우,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

부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

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

인지 판정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표27]의 다섯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방법

으로 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해 보렵니까? 그러려면 한미FTA에 특별

히 탑재된 별도의 중재 장치에까지 미리 대비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부속서Ⅱ에는 특별한 국제중재 심리 절차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1부에서 투자자의 국제중재권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국

제중재 절차에서는 중재에 회부한 투자자가 한국이 협정을 위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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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진입 규제와 관련된 국제중재에서는 반대입니다. 투

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27]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

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해석이 아닙니다. 아래의 부속서Ⅱ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표 28]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

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한미FTA 부속서 Ⅱ, 2면)

  이런데도 용기를 내어, 투자자의 진입을 국민의 보건위생이나 환

경보전을 위해 규제하렵니까?    

  이제 외국인의 투자 진입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표26]의 한국 

법 따위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진입단계의 투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진입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40) 부속서Ⅰ을 찾아본 

후, 부속서Ⅰ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모든 업종과 관련된 진입 민

원이라면, 이를 한국 법에 따라 처리해 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1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재래시장 상인과의 관계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대형할인점 허가를 

지연하여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만일 당시에, 투자자가 대형할인점 허가를 신청한 경

우 다면, 이는 다음 장에서 살필 내국민 대우 위반이며,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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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41)

  그러므로 만일 미국인이 대형할인매장이 진출하려 할 때 환 하

십시오. 공연히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을 돕겠다며 미국인 투자자의 

업을 규제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한미FTA가 [표25]의 조항에서, 투자 진입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 것은, 국민경제에서 외국인의 진입과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국가규제권과 국민통합에 대한 

도전입니다. 장차 한국이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 이 분야만큼은 한

국인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

니다.

  인도와 싱가포르가 2005년 FTA를 체결하면서 진입 단계의 투자

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2006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면서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

기로 한 것이나, 투자자가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

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42)

선제적 보호

  일단 국내로 진입한 투자자에게는 그 투자자에게 향을 줄 수 

있는 규제들은 특히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내국민 대우 조항을 절대

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저 미국인을 한국인보다 불리하지 않

게 대우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국제중재 판정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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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상황에서 ②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③ 이 차이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으로 인한 것일 경우 

내국민 대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 ‘펠드만’ 사건에서 국제중재부는 법률적으로 명백한 내 ․

외국민 차별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조항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국제중재부는 투자자는 외국인과 내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투자자의 국적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감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43)

  결국 어떤 상황이 ①과 ②의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공무원 여

러분은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제발 내국민 대우 조항을 한국 헌법에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차별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44)

  2000년의 ‘마이어스’ 사건은 내국민 대우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

다. 이 사건은 캐나다가 국제환경법에 따라 환경호르몬 함유 폐기

물의 해외반출을 금지시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조치는 국적

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에는 이 폐기물을 국내에 매립하는 캐나다 회

사가 한 곳 있었고, 미국 회사인 마이어스는 캐나다에서 이 폐기물

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국제중재부는 캐나다 정부의 법령으로 인해 발생한 실

제 효과를 놓고 볼 때, 캐나다 회사와 마이어스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캐나다 정부에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으니 605만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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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캐나다의 특급배달 시장에 진출한 미국 특급배달 

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하

다가 2007년에 패소한 사건입니다.

  유피에스가 당시 문제로 삼은 것은, 캐나다의 우편업무를 독점하

는 캐나다 우체국이 캐나다 체신공사법에 따라 자회사인 소포배달 

회사로 하여금 우체국을 이용해 소포배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유피에스는 자신과 경쟁하는 우체국 자회사는 우체국을 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민 대우 위반

이라며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우체국이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우편물 통관 

절차상의 특혜, 인력 ․ 설비의 지원, 수수료의 지급, 관세업무 보조 

등 독점적인 지원과 함께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에서, 캐나다 우체국의 소포배달 자회사만이 우체국을 활용하는 것

은 경쟁자인 자신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국재중재부는 다행히 유피에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

았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종결된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외형상

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국민 대우를 다한 것으로 안심해

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4부에서 자세히 해설하겠지만, 유피에스는 한미FTA에서도 놀

라운 운동량을 과시하 습니다. 한미FTA에는 특급배달 서비스에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고 따로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

가의 독점 체신업무에서 얻는 수익을 특급배달 서비스에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가의 의도를 확인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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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우체국의 독점 업무 분야에서 국제서류 배달 서비스를 제

외하겠다고 하 습니다. 한미FTA 발효 후 5년 내에 민간 배달 서

비스의 범위를 증대하는 내용으로 우편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

하 습니다.(한미FTA 부속서 12-B 3절, 4절, 부속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한국인과 투자자 사이에 어떤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최대로 들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결과적으

로라도 한국인과 투자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 일이라면 처음

부터 하지 마십시오.

  투자자를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배려하십시오. 이것이 공무

원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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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금보장 대우 

  제가 지금도 놀랍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왜 IMF사

태를 당해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획일적이고 교조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

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상식으로서 말

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달러(외환) 부족과 접히 관련되어 발생한 것

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외환위

기’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이 달러를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국인이 상품이나 서비

스를 외국에 팔아 달러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달러의 이

동은 무역이나 서비스 거래의 반 입니다. 그래서 혼자 급변한다든

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하나의 달러 유입 방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동차회사 르노-삼성이 그 보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 분야의 

사업 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또다른 범주의 달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역이

나 회사 설립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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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여 경 권을 장악한 후 회사를 비싸게 되

팔고 떠납니다. 혹은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며 주식을 삽니다. 또는 

이자 수익을 바라고 한국 회사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들은 실물

경제와 대칭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그 양이 엄청나

게 늘어날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먹튀’라는 별명처럼, 이들은 치

고 빠지는 데에 재간이 뛰어납니다. 무역이나 회사와 연계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로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

다. 이들은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질 징후가 보이면, 가장 먼저 신속히 달러를 빼가려 할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일제히 달러를 회수하거나 상환을 독촉하

면,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고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외환 부족 사태 때문에 한국은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야 했습

니다. 그래서 IMF사태 혹은 외환위기라고 부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가가 투기자금의 이동을 적절하게 규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비상한 경제상황에 달러가 일시에 빠

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비상

시, 송금하려는 달러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든지, 

송금 허가제로 운용한다든지, 혹은 송금에 중과세한다든지, 긴급

시에는 송금을 전면 금지한다든지 하는 규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이러한 규제권은 굳이 한국 헌법이 부여한 근거 조항을 

찾지 않더라도, 국민통합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

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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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가는 원금, 이윤, 배당금, 이자, 로얄티, 경영지도비, 상환금, 청산금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국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미FTA 11.7조)

  우리는 제2부에서 이미 한미FTA의 ‘투자’ 개념에 투기성 자본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기성 자본의 대외 

송금은 [표29]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이

러한 송금보장 대우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미FTA 위반입니다. 국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국가

의 규제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있기 전에는 한국에

서 활동하는 투기성 자본은 [표30]의 한국의 법령에 따라야만 했

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30]으로 축약된 외국환거래법 조항에 따

라 포괄적인 범위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송금 규제권을 가지고 있

었습니다.

[표 30]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환의 대외 지급과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장관은 국제자본이동

이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 등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자본거래 허가제 혹은 그 외환 일부를 한국의 은행 등에 예치하

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6개월의 기간을 넘어 행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주식의 10% 이상

을 취득한 직접투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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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규제권은 [표29]의 한미FTA 송금보장 대우 조항

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FTA에 다음 [표31] 

조항이 있으므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표 31] 

투자자 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환거래법에 따른 송금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미 양국은 합의한다. 다만 이 합의는, ① 외국

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대외 송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미국

과 사전 조율하지 않은 경우, 경상거래를 위한 송금에 대해서도 적용되

지 않는다. ③ 한국이 이 합의가 적용되는 경우의 송금에 대해 제한 조

치를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치의 기간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미국과 사전에 조율할 것, 몰수적이지 않을 것, 제한을 당하는 자

산을 투자자가 한국에서 운용하여 시장수익률 상당의 수익을 올릴 능

력에 지장을 주지 말 것,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내국민 대우를 할 것 등.

(한미FTA 부속서 11-G)

  한미FTA는 어느 한 곳, 쉬운 데가 없습니다. [표31]의 조항의 의

미로,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대외 송금에 대해선 투자자

의 보유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한국은 외국환거래법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을 한미FTA는 따로 정

의하지 않았습니다.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5판>의 정의에 의하

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판단 기준은 ‘회사에서의 지속적 이해관계의 

획득’입니다.45) 따라서 주식투자도 원칙적으로 이 직접투자에 해

당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짓는 그런 건전한 유형의 직접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미FTA는 최소한 몇 퍼센트의 지분

을 확보해야만 직접투자로 본다는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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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투기성 자본이 지속적 관점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면, 한국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결국 한국이 위기 발생시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국인 주식 

투자자의 송금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실보상

을 요구하며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입니다.

  미국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경우,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 

송금에 대해서도 한국은 국내법에 따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

니다. 여기서의 경상거래에는 무역 및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청

구권이라도 그 성격이 투자의 특징을 갖는 대부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기성 은행여신과 신용공여의 만기 상환, 대

출 이자의 만기 상환이나 투자 순이익 정기 송금, 대출 적정분할 상

환, 그리고 직접투자 적정 감가상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점에 대

해 한미FTA는 대출이나 채권의 이자가 포함된다고 주석을 달았습

니다. 문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역의 송금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미국과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닌 한, 한국은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IMF 회원국으로서 다음 [표32]의 IMF 협정

에 따라, IMF의 승인을 받아 경상거래를 위한 송금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의 승인만으로는 부족하

고, 여기에다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표 32] 

IMF 회원국이 경상거래를 위한 송금에 제한조치를 취하려면 IMF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IMF 협정문 8조 2(a)항)

  그 밖에 투자 역의 자본거래 분야, 예컨대 장기 회사채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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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송금과 같은 거래에 대해 그 송금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표3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의 상업적 ․ 경제적 또는 재

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서 조항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이 IMF사태와 같은 외환위기가 염려되어 투자자

의 송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한한 경우, 그것이 ① 미국인 직

접투자 관련 송금을 제한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

실을 보상해야 하며, ② 미국과 사전 조율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성 

경상거래 관련 송금 제한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③ 그 

밖에 투자 관련 송금에 대한 제한이 [표31]의 부속서의 여러 요건

을 어겼을 경우,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재 한국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표30]의 자율적 권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미FTA가 아니라면, 

미국의 투기성 자본이 경제 비상시의 한국의 송금 규제에 대해 이

를 국제중재에 회부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

다. 이처럼 한미FTA는 IMF사태 이후 10년간의 국제금융자본의 기

득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규제로부터 더 

철저히 해방되려는 것입니다.

사라진 선택지

  1997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외환위기와 2001년의 아르헨티나 외

환위기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외환 부족 사태에 처할 경우를 대비

해, 각 국민경제가 선택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과 모로코의 투자협정과 같이 국제수지상의 어려움 등 경제

적 ․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외환 송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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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를 배려하여 투자수익의 20%까지는 

송금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46)

  또다른 선택지는 국제수지나 환율정책 운 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외환 송금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방

식입니다. 아시아 투자지대협정,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가 그 예

입니다.47) 중국과 판란드의 최근 투자협정도 이러한 접근을 따르

고 있습니다.

[표 33] 

국가는 무역수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 공정 ․비차별 ․

신의칙(信義則)에 입각하여 국내 법률상의 권한에 따라 송금 규제조치

를 취할 수 있고, 그 기한은 해당 상황에 대한 IMF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중국-핀란드 투자협정 6.2조)

  특히 칠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FTA에서 중앙은행의 포

괄적 송금 규제권을 확인받았으며, 칠레의 일정 국내법령에 따라 

칠레로 유입된 달러에 대해 1년 혹은 5년이 지나야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하고, 송금액 가운데 30% 이하의 액수를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의 규제를 명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48) 미국과

의 FTA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이동 규제 조항을 만들었습니

다.49)

[표 34] 

① 투자자가, 칠레의 대외송금 제한조치가 미-칠레FTA의 투자자 대우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칠레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칠레의 

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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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칠레 회사를 대리하여 국제중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주식 지분과 관련해서 생긴 손

해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자본유입에 대해 취한 제한조치로 인해 생긴 손실이나 손해는 그 

송금 자산의 가치 감소로 한정되어야 하며, 수익 혹은 사업의 손실과 

그 어떠한 유사한 필수적 또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④ 위 조항 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i) 다음의 제(ii)항에서의 대외 

차입 금융 및 금융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두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투자에서의 수익에 대한 송금 제한조치, 혹은 (ii) 약

정 만기 상환일에서의 대출금 ․ 회사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서의, 계열

사의 경영, 가동, 관리, 혹은 확장만을 위해 계열사 사이에서 회사간

․회사내의 차입 금융을 포함하여 해외시장에서 조달된 대출과 회사

채에 따른 상환에 관한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위 조항 ①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한다. 

⑤ 조항 ④에 열거된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칠레는 제한조치가 상당

한 방해 행위가 되지 않는 한, 그 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1년 안의 기

간에 그 제한조치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제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⑥ 이 부속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 칠레의 송금 규제는 그 조치가 

칠레의 실정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서 투자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한, 미-칠레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⑦ 칠레가 동의하지 않는 한, 칠레의 송금 제한조치를 대상으로 하여 

회부된 여러 국제중재들을 중재 절차에서 병합할 수 없다. 

⑧ 미국은 칠레의 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칠레

를 국가 대 국가 제소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⑨ 이 부속서에 따른 국제중재와 관련된 송금 제한조치들에는 달리 칠

레 국내법을 적용한다. 

(미-칠레FTA 부속서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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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표34]를 한국의 [표31]과 비교하면, 칠레가 한 비상시

의 송금 제한조치에 대한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 시도는 우선 제

①항의 ‘1년 경과’라는 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④항에 상당한 

예외가 있지만, 칠레로서는 무차별적인 중재 회부에 대하여 절차적 

단계에서의 방어장치를 일단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개입에서는 미국의 제소를 ‘조치 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는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칠레가 책임져야 할 범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줄 습니다. 특히 포괄적인 형태로 ‘국내법 적용’ 요건

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한미FTA에 대해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정부

가 있습니다.50)

  미국은 기존 체결한 FTA상 송금 규제조치를 허용한 전례가 없

으나, 한미FTA에서는 최초로 이를 인정.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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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2030> 

  이 책이 원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이 우리에게 억지로 요

구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세대 후를 내다보았다는 

<비전 2030>은 읽어볼 만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의 대한민국을 2005년

의 ‘스위스 수준’으로는 끌어올리려 합니다.

  <비전 2030>에는 공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IMF사태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경제적 사변’이라 부른 것과 같이, 

<비전 2030>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한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

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2030>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결론에 따라 미

래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전 2030>이 ‘낡은 제도와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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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국가의 규제’와 ‘소극적 개방’입니다. <비전 2030>은 모두 26개

의 제도혁신을 제시하 는데, 그 첫번째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

화’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과제가 ‘규제 개선 및 개방 확대’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비전 2030>이 한미FTA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은 국가 규제로부터의 해방과 ‘적극적 개

방’, ‘능동적 세계화’를 갈구합니다. 이 ‘갈증’이 한미FTA를 원했습

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억지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전 

2030>이 내민 뜨거운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비전 2030>

입니다. 한미FTA는 외부의 그 누구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

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IMF사태 후 10년

  이 책은 IMF사태 후 10년을 <비전 2030>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

보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국가 규제의 시대’가 아니었으며, ‘소극

적 개방’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퇴행’과 ‘과잉 개방’

의 시대 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경험한 것 중의 하나는 은행의 변화입니다. 

IMF사태 이전과 그 이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의 하나는 은행

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은행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은행주식

의 약 84%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을 배척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 

경제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주도하며, 누가 결정하며, 무엇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

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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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에 섰을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

신, 단기 실적 위주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노동의 장기적 가치와 

그 교육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쓰며, 외국에 나가 공장

을 짓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내부혁신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내부의 창의와 소통, 그리고 연계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경

제의 질적 성장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한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의 창의와 소통, 신뢰

와 연계를 위한 국민경제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관건의 

하나가 공익적 규제를 통해 공공재를 구성원에게 제공하며, 금융기

관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회사이면서 

‘금융기관’입니다. 주주의 것이면서도 국민경제의 것입니다.

  은행이 오로지 회사이고 주주들만의 것이라면, 미국은 왜 한미

FTA에서 연방 단위 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는 연방 법률과,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금지하는 미국의 여

러 주의 법률을 고수하 을까요?(한미FTA 부속서Ⅲ) 그뿐만 아니

라, 미국은 한미FTA에서 미국의 모든 주의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에 있어서, 한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한국인의 이사 취임을 거부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권을 그대로 유지하 습니다.

  국민경제의 또하나의 요구는 ‘농업의 활력’입니다. 농업과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농업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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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사태 후 10년 동안, 우리의 불안과 좌절의 중요한 원인 중 하

나는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활력이 현저히 위축되는 데에 있습니다. 

농업의 좌절은 농촌지역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쇠퇴의 원인입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내수시장의 지속적 침체를 의미합니다.

  <비전 2030>은 이미 퇴보한 국가로 하여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 

앉으라고 합니다. IMF사태 후 10년 동안 형성된 국제금융자본의 

기득권과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는 그 구조의 담 너머에서, 인력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탈락한 자와 희생된 자를 위한 구제사업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전 2030>의 ‘사회투자’이며, ‘선진적 사회복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2010년까지는 세금 증가 없이 한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증세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

론을 내립니다.

  <비전 2030>은 패퇴하는 국가의 자화상입니다. 국가는 국민경제

를 유지하는 1차 보호선입니다. <비전 2030>은 국가에게 퇴각을 

명령합니다. 국가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탈 합니다. 그리

고 시장 주변에서 보초를 서다가, 자신이 버린 1차 보호선이 무너

져 생긴 희생자들과 마주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빈곤층의 기

나긴 대열에, 국가는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비전이오!” “그러니 세금

을 좀더 내주셔야겠습니다.”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17

2. 국민경제의 대안 

  대부분의 세계 나라들은 ‘국민경제’와 ‘개방’의 조화를 추구합니

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소비자에게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국민경제가 있었기에 가

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려는 일관된 정책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술표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정보통신 회

사마다 서로 사용하는 기술표준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비효율성과 

애로를 막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

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 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돈

을 소비자들이 부담하 습니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틀과 내부혁신

이 결합해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이 존재합니다.

  ‘개방’과 ‘국민경제’는,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의 궁극적 동력은 내부혁신입니다. 

내부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혁신의 과정에는 국민경제 구성원

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방은 보다 나은 외부 혁신을 발

견하고 이를 내부혁신 발전에 도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내부혁

신의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개방의 목적은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혁신 대신 그 대용품을 바깥에서 조달



118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혁신에서는 국민경제 구성원들의 창의와 소통, 신뢰와 연계

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경제란 이러한 소통과 연계의 틀이며, 공

익적 규제는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재와 

건강, 사회보장, 안전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구성원들이 안심과 여

유를 가지고 창의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입니다.

  농업을 예로 들면, 농업은 국민경제의 지리적 구성요소인 국토를 

가장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합

니다. 국민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농업생산 활동에는 

종자, 농기계, 비료와 같은 농업 혹은 농업외적 경제활동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이후의 단계에서도 식품산업, 외

식산업이 따릅니다. 이처럼 농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을 광범위하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토를 최적으

로 활용하는 기본적 산업이며, 지역사회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농업 안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활력은 국민경제에 광범위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국민경제의 

10% 정도는 농업 및 그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초 또는 든든한 버팀목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방식이 어떠한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생태계의 미

래를 담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농업은 선진국의 필수품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식

의 농업을 어떤 형태로든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사회는 이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러하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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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개방과 통합

  일본은 이미 ‘경제제휴협정’이라는 개방전략을 가지고 있습니

다.51) 이는 싱가포르 등 외국의 전문 숙련 노동력의 일본 진출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할 만큼 한국의 개방 전략보다 더 종합적입니

다.

  그런데 일본의 개방 전략은 일본 농업의 존속과 활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됩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아세안, 멕시코, 한국, 태국 등과 협정을 체결하

거나 협상중이지만, 농업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그 어떠한 개

방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004년에 체결한 멕시코와의 협정에서는 멕시코가 일본

에 수출하는 농축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돼지고기를 협정의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 습니다.52) 필리핀과의 협상에서는 일본이 

수입하는 파인애플의 97%를 차지하는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제외

하 습니다. 태국과의 협상에서는 쌀을 제외하 습니다.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이 2005년 발표한 <일본의 경제제휴협정

/FTA 정책>에서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 추진을 일정표에서 아예 

제외하 는데, 이는 농업에 대한 고려에서 습니다.

  2002년의 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만일 미국과 농업 개방

을 포함한 FTA을 체결하면, 그로 인한 충격과 후생 손실은 일본이 

싱가포르, 한국, 중국, 아세안 4개 지역 모두와 체결할 경우보다 약 

3.6배나 더 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53)

  이런 연구결과는 2006년에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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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그해 2월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

본이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일본 농업이 세계 농업과의 경

쟁에 전면 노출될 경우, 일본 농업생산액의 4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식료 자급률은 12%(칼로리 기준) 수준으로 떨

어지고, 농민을 포함해서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375만여명이 일자

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미FTA가 일본의 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

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준 선택은 

국민경제적 통합을 개방과 조화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방 전략을, 일종의 ‘통합적 개방’ 혹은 ‘개방적 통

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은 열등하지 않으며, 장점과 특성을 가진 농업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수천년 동안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생태계의 보존이

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 습니다.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지

혜와 기술이 있었기에, 조선은 600년이라는 세계사에 보기 드문 

기간 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열등하지 않습니다. 저의 부모

님 세대가 경험한 배고픔은 1930년대 후반의 일제의 만주전쟁에서

부터 비롯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일 위 일련의 세 전쟁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한국 농업이 비난

을 받아야 한다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 미국인의 굶주림은 

미국 농업의 책임이고, 1800년대 100만명이 굶어 죽은 아일랜드의 

기근에 대해서는 국 농업이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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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격차

  한국의 농업은 미국의 농업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외관상, 한국의 농업과 미국의 농업에는 세 가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연환경적 격차로서 농지 면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농업을 예로 들 수 있듯이, 농지 면적의 차이는 

농업 경쟁력의 유일한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6년에 소비자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먹을거리를 선택할 때, 값

이 싸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은 답변자의 25.5%에 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50.6%가 건강과 안전 기준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맛을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도 31.5% 습니다.54)

  더 중요한 격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 격차입니다. 미

국은 법률조항에서 ‘융자 단가’라고 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직접 

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농업법 1202조, 1104조, 

1103조 등에서 여러 농산물 가격들의 숫자를 직접 읽어 보시기 바

랍니다. 쉽게 찾아보시라고 주석에 미 의회 도서관의 해당 인터넷 

주소를 안내해 두었습니다.55) 미국은 1933년에 제정한 농업조정법 

이래 지금까지 약 7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격차가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한국의 국가동원 경

제개발계획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농업담당 세력을 격하게 압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의 이농(離農)만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농민들에 대한 국가

의 철저한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장한 ‘통일벼’ 품종이 

아닌 각지 전래 벼 종자의 다양성이 사실상 완전히 해체될 정도로, 

농업인들의 종자 선택권은 극심한 제약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선각자들이 ‘빨갱이’로 몰리기도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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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까요.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며, ‘선진국’의 필수요건이며, 더 나은 

삶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지키고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한국적 특성을 반 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은 규모는 작지만 섬세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오늘날의 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

는, 수천년 동안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발

달시켜온 지식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농업, 예를 들면 공장형 축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공장형 축산은 미국 축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점입니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은 송아지에게 소의 

피와 분유로 만든 양제를 먹이고, 동물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공

장형 축산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축산은 식품안전과 위생검역에 매

우 취약하면서 민감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성

장호르몬 사용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그토록 광우병 검역, 가금류 독감 검역, 유전자변형 농산물 검역 

등의 제도적 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이러한 자국 농업의 특

성을 반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농업 특성을 반 한 제도와 기반이 필요합니

다. 농업과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생태계를 

돌보는 농업 지식의 계승과 심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른

바 ‘쓰레기 만두 파동’이 터진 지 3년이 넘도록 아직도 ‘식품안전기

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혹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는 나라들 가운데, 한국과 같이 국민에게 ‘안심하고 먹는 즐

거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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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한다면서도,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농업인이 농산물의 효능 및 효과를 소비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속 처벌받고 있습니다. 최근인 2007년 5월에도 체중감소 ‘다이

어트용’ 쌀 광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농촌진흥청

이 체중감소 ‘다이어트용’ 쌀로 ‘고아미 2호’라는 품종을 개발하

고, 임상시험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도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해 이 쌀을 팔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에게 월등한 효

과를 보이고 있다고 제품 설명을 하 는데, 바로 이 문안 때문에 검

찰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56) 한국의 식품

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인 양 소

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농업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식품법위원회(코덱스)

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한, 농산물도 자유롭게 그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업과 지역의 연계를 잇고자, 지역 학교급식

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에 나서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농협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농림부 장관이 부당하

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농업을 자

유롭게 해야 합니다. 농업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농업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살며, 내수 산업이 살며,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124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3. 개방의 선택지

  세계의 나라들은 ‘국민경제’와 ‘개방’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베트

남이 WTO의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만큼 오늘날 세계 각 나라

는 서로 긴 하고 개방된 경제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도 장

차 이 기구에 가입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질서에서, 나라

들이 ‘개방적 통합’ 혹은 ‘통합적 개방’을 추구하는 모습은 매우 다

양합니다. 이 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 즉 ‘투자자의 보호’와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여섯 유형의 접근방법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선택지는 투자자에 대한 국민경제의 공익적 요구, 곧 ‘규

제권’을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접근법입니다. 투자자는 본디 국

민경제 안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법령을 지키며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며 사

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법이 바뀌면 내국인과 투자자가 

그 향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에 서 있는 협정문의 보

기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투자협정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투자자

가 사업하는 현지국의 수시로 변경되는 국내 법률과 규제에 부합하

는 투자에 대해서만 협정문상의 대우를 제공합니다.57) 이 접근법

을 부분적으로 응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의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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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지국의 국내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투자에만 협정

문의 대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 습니다.58) 적어도 투자가 진입하

는 때에는 국내법에 따른 규제가 완결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2006년 경제연대협정이 현지국의 법률과 규

제를 준수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국제중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

도 이러한 접근법의 반 입니다.59)

  두번째 대안은 투자자에게 국제중재권을 원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접근법입니다. FTA를 체결한 당사자는 주권국가들이기 때문

에 국가는 체약 상대국에게 협정의 이행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 개인’이 협정의 이행을 요구하며 국가를 국

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범주

의 협정에는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라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

습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가 2000년에 체결한 FTA, 미국과 호주가 

2004년에 체결한 FTA, 중국과 아세안이 2004년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연합 골격 협정의 분쟁처리 협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도 이 유형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WTO협정과 OECD협정도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03년 8월에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선택하 던 정책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투자자 보호조항을 WTO의 다자협정에 

포함시키되, 투자자 개인에게는 중재 회부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

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분쟁처리 절차만을 설치하자고 제안하 습

니다.

  이 선택안의 실제 작동 모습을, 조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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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형에서는 투자자가 국가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만이 있더

라도, 국가의 과세권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모국 정

부에게 하소연하여 자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는 이 절차를 이렇게 설치하 습니다.

[표 35]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보낸 서면에서,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재산

권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상할 것을 주장하면, 이 서면을 받은 

국가는 두 나라 정부 당국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과세조치의 수용 여부 

판정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분쟁처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미국-호주FTA 22.3조 6항)

  세번째 접근법은 투자자로 하여금 경제 규제에 대해 먼저 국내 

법원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국내 사법 절차에

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만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

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제중재에서도, 국내법이 국제법

과 함께 적용되도록 합니다.

  이 유형은 아르헨티나의 법학자이며 외교관인 카를로스 칼보의 

이름에서 유래한 ‘칼보 원칙’이라는 국제법 법리를 그 배경으로 하

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분쟁의 법정 관할권은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국이 가지는 것이지, 투자자의 모국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투자자의 권리구제에서는 ‘국내구제 절차 소

진’의 원칙으로 확립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

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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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가 수용한 국제법 원칙입니다. 

유엔 총회가 1974년에 채택한 ‘국가의 경제 분야 권리 ․ 의무에 대

한 헌장’은 [표36]과 같이 이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 36] 

투자자 재산의 수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경우, 모든 관련 당사국들

이 국가 주권 평등에 입각해서 자유의사에 따라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재산을 수용한 국가의 국내법과 법정에서 그 분쟁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의 경제 분야 권리 ․ 의무에 대한 헌장 2(2)(c)조) 

  그리고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내구제 절차 소진

의 원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협정문에서 이 원

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이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판결하 습니다.60)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투자

협정은 이 원칙을 응용하여, 투자자에게 먼저 국내법정에 제소하도

록 하고, 6개월간이라는 기간 안에 분쟁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때

에 비로소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 합니다.61)

  네번째 선택지는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에 대한 동의권을 국가

가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각 국제중재 사건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으면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의 관할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

는 국제법 관계는 독자들이 앞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서는 국가가 동의하지 않은 일체의 분쟁은 국내법원에서 해결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국가가 동의하여 국제중재로 가더라도 국

내법이 함께 적용되도록 합니다.62) 이는 앞에서 보았던 국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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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센터 설립 조약과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1993년에 체결된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의 투자협정은 이러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

니다. 이 협정은, 투자자의 분쟁은 투자가 진행된 국가의 국내법정

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국가가 동의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 습니다.63) 뉴질랜드와 태국이 

2004년에 체결한 경제연대협정도 [표37]과 같이 이 접근법을 선택

하 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OECD의 투자자 보

호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으로 이를 선택하 습니다.

[표 37] 

투자자와 국가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는 투자자의 국제중재 회부

에 동의할 수 있다. 

(뉴질랜드-태국FTA 9.16(2)조)

  다섯번째 선택은 투자자의 중재 회부에 대한 동의를 협정문 조항

으로 제공하되, 중재 판정에 적용할 법에 국내법을 포함시키는 유

형입니다. 투자자는 국가의 역에 들어와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경제 주체입니다. 투자자는 국가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투자자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국가의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이 국가 규제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국제중재에서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을 활용하는 각 나라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표38]과 

같이, 중국과 독일의 2003년 투자협정, 중국과 핀란드의 2004년 

투자협정, 중국과 네덜란드의 투자협정은 중재에 국내법을 함께 적

용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4) 장차 체결될 한국과 중

국의 새 투자협정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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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중재에는 분쟁에 회부당한 국가의 국내법, 

투자협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독일 투자협정 9(3)조) 

  협정문에서 적용법을 아예 규정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의 접근

법입니다.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 설립 조약에 따라 국내법이 같이 

적용됨은 제1부에서 해설하 습니다. 한국의 투자협정 표준안, 한

국-싱가포르FTA, 한국과 북유럽연합의 FTA, 일본-싱가포르FTA, 

일본-말레이시아FTA, 싱가포르-호주FTA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접근법은 투자자의 중재 회부에 미리 ‘포

괄적으로 동의’해줄 뿐만 아니라 중재에서 국내법 적용을 ‘명시적

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 불이행에 대한 ‘무역보복을 합

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이 세계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미국이 199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나프타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멕시코 헌법과 멕시코 법정에 구속되는 것을 원

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나프타의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미국인

들은 부릅니다.65) 한미FTA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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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2030>의 신세계

  돌아올 수 없는 길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한국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습

니다. 한미FTA 부속서Ⅰ, Ⅱ의 포괄주의 ‘유보목록’ 체제입니다.

  먼저 ‘유보목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부와 제3부에서 설명한 여러 ‘대우’들을 포

함해서, 한국이 한미FTA 11장(투자자), 12장(서비스)에서 약속한 여

러가지 국제법적 의무에서 면제를 받는 규제 목록입니다. 화를 예

로 들어 설명하면, 한미FTA의 투자자 조항에는 투자자에게 일정 비

율의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

니다.(11.8조) 그러나 한국의 화법에는 화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

율의 국산 화를 상 하도록 하는 조항(스크린쿼터)이 있습니다. 한

미FTA 이전에는 연간 146일이었던 상 일수가 한미FTA 협상의 ‘4

대 선결조건’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연간 73일로 줄었습니다. 이 수

준의 국산 화 의무상 일 규제를, 한미FT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고 목록에 적어 내는 것이 바로 유보목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유보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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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Ⅰ로 정리되어 있는 ‘현행 규제권’입니다. 정부는 이를 ‘현행

유보’라고 부르는데, 목록에서 제시한 규제 수준을 현행 수준보다 

더 높일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속서Ⅱ의 ‘미래 규제권’입니다. 여기에서 제시

한 규제 역에서는 국가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미래유보’라고 부릅니다. 위 두 유보 목록 

가운데에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가에 따라 규제의 운명이 달라집니

다. 화를 다시 예로 들면, 이는 부속서Ⅱ가 아닌Ⅰ에 등재되었

습니다. 그 결과 한국 화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한국

은 국산 화 의무상 일수를 73일에서 하루도 더 늘릴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현행규제권이니, 미래규제권이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보목록에 등재된 규제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

한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한미FTA 11장과 12장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제1부에서 보았듯이, ‘필수적 안보’만이 그 

예외입니다. 이러한 포괄주의 혹은 예외목록주의(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유보목록에서 빠진 일체의 국가 규제권을 한미FTA에 복속

시키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 줍니다. 나아가 부속서Ⅰ의 현행유보의 

목록에 겨우 이름을 올린 규제라 하더라도, 원상회복 금지라는 못

질을 합니다.(11.12조 1.다.항) 이 규제는 ‘줄어들고 물러날 자유’만 

있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늘어날 수 없고 키는 자랄 수 없습니다.  

  부속서Ⅱ의 미래유보 등재에 성공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3부 [표27]에서 보았듯이 공공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라도, “투자자의 진입(설립)과 인수에 대해서

만,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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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

록,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부속서 

II, 1면)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한국이 국제중재부가 만족하도

록 입증해야 합니다.

  포괄주의 유보목록 체제는 투자자가 국가의 규제를 광에 집어 넣

고 문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국가에게 금지선을 설정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 금지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가는 발을 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많

이 갇힐 자유, 더 많은 규제를 포기할 자유만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가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은 투자의 진입 단

계에서도 미리 그어져 있습니다. 국가는 그 금지선을 넘어 투자자

의 진입 시도 자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투자자의 진입 허

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사실상 진입권을 갖게 됩니

다.66) 제3부에서 설명하 듯이, 외국계 대형할인매장이 지방 중소

도시에 진출하려 할 때, 그 허가 단계에서 지방 중소상인들을 배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형할인매장 규제는 부속서Ⅰ,Ⅱ

의 그 어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으로 이러한 현행 규제권과 미래 규제권은 

국가 안보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2부의 수용 보

상 의무와 제3부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

니까 통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용 보상 의무와 최소기준 대우는 

국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유보목록에 올려놓았다 하더라도 이 두 

의무에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서면상으로는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권한

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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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에 한미FTA는 종료됩니다.(24.5조) 그러나 이 합법적 종료 후

에도 투자자 국제중재권은 살아남습니다. 이를 좀더 설명하면, 분

쟁처리 조항은 그 존재의 근거가 된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유

효합니다. 한국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 다 하더라도, 그 

전에 취해졌던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투자자는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미FTA가 가동되면 강고한 제도로 자리잡고, 우리사회 내

부에도 강력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해제권’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미FTA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신세계

  한국이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도달할 신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다음의 조항에서 봅니다.

[표 39] 

한국과 미국은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공중통신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

을 부여하는 규제방식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한다.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

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국내 공중통신 서

비스 또는 부가서비스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한미FTA 14.21조) 

  이 조항이 진정 담으려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과 국민경제 사이의 연계를 최대한 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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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연계망(네트워크) 산업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제주체들 사이의 연결망입니다. 효율적인 기술 및 

표준은 그 연결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이는 어느 한 회사 혹은 

어느 한 조직이 리적으로 추구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내부혁신이 가능합니다. [표

39]의 조항은 연계망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초에 대해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 혹은 ‘국내 공중통신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 공급자 보호’ 수단이라는 혐의를 씌워, 이를 제약하겠

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입니다.   

  신세계를 미리 비춰주는 거울이 또하나 있습니다.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는 국민경제 구성원의 창의와 소통, 신뢰와 연계에서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보목록 부속서Ⅱ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인 이 표현이 왜 한미FTA에 들어와야 

했을까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한미FTA의 신천지에서, 대한민

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세계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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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비전 2030>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에게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묻지 않습니다. 

  IMF사태 후 10년간은 ‘국가의 퇴각’과 ‘국제금융자본의 웅비’의 

시기 습니다. 국가가 퇴각한 양탄자를 밟고 화려하게 입장한 것은 

국제금융자본입니다. 한미FTA의 신세계에서 국제금융자본은 IMF

사태 후 10년간 한국에서 획득한 기득권 위에 법률의 갑옷을 화려

하게 입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의 갑옷은 한 벌이 아닙니다. 여러 벌이고 겹겹입니

다. 한미FTA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도 투자로 인정하는 조항

과,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수용 보상 대우와 송금보장 

대우를 관철할 국제중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표 40] 

투자자가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11장의 규정은 본 13장의 금융

서비스에도 수용 보상과 송금보장의 영역에서 적용된다.

(한미FTA 13.1조 2항 나목) 

  이에 비하면 한-칠레FTA는 매우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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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투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 고,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협정 

발효 후 4년 뒤에 다시 협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한-칠레FTA 

10.2조 3항, 21.5조) 

  한미FTA는, 한국의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안

정성과 건전성을 위해 취한 규제를 이유로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제중재에 회부된 한국이, 그것은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한 조치’

로서 한미FTA의 투자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경우

에는, 이 쟁점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하도록 

하 습니다.(13.19조)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서비

스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한국의 항변에 대

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중재부가 판정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중재 회부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미국이 국제금

융자본을 위하여 한국을 제소할 경우, 금융서비스 전문가로 판정단

(패널)을 구성하도록 하 습니다.(13.18조)

  국제금융자본의 법적 수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FTA

는 국가의 통화정책, 이와 관련된 신용정책, 그리고 환율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국제금융자본의 송금 자유가 훼손당하지 않도

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 습니다.

[표 41] 

투자자 조항은 통화정책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송금 자유 보

장 조항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미FTA 13.1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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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자본의 갑옷은 더 있습니다. 한국은 부속서Ⅱ의 유보목

록에서 불완전하게나마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투자 진입 제한권을  

확보하 지만, 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한 국제금융자본에는 이 진

입 제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속서Ⅱ에 “금융서비스에는 이 유

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부속

서Ⅱ의 2면, 3항) 

  그들의 보호막은 매우 두껍습니다. 한미FTA는 한국에서 금융기

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려고 하는 국제금융자본에 대해 내국민 대

우를 부여했습니다.(13.2조) 내국민 대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독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은 한국에서의 금융기관 

설립․인수에서 언제나 한국인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한미FTA의 애호가들입니다. 한미FTA 이전에는, 

그들 혹은 그들이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이 허용

하고 허가하는 금융상품만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금융법

의 역사 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제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

었습니다. 한국의 금융법은 허가된 것만을 팔던 시대에서, 금지되

지 않는 한 다 팔 수 있는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을 목격하게 되었습

니다. 한미FTA는 이를 금융서비스 상품 규제 방식을 지금까지의 

‘허가목록주의’에서 ‘예외목록주의’로 전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

다.(13장 부속서한)

  우리는 앞에서 이와 같은 포괄주의가 국가규제의 신축성을 극도

로 위축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낱말인 포

괄주의가 얼마나 국제금융자본을 자유롭게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

습니다. ‘놀라운 신세계’입니다.

  그들은 한미FTA를 사랑합니다. 한미FTA는 국제금융자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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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획득한 업자료를 미국으로 가져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부속서 13-B 2절)

  한미FTA의 신세계는 국제금융자본을 위한 매우 ‘차원 높은’ 공

간입니다. IMF사태 후 10년간 강자의 위세를 누려왔던 국제금융자

본은 이제 한미FTA의 신세계에서 더욱 막강한 강자가 됩니다.

  이 위세 앞에, 다음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대형 금융기관과 같은 대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의 강한 사

회적 연관성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자본 지분인 주식은 그 재산권이 개인의 인격 발현에 대

하여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미소한 데 반하여 사회적 연관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하여 보다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67)

  과연 국제금융자본이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에 필요한 내부혁신의 

담당자가 될까요? IMF사태 이후 10년간 그들이 한국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미FTA는 그들이 

국민경제로부터 더 많이, 더 확실히 벗어나도록 해 줍니다. 투자자

에게 투자 진출 허가의 조건으로 자국민 근로자에게 기술이나 재산

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 안됩니다.(11.8조 3항) 

다크호스

  혹시 주위에 권할 만한 사람이 있거든, 보험회사에 취직하라고 

권고하십시오. 한미FTA 신세계의 왕자는 보험산업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해상운송보험, 항공보험, 재보

험 및 이들 보험과 관련된 보험중개, 그리고 보험에 이어지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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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사고위험 평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자문 등에 대해선, 한

국에서 사무실을 내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습

니다.(부속서 13-A) 그리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외환보유 요건을 더 낮춰 주기로 하 습니다. 한국의 우

체국이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하여 새로운 보

험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 습니다. 또 우체국의 

보험서비스가 한국의 규제 덕택에 민간 보험회사의 서비스보다 더 

좋은 혜택을 공중에게 제공할 수는 없도록 하 습니다. 우체국은 

보험서비스에 관한 재무제표와 결산서 등의 회계자료를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 고, 그 감독을 받도록 하 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수협․신협과 같은 분야별 협동조합에

게 민간 보험회사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습니다.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들 협동조합의 보험서비스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 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 보험회

사와 우체국 ․ 농협 등과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보험작업반을 구성하도록 하 습니다.(부속서 13-B) 

  한미FTA는 한국으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에

서의 국민건강보험 ‘예외 병원’의 허용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 습니다.(부속서Ⅱ 39면) 앞에서 설명하 던 포괄주의 미래유보 

체제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 고급 병원을 국민건강보

험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들

은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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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의 활력

  <비전 2030>의 신세계에서는 농업의 활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농업은 지역과 식품산업으로부터도 더욱 고립되어 있습니다. 발효 

주정이나 맥아는 농업과 술을 연결하여 주는 중요한 상품입니다. 

(술은 우리 농업의 중요한 활로입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각 

270%, 269%대의 관세를 15년 후에 모두 철폐하도록 하 습니다. 

그래서 술 산업의 원료를 미국산 발효 주정과 맥아가 대체한 것입

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하

던 한국의 ‘술과 농업의 연계고리’가 더욱 확연히 끊어진 것입니다. 

  한미FTA에서는 국내 식품산업과 접히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들, 예를 들어 참기름, 냉동고추, 고추장, 저장 처리 딸기, 

고추 ․ 마늘 ․ 양파 혼합 조미료, 건조 ․ 일시저장 처리 당근 ․ 무 ․ 배추 

등에 대한 관세가 결국은 모두 폐지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초

적 원료 농산물의 경우와 설탕과 같이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기대하

기 어려운 상품이 관세 철폐 기간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

다. 한미FTA의 신세계는 농업과 국내 식품산업의 연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부가가치 창조와 식품산업과의 연계라는 농업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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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농업과 같이 내수에 기반하고 내수로 성

장하는 산업을 골라서 힘들게 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비전 2030>은 한국 농업의 장점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한

국 농업의 장점과 특성을 반 하는 국내법과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성립하기 어렵게 합니다. 한 사례가 미국이 이 협정문의 

협상 최후의 순간에 관철시켰다는 ‘농업생명공학 양해서’입니다.

  생소한 용어들이지만, 이 양해서의 1항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 42] 

한국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할 때,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농업생명공학 양해서 1항)

  어려운 낱말들입니다. 이 항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한국의 현행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큰 틀이 ‘시험 및 연구용’

과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수입한 경우로 대별되고 있음을 알

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산 유전자조작 콩이 ‘식용’으로 수입되었다고 합

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행여 이 콩의 일부가 식용으로 소비되지 

않고 ‘종자용’으로 둔갑해 한국의 자연에 방출될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록 수입 용도는 ‘식용’으로 되

어 있는 콩이지만, 이 콩에 대해 토양재배실험을 통한 위해성 평가, 

곧 환경위해성 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농림부 장관 고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환

경위해성 평가 심사지침’은 식용, 사료용 농산물이라도 원형 상태



142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로 국내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기준에는 ‘토양 또는 수계에

서의 생존능력’, ‘포자 생성 여부’, ‘토양 유용 미생물, 주변 곤충, 

동식물에 미치는 향’, ‘식물병원균과의 유전물질 교환 가능성 여

부’ 등이 포함됩니다.

  양해서 1항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제도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

니다. 식용 유전자조작 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양해서에 따라 

한국은 이 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할 때에, 식용이라고 하는 애

초의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사용해야만 합

니다. 이는 환경위해성 평가 자체의 의의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입

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소 긴 제목의 한국의 한 법률과 만날 필요가 있

습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6년 전에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는 이 법률의 목적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

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

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면,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사료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 건강

향평가와 자연환경 향평가를 하는 절차가 법제화됩니다. 이 평가

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작물들은 수입이 금지됩

니다.

  양해서는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한국의 이 법률의 앞길을 미리 

미국에게 유익하도록 틀어놓는 것입니다. 미국형 농업의 산물인 미

국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위해 한국의 제도와 법의 운용을 제약하

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 양해서는 실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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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구입에 향을 주는 식품표시제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규제

가 미국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져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의무제를 한사코 거

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표시제에 사전적인 향력을 행사할 근

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 한미FTA 속에 ‘위생검역위원회’와 

‘기술장벽위원회’의 설치를 제도화한 것은 이를 통해 더욱 지속적

이며 선제적으로 한국의 식료체계에 개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

술장벽위원회’란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표준이나 기준표시 등

을 다루는 곳으로, 유기농 인증 표준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 선택 기준인 상황에서 

위생검역조치는 농업의 장래를 담보할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위생검역조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 대한 한국의 검역조치의 자율성을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하

는 것은 단지 쇠고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닭 등 가금류 독감 검역에서도, 미국산 가금육을 대상으

로 한 통일적 검역 대신 가금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주(州)를 발

생 지역과 구분해서 대우해 주는, 이른바 ‘지역화’ 방식을 관철시켰

습니다.(8.1조 3항 사목) 이 조항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음의 다소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한미FTA 조항에는 ‘가금

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진전사항이 ‘동물건강 및 축

산물 위생조치에 관한 양해서’라는 또 하나의 양해서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합의해 준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해서에는 가

금류 독감의 지역화 인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령 미

국 델라웨어 주에서 가금류 독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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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닭고기에 대해 검역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주 닭고

기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유

전자변형 식품의 수입 승인 및 표시제, 위생검역 조치, 유기농 식

품의 인증 기준 등 한국의 농업과 식료체계에 대해 미국이 상시적

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틀을 제도화했습니다.

  <비전 2030>의 신세계에서는 국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국가는 

농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조금만 부지런한 독자라면, 능동적 개

방주의가 2007년에 내어놓은 농업대책이 14년 전에 WTO 가입 때 

내놓았던 대책의 복사본임을 알 것입니다. “투융자 예산을 재조정

하겠다”는 문구, “규모화를 촉진하겠다”는 표현, “농가유형별 차별

화된 지원”이라는 용어 등이 그대로입니다. 14년 전에 출현하 던 

“농가대장제도 도입”은 이제 “농가등록제 도입”으로 살짝 옷을 갈

아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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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성 

  <비전 2030>의 신세계를 한 줄로 묘사하라고 한다면, ‘공공성으

로부터 해방된 곳’입니다. 한미FTA가 다른 FTA보다 가장 발달한 

곳이 이 분야입니다. 그 대표적 발명품이 바로 이 분야에서 탄생하

습니다.

  한미FTA에는  [표43]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 화에

서 확보할 민 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 개념

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서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 43] 

■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 

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 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민 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

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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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투자계

약으로 범주화한 것은 한미FTA의 ‘뛰어난 성취’입니다. 나프타, 미

국-호주FTA는 투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

다. 그 곳에는 이러한 용어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칠레

FTA, 미국-싱가포르FTA에서는 투자계약이라는 낱말을 담을 수 

있었지만, 한미FTA와 같은 고도의 공공서비스 문항을 시도하지 못

했습니다. 겨우 ‘자연자원 채굴권 및 기타 자산’ 정도의 표현에 그

쳤습니다.(미국-싱가포르FTA 15.1조, 미국-칠레FTA 10.27조 등)

  한미FTA가 투자계약, 곧 민 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

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

자가 민 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

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 화 계약 위

반을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설하

겠습니다.

  한미FTA는 국가가 투자자와 체결한 민 화 계약의 내용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 위반으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

부하도록 하 습니다.(11.16조 1항) 이 국제중재는 제1부에서 본 국

제중재와는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제1부에서의 국제중재 회부는 

적어도 국가가 한미FTA에서 정한 투자자 대우 위반, 제2부와 제3

부에서 살핀 그러한 여러가지 대우 위반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

다. 그러나 투자계약에서의 국제중재 회부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

습니다. 민 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국가가 투자자와 체결한 

사적인 민 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국제중재에서는 국내법이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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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강조합니다. 국가가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데에 조약상의 의무 위

반이라는 사유가 더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국가를 국제중재로 회

부하는 데에 더이상 한미FTA에 특정된 실체법적 대우 조항을 원용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서 한 장이면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

다. 국가가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데에, 조약상의 구체적 의무를 어

겼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투자자 개인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재

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에서의 국가의 규제권을 심

각히 제약합니다. 애초 민 화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경

제적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는 민 화 사업의 내용을 규제할 필요성

을 느끼면서도, 국제중재 회부 때문에 이에 소극적이 됩니다. 더욱

이 만일 애초의 민 화 계약서에 민 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

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 화를 다시 공 으로 되

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일방적 공 화는 

민 화 계약의 위반일 뿐 아니라, 투자자의 경 권에 대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투자계약의 또 하나의 효과는, 투자자가 국가의 조세권에 대해 

민 화 계약 위반이라며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3.3조 6항) 

중앙부처의 공무원 여러분은 투자자와 민 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민 화 당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문항을 투자자에게 허락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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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만일 이 ‘안정화 조항’을 양보하면, 이 투자자에게 그 어떠

한 세법의 개정이나 변동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

의 사업을 위하여 민 화 당시의 한국의 세법을 동결 ․ 건조시켜 언

제든지 꺼내 먹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켜도, 

이 투자자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세법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전 2030>의 신세계에서, 매우 어렵게 사는 사람의 이름은 공

공의료서비스입니다. 한미FTA는 국민건강보험 체제를 벗어난 병

원을 허용하 고, 미국 보험회사의 업환경을 크게 개선하 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을 제도적으로 보장하 으며,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약값 부담을 높 습니다.

  한미FTA가 ‘FTA 발달사’ 속에서 성취한 또하나의 업적은 이 협

정문이 ‘의약품’이라는 제목으로 된 별도의 독립된 장(5장)이 있는 

유일한 FTA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그저 형식에서의 위대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약을 국민건강보험 대상

으로 등재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험 등재

와 약값 산정에 대해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독

립적인 재심 기구’에서 이러한 국가의 권한을 다시 판단합니다.(5.3

조 마항, 부속서한) 특히 한국은 여기서의 재심을 ‘합리적이고 정하

여진’ 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보장하 습니다. 

  재심 결과는 국가의 결정을 승인한 것일 수도 있고, 부인하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재심기구가 후자로 결정을 하 다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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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연히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애초의 결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독립적’ ‘재심’ 절차를 규정한 의의가 

부인됩니다. 국제조약의 중요한 해석 원칙 중 하나는 제2부에서 보

았던 것으로, 조항의 존재 의의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

라, 조항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해석의 원칙입니다.(실효성의 원칙) 

  그런데 한국 정부의 ‘관계부처합동’ 해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

국은 원심 번복 권한을 지닌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를 요구하 으

나,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 결과를 원래 결정기관으로 환

송하는 방식으로 운 할 예정임을 확인”하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심 기구가 직접 

번복하건, 국가가 원래의 결정을 번복하건 번복은 번복입니다. 중

요한 것은 어느 회의실에서 번복되느냐가 아니라, 재심 기구가 결

정을 하면 그 취지에 국가가 구속되어야 한다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한글본에 이 조항의 어단어 

‘review’를 ‘검토’로 번역하 습니다. 그러나 절차법에서, 어떤 결

정에 대해 다른 독립적 기구가 다시 심사하여 판정하는 상황에서의 

‘review’는 ‘재심’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보낸 부속

서한에 ‘기구’를 의미하는 ‘body’가 사용되었으므로, 한미FTA에서

의 재심 절차는 독립적 기구가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번역은 

‘검토’가 아니라 ‘재심’입니다.

  이러한 ‘재심’의 의미와 그에 맞는 번역은 한미FTA의 다른 조항

에 대한 정부의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당국

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행정 재심 절차를 규정한 

조항 등 수많은 조항들(7.8조, 7.10조, 11.20조, 16.1조, 19.3조, 21.4

조 등)에서는 이 ‘review’를 ‘재심’으로 번역하여, ‘독립된 행정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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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정 재심’, ‘구제의 재심’, ‘판정에 대한 재심’ 등으로 옮겼습

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분야는 농업과 더불어, <비전 2030>으로 가장 

많이 변할 곳입니다. 변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해설하겠

습니다. 한미FTA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특허권을 공익과의 조화

를 잃을 만큼 보호했습니다.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역설하던 <비

전 2030>의 ‘능동적 개방주의’가 의약품 특허권에서는 오히려 ‘독

점권’을 강화하 습니다. 한미FTA는 의약품이라는 말을 70여회 

사용할 만큼 의약품에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 습니다. 의약품 특

허권을 불균형하게 보호하는 무수한 조항 가운데 하나의 조항만을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 특허-시판 연계 조항입

니다.

[표 44] 

식약청에 제네릭 약품의 시판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식약청은 식약

청에 기신고된 특허로서, 의약품 또는 그 승인 용도법에 효력이 미치는 

특허의 특허기간에 시판을 추진하는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

의 인적사항을 위 특허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

권자의 동의 없이는, 위 특허의 특허 기간에는 제네릭 약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시판 승인 절차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미FTA 18.9조 4항) 

  한미FTA의 조항들은 끝까지 어렵습니다. 이 조항을 아무리 읽고 

또 읽은들,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위 표가 사용한 ‘제네릭’ 약이란, 특허 기간 20년이 끝나면서 ‘공

공재’로 편입된 유명 신약의 특허 성분을 활용하여 그와 효과가 같

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약을 말합니다. 이는 편법 모조품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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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신약의 특허권 20년 독점을 사회가 수용한 대가로 성취한 공

공재적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

간이 되는 약들입니다. 제네릭 약도 어엿한 약이기 때문에, 식약청

의 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전성와 유효성은 

이미 유명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자료

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받는 절차는 없으며, 대신 유명 신약과 동

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별도의 독자적인 임상시험 자료 

획득 단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공중에

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44]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신약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20년의 종료는 곧 독점적 수익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그래

서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유명 신약 특허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령 물질의 일부 성분을 추가한다든지, 그 제법에 특허를 

걸어 둔다든지 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선택 조합을 계속 특허에 추

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의 망을 넓게 쳐놓으면 제네릭 약품 회

사가 이를 피해가면서 유명 신약에 대한 제네릭 약품을 출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 법률에 의해 특허권은 특허청이, 의약품 

시판 허가는 식약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동등성 인정 

여부만 평가하여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승인하면 되었습니다. 만일 

그 약이 유명 신약을 둘러싼 여러 특허망에 걸리는 것이었다면, 미

국 제약회사가 한국의 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표 44]의 조항에 따라 사정은 전혀 달

라집니다. 미국 제약회사는 자신이 설치해 놓은 특허망을 식약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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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식약청이 이 망에 걸리는 제

네릭 약품을 골라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애타게 기다리

는 저렴한 제네릭 약품 출시는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한미FTA는 국가와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특

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16.2조, 16.3조)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 제공하는 독점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은 정당한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시장성 등과 같은 상업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기관이 자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만일 그 자회사의 사업이 투자자와 경쟁하는 내용이

라면 금지됩니다. (이를 ‘교차보조’ 금지라고 합니다.) 공기업이 상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국민에게 주는 대우 이상으로 투자

자를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

부조달에서도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자 조항의 투자자 대

우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 습니다.(17.2조 5항) 이렇게 한미FTA는 

공공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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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는 제주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미FTA라는 고속

도로는 그 이름과는 달리 미국으로 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 표지

판을 따라 가보면 미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도로의 종착지는 한

국입니다.

  진정 미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보려 했다면,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의 대표적 보호막인  ‘반덤핑’ 장벽을 걷어내야 했습

니다. 반덤핑이란 한국산 수출품이 정상가격보다 더 싼 값으로 미

국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에 맞서 관세를 더 매기는 것을 말합니

다. 그러나 한국의 능동적 개방주의는 이 장벽을 열지 않았습니다.

[표 45] 

■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하여 덤핑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

시하기 전에 한국에게 서면통보를 하며, 협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미FTA 10.7조 3항)

■ 한국 수출회사가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출량을 줄이는 것과 같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당하지 않는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게 전달하고, 한국의 수출회사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기회를 제

공한다.                                   (한미FTA 10.7조 4항)



154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한미FTA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치 당국의 업무처리에 관한 조문은 

[표45]의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는 “조사 신청 및 개시를 견제하고 

이후 절차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이 해결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수출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아

니하는 대안적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해설하 습니다.

  그러나 [표45] 조항의 내용은 WTO협정의 다음 [표46]의 조항

에 의하여, 한국이 미국에 대해 이미 10년 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표 46] 

■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덤핑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

기 전에 수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수

출국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WTO 반덤핑 협정 5.5조, 6.2조, 6.11조) 

■ 수출자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가격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

인 약속을 하는 경우, 조사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종결될 수 있

다. 수입국은 이러한 가격 약속을 수출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수

출자는 이 약속을 강요받지 않는다. 

(WTO 반덤핑 협정 8.1조, 8.5조) 

  그런데 한미FTA에는 [표45]의 장식적 조문이나마 미국이 제대

로 지키도록 압박할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덤핑 조

치에 대해서는 한미FTA에서의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분쟁처리절차

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 기 때문입니다.(10.7조 2항) 결국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은 WTO에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런데 그 곳에서는 [표45]의 장식적 조항을 문 앞에 놓고 입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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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왜냐하면 WTO의 분쟁처리기구는 오직 WTO협정 위반사

항만을 다룰 뿐,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

니다.

  이 상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한국-싱가포르

FTA의 조항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표 47] 

■ 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기초 하에서 설정될 때, 모든 개별적 마진은,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덤핑 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

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 규칙을 적용한다. 

(한국-싱가포르FTA 6.2조 3항)

  [표47]의 첫 문장을 이해하려면 덤핑 판정의 방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물건이 덤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물건의  

여러 거래에서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조사 ․ 비교합니다. 앞의 

가격이 더 싼 경우는,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것이니 덤핑입

니다. 그 가격의 차이를 ‘덤핑 마진’이라 부르고, 이 거래에서는 양

의 값의 덤핑 마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가격보다 비

싸게 수출하는 거래는 덤핑이 아니며, 오히려 마이너스의 덤핑 마

진이 있는 셈입니다. 이를 음의 값의 덤핑 마진이라고 합니다. 이

런 방식으로 물건 거래들의 덤핑마진을 계산해서 이를 다 합한 결

과, 양의 값이 나오면 덤핑으로 판정합니다. 평균을 내어 보니 양

의 값의 덤핑 마진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정상가격보다 싸

게 수출하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덤핑으로 결정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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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덤핑 마진만큼 관세를 매깁니다. 이것이 반덤핑 관

세입니다. 반대로 합산결과 음의 값이 나오면 덤핑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이 덧셈 과정에서, 음의 값인 덤핑 마진을 

모두 0점 처리한 후에, 양의 값인 덤핑 마진만을 더하여 덤핑 판정

을 하 습니다. 양의 값의 덤핑 마진만을 더하여 양의 값이 나오면 

덤핑이라고 결정하는 신기한 방식이 바로 미국식 판정법입니다. 이

처럼 음의 값의 덤핑 마진을 0점 처리한다고 해서 ‘제로잉’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WTO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WTO로부터 불법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싱가

포르FTA의 [표47]의 첫 조항은 이렇게 미국식의 불법적 방법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WTO협정에 맞게, 새로운 덤핑 조사

에서는 불법 계산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 습니다. 그러나 기존 

덤핑 조치에 대한 정부 재심사에서는 이 불법 방식이 계속 사용됩

니다.

  한국은 마땅히 한미FTA라는 결정적 기회를 통해, 기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정부 재심사에서 ‘제로잉’ 불법 방식 중단을 관

철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는 명분과 실질에서도 지극히 합리적인 요

구 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포기하 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2007년 5월에 내놓은 <한미FTA 상

세 설명자료>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에 여전

히 불법 ‘제로잉’이 적용되는 현실은 알리지 않습니다.  

  [표47]의 두번째 조항은 제대로 계산을 한 결과 설령 덤핑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덤핑 마진 100%를 모두 반덤핑 관세로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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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더 낮게 관세를 매기자는 뜻입니다. 이는 WTO 반덤핑협

정에 명시된 권고사항입니다.(9.1조) 그러나 한국은 한미FTA에서 

이러한 WTO협정에 근거한 내용마저도 포기하 습니다.

  한미FTA 고속도로의 목적지는 미국이 아닙니다. 제2부에서 보

았던 다음의 미국법은 이 도로가 미국 방향으로는 소통이 잘 안되

는 모습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합중국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FTA의 그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은 어떠한 미국인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효이

다. 미국 주의 법률의 조항이나 그 적용이, 미합중국이 제기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FT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미

국인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효로 선언될 수 없다. (‘나프타 

이행법’ 102조, ‘미국-칠레FTA 이행법’ 102조, ‘미국-싱가포르FTA 이

행법’ 102조, ‘미국-호주FTA 이행법’ 102조)

  이 조항은 앞으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에도 올라갈 것

입니다.

  한미FTA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한미FTA

는 다음과 같은 일시 입국 체류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몇 안되는 

‘희소가치 있는’ 협정입니다.

[표 48]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무역업 혹은 서비스업 혹은 투자활동을 위해 일

시 입국하려 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미국-싱가포르FTA 11.4조)  

  그래도 한미FTA를 타고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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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조항이 이 책의 마지막 한미

FTA 조항입니다. 

[표 49]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조항들은 상대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고 하

거나 고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미FTA 12.1조 5항)  

자유-무역협정?

  이제 제4부를 마칩니다. 이 책은 한미FTA, 곧 한미 ‘자유’무역협

정의 해설서 역할을 자임하 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설을 마치면

서, 한미FTA의 ‘비자유’무역적 성격을 밝히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해설서라면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미국산 농산

물 ‘무관세수입 할당량’과 ‘저율관세 할당량’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선 한미FTA 해설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본디 1995년의 

WTO체제 출범의 산물입니다. 이 체제에서 농산물 수입국은 농산

물에 대한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

관세 장벽을 높은 관세율(일반관세율)로 환산해 매기는 대신, 일정 

수량만큼은 아주 낮은 관세율(저율관세)로 수입하기로 약속했습니

다. 이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로 하는 양을 저율관세 할당량이라

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옥수수(사료용 및 기타용)의 일반관세율을 328%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159

로 매겼습니다. 그 대신 연간 약 610만 톤의 옥수수를 1.8~3%의 낮

은 관세율로 수입하겠다고 WTO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옥수수 수입에는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두 개의 극단적 관세율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한국은 2004년 기준으로 850만 톤이 넘는 옥수수를 미국과 중

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는 WTO에 약속한 저율관세 할

당량 610만 톤에서 약 240만 톤이나 초과한 것이었습니다.68)

  한국은 이 850만 톤의 옥수수 전량을 전부 낮은 관세율로 수입했

습니다. 초과 수입물량인 240만 톤(850만- 610만 톤)은 한국이 이

에 대해 저율관세율 대신 일반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WTO 회원국

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한미FTA에서 한국은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7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부속서 2-B) 이에 따라 향후 7년간 해마다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일반관세율이 45% 포인트씩 자동으로 낮아

집니다. 반면 미국산 옥수수와 경쟁하는 중국산 옥수수에는 여전히 

328%의 일반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미국산 옥수수는 관세율이 계

속 낮아지고, 한중FTA가 당분간 체결되지 않는다면, 7년 후에 미

국산 옥수수는 무관세인 반면에 중국산 옥수수에는 32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공정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무역’이라 부

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수입하는 옥수수 850만 톤 전부는 이미 아주 낮은 저율관

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향이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앞서 보

았듯, 한국은 WTO에 약속한 수량을 초과한 240만 톤에 대해서는 

일반관세 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저율관세 할당량을 넘어 수입되는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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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미국산이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28%의 관세가 부과

되는 중국산 옥수수는 미국산 옥수수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한미FTA는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WTO 질서에 대한 

침해입니다. 세계 4위의 거대 농산물․식품 시장인 한국에서 부딪히

고 있는 미국 농업과 중국 농업의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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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제 글을 모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FTA의 새로운 질서

를 수용할지 혹은 거부할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찬성하려면 

‘지금’ 찬성해야 하며, 반대하려면 ‘지금’ 반대해야 합니다. 한미

FTA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마치 늪과도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권고 기준은 이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더 행복하셨습니

까? 그러면 한미FTA를 찬성하십시오. 더 불행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십시오.

  IMF사태가 한국인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타인과 더불어 살

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욕망은 제각기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욕망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쓰지는 않았

습니다. 저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소통하고 싶었던 것은 ‘욕망의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 욕망이 공존하면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말입니다.

  과거 국가동원 경제개발 시기에, 한국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은행

에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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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본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제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은행이 철저히 리성으로만 움직 다면 국민경제에 필요한 

장기 투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바탕에는 욕망에 

대한 ‘국민경제적 조절’이 있었습니다.

  만일 IMF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롭되, 조화롭게 

욕망하 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안전과 포만과 번식을 즐기면

서, 자연이 주는 평안과 노동에 대한 감사와 지역사회에 담긴 전통

과 다양성을 기대하 을 것입니다.

  이는 헛된 상상,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국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비전 

2030>이 2030년 한국의 달성 목표로 제시한 2005년의 스위스 정

도와 같은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IMF는 우리의 욕망을 폭력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는 국민경제로부터 더 자유로워졌으나, 훨씬 격렬하게 서로 대립하

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거대한 욕망의 충돌의 장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국민경제라는 조절장치가 사라진, 낯선 새 사회가 

주는 불안과 좌절의 또다른 얼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중산

층이 탈락하고, 이들은 원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

국인은 국민경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동일시해 온 것이 얼마나 허

위 는가를 발견합니다.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뉩니다. 국토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뉩니다. 한국인은 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격차가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음을 발견하 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욕망의 대부분은 불안과 좌절의 표현입니다. 한

국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중산층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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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물질과 자녀 교육의 욕망이 모든 욕망을 사로잡았습

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이들의 ‘탈락’이 두려워, 아이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IMF사태는 한국인의 욕망을 국민경

제에서 ‘해방’시켜, 탈락의 불안과 공포와 동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미FTA는 바로 그 IMF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법제화하는 것입

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모

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을 하던 한 끝에서, 국가가 철저히 

공익적 규제로부터 도피하고 패퇴하는 또하나의 끝으로 모질게 이

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두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모두를 부자

유’하게 하던 국가가, 이제는 ‘재산권의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옹호

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한미FTA입니다.

  독자들 가운데는 든든한 물질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고, 훌륭한 

교육을 마친 ‘경쟁력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의 절대적 보호를 옹호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불안과 좌절에 둘러싸인 소수의 행복은 

그 토대가 지극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장치를 부를 것

입니다. 저는 예상하건대, 만일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행복한 소

수’들은 그 다음 단계로  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조항의 폐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법질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담을 더 

높게 쌓으려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담장 안을 엿보거나 넘보

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보기 위해 한국인이 달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원했던 한국은, 유길준이《서유견문》에서 말했던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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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인간세상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여 평등하고도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세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가《백범일지》에서 제시하 던 ‘이웃을 위한 개인의 자유’라고 생

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조건과 개인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그

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자연이 주는 평화를 보통 사람들도 

누리는 삶이 한국인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IMF사태로 좌절된 그 

열망의 기억이 아직은 우리의 심장과 더운 피에 남아 있습니다. 한

미FTA는 그 소중한 기억을 욕망의 탁류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미FTA는 욕망의 협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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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허경준 옮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년

2)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결정

4) 2003. 5. 29. 자 판정문 116항, 119항, 120항

5) 42조 1항

6) 판정문 400~402항

7) 2002. 4. 12. 자 판정문 82항

8) L.E.S.I. Spa, ASTALDI Spa v. Algeria 사건

9) 2004. 8. 3. 자 관할권 판정문 23~26항

10) 1999. 5. 24. 자 관할권 판정문 91항

11) 2003. 7. 17. 자 판정문 48항, 51항

12) 김민호(2007),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저스티스 2007/2월호) 참고

13) 2102(b)(3)(D)조

14) M. Sornarajah(2004),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p.354

15)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 헌가13 결정,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 89, 2003 헌마678 ․ 943(병합) 결정 

1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 다6409 판결 

17)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18)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 헌바84 ․ 89, 2003 헌마678 ․ 943(병합) 결정

19)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20) 한상희(2007),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헌법: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p. 9

21) 전게 논문 p. 15

22) J. Paulsson & Z. Douglas(2004), ‘Indirect Expropriation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N. Horn(ed), Arbitratio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Procedural and Substantive Legal Aspects, pp. 155~156

23) 5조 

24) 판정문 111항, 152항

25) 2005. 1. 10. 자 지속가능발전국제연구소(IISD)의 ‘Investment Law and Policy’ 

Weekly News Bulleti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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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1. 9. 13. 자 일부 쟁점 판정문 10항, 457항, 484항, 485항, 505항, 564항, 

567항, 607항

27) 2002. 4. 12. 자 판정문 107항

28) 2003. 5. 29. 자 판정문 99항, 116항, 117항, 132항 

29) 2002. 10. 11. 자 판정문 116항

30) 관할권 판정문 92항

31) 판정문 178항

32) 2001. 4. 10. 자 판정문 181항

33) 2001. 9. 13.자 일부 쟁점 판정문 614항 

34) 판정문 76항

35) 판정문 50항

36) 판정문 132항

37) 장승화(2001),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p 80 

38) 판정문 290항

39) 판정문 50항  

40) M. Sornarajah(2004),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p. 289

41) 한찬식 ․ 이원희 ․ 유 준(2003), 한일 투자협정 해설, p. 106

42) 75.2조, 85.17조

43) 판정문 183항

44)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5 결정 등

45) 판정문 359항

46) 투자협정 7조

47) 아시아 투자지역협정 15조, 한국-싱가포르FTA 10.12조

48) 칠레-한국FTA 10.12조, 칠레-캐나다FTA 부속서 G-09.1(1). 칠레-멕시코FTA 

부속서 9-10

49) 미국-싱가포르FTA에서의 세이프가드 조항은 다음과 같음.

① 투자자가 싱가포르의 대외 송금 제한조치가 FTA의 투자자 대우 기준을 어겼

다는 이유로 싱가포르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② 만약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싱가포르 회사를 대리하여 국제중재권을 행사

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주식 지분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위 조항 1, 2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i) 직접투자에서의 이익금이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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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금을 포함하여 경상거래를 위한 송금 제한조치, (ii) 금융시장에 직 ․ 간접

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직접투자에서의 수익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 혹은 (iii)은행간 대출과 관련된 자본금 계정 이체를 제외하고, 약정 만

기 상환일에서의 대출금 ․ 회사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서의, 대출금 ․ 회사채 상환

에 대한 송금 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는 위 조항 1, 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조항 3에 열거된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는 제한조치를 취한 때로

부터 1년 안의 기간에 그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제한조치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방해 행위의 부존재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제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 내국민 대우를 할 것

○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대외 송금을 할 수 있을 것 (※ 예컨대 송금에 대한 

허가제, 특별 조세 부과 등: 저자 주)

○ 제한을 받는 자산을 투자자가 싱가포르에서 운용하여 시장수익률 상당의 

이득을 볼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을 것. 비록 허가받는 경우에만 대외 송

금을 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라도 그 허가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다른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

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⑤ 싱가포르가 위 요건의 충족을 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자산의 가치 감소가 싱가포르의 제한조치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 싱가포르의 제한조치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을 경우라도 이것이 

투자자가 시장수익률 상당의 이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

자자는 발생 손해가 줄어들도록 투자 자산을 운용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싱가

포르는 투자자가 달리 자산을 운용해서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싱가포르가 제한조치를 취한 첫 1년간의 기간에 투

자자에게 싱가포르 통화로 표시된 다른 대체 자산에 투자하도록 기회를 제공

하 을 경우에는 이 대체 투자에서 생긴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배

상할 필요가 없다. (부속서 15A 및 2003. 5. 6.자 교환서한)

50) 2007. 5.자 관계부처합동,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 p. 146

51) 일본의 용어로는 經濟連携協定

52) 문준조 ․ 여동식(2006), 일본의 경제제휴협정(EPA/FTA) 추진 동향

53) 스즈끼 노부히로(2005), FTA와 식료, p. 23에서 재인용

54) 일본농림수산성(2006), 식료 ․ 농업 ․ 농촌 백서 p. 20

55)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7:H.R.2646.ENR:

56)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7. 5. 1. 선고 2007노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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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호주-인도네시아 투자협정 1.1(a)조

58) 11조

59) 일본-말레이시아 경제연대협정 75.18조

60) 1989년 ELSI사건, M. Sornarajah(2004),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p. 253에서 인용. 독일인 투자자가 중국법에 따른 행정 재심 절차를 

3개월 동안 거친 경우에만, 그리고 만일 중국 법정에 제소된 분쟁일 경우에는 중

국법에 따라 투자자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

록 한 중국-독일 투자협정 프로토콜 6조 참조.

61) 10조

62) 뉴질랜드-태국FTA Annex A의 7항, 캐나다-아르헨티나 투자협정 X(4)조

63) X(1)조, X(2)조

64) 중국-독일 투자협정 9(3)조, 중국-네덜란드 투자협정 10.4조, 중국-핀란드 투

자협정 9.5조

65) G.C.Hufbauer & J.J.Schott(2005), NAFTA Revisited, p. 210

66) M. Sornarajah(2004), The International Law on Foreign Investment, p. 289

67)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1헌바5 결정

68) 수치는 서진교(2006), ‘한미FTA 협상을 위한 긴급제안: TRQ물량 조정 전략’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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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후기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던 지난 5월 25일, 저는 제주도에서 가

족과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팔순을 기념하는 가족여행중이었

습니다. 어머님과 형님 ․ 형수님을 비롯해, 칠남매 식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 습니다. 팔순도 감사했고, 당신께서 병상을 털고 일어

난 직후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0인승 대형버스를 전세 

내어 제주도의 바다와 경치를 사흘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떠나 네 시간가량 페리호를 타고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하

룻밤을 묵은 뒤, 어머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6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의 여느 가정과 집안이 그랬듯이,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분

단과 전쟁,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동원은 저희 집안을 피해가지 않

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힘들게 감당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잉

태해야 하는 숙제는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시

대의 보통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뼈만 앙상히 남은 늙은 어머니들의 육체이지만, 그 몸에서 

나온 젖과 땀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들은 

이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이 땅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170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어머님께 하직인사를 드린 후 기차역으로 나가 플랫폼에서 아이

들의 손을 꼭 잡고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을 태

우려고 멀리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서, 우리 세대가 우리 아이들

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는 목적지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

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데 우리는 아이들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제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한미FTA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정직한 육체에 대한 배반

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들처럼 남의 땅과 목숨을 빼앗아 자

기 땅이라며 울타리를 치고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

았습니다. 자기 ‘소유 재산’과 자신의 ‘자유’가 세상의 그 모든 것보

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절대화함으로

써,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 어머니들의 육체가 갔던 길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들여놓은 제도와 법은 무덤으로 가

는 길에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24개 장, 

1,171페이지는 실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기차가 용산역에 도착하 을 때, 저는 아이들을 익숙한 일상의 

세계로 서둘러 떠 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내며 한미FTA 협정

문을 읽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미FTA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성공의 조건을《한미FTA의 마지노선》이

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법률시장의 조속한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FTA 협정문을 거듭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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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와 근거지마저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

다. 아마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비록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007년 6월

저자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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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여러 분들의 연구와 토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이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우석균 씨

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인 박상표 수의사는 여러 

차례의 대화에서 제네릭 약품, 국민건강보험제도, 광우병 검역 등

에서 유익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

의 설명과 관점은 저자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의약품 특

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남희섭 변리사와의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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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필자가 여러 세부 분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명헌 변호사는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

해를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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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ELEVEN

INVESTMENT

Section A: Investment 

ARTICLE 11.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b) covered investments; and 

(c) with respect to Articles 11.8 and 11.10, all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Chapter does not bind either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that took place or any situation that ceased to exist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means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b)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ARTICLE 11.2: RELATION TO OTHER CHAPTERS 

1.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Chapter and another 

Chapter, the other Chapter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2. A requirement by a Party that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post a bond or other form of financial security as a condition of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does not of itself make this Chapter applicable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such cross-border supply 

of the service.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the Party relating to the posted bond or financial security, to th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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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uch bond or financial security is a covered investment. 

3.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vered by Chapter Thirteen (Financial 

Services).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3.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s 1 and 

2 means, with respect to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to investors,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ARTICLE 11.4: MOST-FAVORED-NATION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any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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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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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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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fair 

and equitable treatment”and“full protection and security”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Article 11.12.5(b),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to covered investments,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or 

revolt, insurrection, riot, or other civil strife. 

5. Notwithstanding paragraph 4, if an investor of a Party, in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4, suffers a los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resulting from: 

(a) requisitioning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forces or authorities; or 

(b) destruction of its covered investment or part thereof by the latter’s 

1) Article 5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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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the latter Party shall provide the investor restitution, compensation, or both, 

as appropriate, for such loss. Any compensation shall be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6.2 through 11.6.4, mutatis 

mutandis. 

6. Paragraph 4 does not apply to existing measures relating to subsidies 

or grants that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11.3 but for Article 11.12.5(b). 

ARTICLE 11.6: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2) 

1. Neither Party may expropriate or nationalize a covered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Article 11.5.1 through 

11.5.3.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3.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freely usable currency,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shall be no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plus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2) Article 11.6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Annexes 11-A and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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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date of payment. 

4. If the fair market value is denominated in a currency that is not 

freely usable,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c) ― converted 

into the currency of payment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te of payment ― shall be no less than: 

(a)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converted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at date, plus 

(b)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for that freely usable 

currency, accrued from the date of expropriation until the date 

of payment. 

5. This Article does not apply to the issuance of compulsory licenses 

grant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TRIPS Agreement, or to th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extent that such issuance, revocation, limitation, 

or creation is consistent with Chapter Eight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11.7: TRANSFERS3) 

1. Each Party shall permit all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freely and without delay into and out of its territory. Such 

transfers include: 

(a) contributions to capital, including the initial contribution; 

(b) profits, dividends, capital gains, and proceeds from the sale of 

all or any part of the covered investment or from the partial or 

complete liquidation of the covered investment; 

(c) interest, royalty payments, management fee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fees; 

(d) payments made under a contract, including a loan agreement; 

(e) payments made pursuant to Article 11.5.4 and 11.5.5 and Article 

11.6; and 

(f) payments arising out of a dispute. 

3) For greater certainty, Annex 11-G applies to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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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Party shall permit transfers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in a freely usable currency at the market rate of exchange 

prevailing at the time of transfer. 

3. Each Party shall permit returns in kind relating to a covered investment 

to be made as authorized or specified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3, a Party may prevent a transfer 

through the equitable, non-discriminatory,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s relating to: 

(a) bankruptcy, insolvency,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 issuing, trading, or dealing in securiti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s; 

(c) criminal or penal offenses; 

(d) financial reporting or record keeping of transfers when necessary 

to assist law enforcement or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or 

(e) ensuring compliance with orders or judgments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TICLE 11.8: PERFORMANCE REQUIREMENTS 

1. Neither Party ma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impose or enforce any requirement or enforce any commitment or 

undertaking:4) 

(a) to export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goods or services; 

(b)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c)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d)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4) For greater certainty, a condition for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referred to in paragraph 2 does not constitute a“commitment or undertaking”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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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such investment; 

(e)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f) to transfer a particular technology, a production process, or other 

proprietary knowledge to a person in its territory; or 

(g) to supply exclusively from the territory of the Party the goods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the services that it supplies to a specific 

regional market or to the world market. 

2. Neither Party may condition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a)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b)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ersons in its territory; 

(c)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such investment; or 

(d)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suppli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3. (a)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5) 

5)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paragraph 1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or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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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agraph 1(f) does not apply: 

(i) when a Party authorizes us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TRIPS Agreement, or to 

measures requiring the disclosure of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and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9 of the TRIPS Agreement; or 

(ii) when the requirement is imposed or the commitment or 

undertaking is enforced by a court,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mpetition authority to remedy a practice determined aft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 to be anticompetitive under 

the Party’s competition laws.6) 

(c)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manner, and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paragraphs 1(b), (c), and (f), and 2(a) and (b),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measures: 

(i)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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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living or non-living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d) Paragraphs 1(a), (b), and (c), and 2(a) and (b), do not apply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goods or services with respect to 

export promotion and foreign aid programs. 

(e) Paragraphs 1(b), (c), (f), and (g), and 2(a) and (b), do not apply 

to government procurement. 

(f) Paragraphs 2(a) and (b) do not apply to requirements imposed 

of a Party or of a non-Party in its territory, from imposing or enforcing a requirement 

or enforcing a commitment or undertaking to locate production, supply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activity is consistent 

with Article X.8.1(f).  

6) The Parties recognize that a patent does not necessarily confer marke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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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 importing Party relating to the content of goods necessary 

to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s or preferential quotas. 

4.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and 2 do not requirements imposed 

by an importing Party relating to the content of goods necessary to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s or preferential quotas.

5. This Article does not preclude enforcement of any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between private parties, where a Party did 

not impose or require the commitment, undertaking, or requirement.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private parties may include designated monopolies 

or state enterprises, where such entities are not exercising delegated 

governmental authority. 

ARTICLE 11.9: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1. Neither Party may require that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appoint to senior management positions natural persons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

2. A Party may require that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committee thereof, of an enterprise of that Party that is a covered 

investment, be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 does not materially impair the 

ability of the investor to exercise control over its investment.

ARTICLE 11.10: INVESTMENT AND ENVIRONMENT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ARTICLE 11.11: DENIAL OF BENEFITS 

1.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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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and the denying Party: 

(a) does not maintain normal economic relations with the non-Party; or 

(b)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Party or a 

person of the non-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enterprise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were accorded to the enterprise or to its investments. 

2. A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o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that is an enterprise of such 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If, prior to denying the benefits of 

this Chapter, the denying Party knows that the enterprise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that persons of 

a non-Party, or of the denying Party, own or control the enterprise, the 

denying Party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notify the other Party before 

denying the benefits. If such notice is provided, the denying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other Party at the other Party’s request. 

ARTICLE 11.12: NON-CONFORMING MEASURES 

1. Articles 11.3, 11.4, 11.8, and 11.9 do not apply to: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that is maintained by a Party 

at: 

(i)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 

(ii)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as set out by that Party in 

its Schedule to Annex I,7) or 

(iii) a local level of government;8) 

7) For greater certainty, Annex 12-C (Consultations Regarding Non-Conforming 

Measures Maintained by 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is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Chapter.

8) For Korea, local level of government means a local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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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r 

(c) an amendment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 with Article 11.3, 11.4, 11.8, or 11.9. 

2. Articles 11.3, 11.4, 11.8, and 11.9 do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sectors, subsectors, or activities, 

as set out in its Schedule to Annex II. 

3. Neither Party may, under any measure adop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covered by its Schedule to Annex II,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by reason of its nationality,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 investment existing at the time the measure 

becomes effective. 

4. Articles 11.3 and 11.4 do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is an exception 

to, or derogation from,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8.1.6 (General 

Provisions)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at Article. 

5. Articles 11.3, 11.4, and 11.9 do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subsidies or grants provided by a Party, including government 

-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ARTICLE 11.13: SPECIAL FORMALITIES AND INFORMATION 

REQUIREMENTS 

1. Nothing in Article 11.3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a measure that prescribes special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covered investments, such as a requirement that covered 

investments be legally constituted under the laws or regulations of the 

Party, provided that such formalities do not materially impair the protections 

afforded by a Party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and covered investments 

pursuant to this Chapter. 

2. Notwithstanding Articles 11.3 and 11.4, a Party may require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r its covered investm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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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nvestment solely for informational or statistical purposes. The Party 

shall protect any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from any disclosure that 

would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investor or the covered 

investmen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otherwise obtaining or disclosing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equitable and good faith application of its law. 

ARTICLE 11.14: SUBROGATION 

1. If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or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makes a payment to an investor of its Party under 

a guarantee or a contract of insurance it has entered into in respect of 

an investment, it shall be considered the subrogee of the investor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same rights that the investor would have possessed 

under this Chapter if not for the subrogation, and the investor shall be 

precluded from pursuing such rights to the extent of the subrogation. 

2. For greater certainty,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Party under the Investment 

Incentiv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ction B: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TICLE 11.15: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should initially seek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which may include the use of non-binding, third-party 

procedures. 

ARTICLE 11.16: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In the event that a disputing party considers that an investment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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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laimant, on its own behalf,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ii)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and 

(b) the claimant,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respondent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claiman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i)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C) an investment agreement; 

and 

(ii) that the enterprise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or arising out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a claimant may submit pursuant to subparagraph (a)(i)(C) 

or (b)(i)(C) a claim for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only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nd the claimed damages directly relate to the 

covered investment that was established or acquired, or sought to be 

established or acquired, in reliance o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2. At least 90 days before submitting any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ant shall deliver to the respondent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submit the claim to arbitration (“notice of intent”). The 

notice shall specify: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and, where a claim is submitted 

on behalf of an enterprise, the name, address, and place of 

incorporation of the enterprise; 

(b) for each claim,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alleged to have been 

breached and any other relevan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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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legal and factual basis for each claim; and 

(d) the relief sought and the approximate amount of damages claimed. 

3.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in paragraph 1: 

(a)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provided that both the respondent and 

the non-disputing Party are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b)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provided that either the 

respondent or the non-disputing Party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c)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d) if the claimant and respondent agre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unde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4. A claim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when the claimant’s notice of or request for arbitration (“notice of 

arbitration”): 

(a)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6 of the ICSID Convention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b) referred to in Article 2 of Schedule C of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c)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gether 

with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in Article 18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received by the respondent; or 

(d) referred to under any arbitral institution or arbitral rules selected 

under paragraph 3(d) is received by the respondent. 

A claim asserted by the claimant for the first time after such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shall be deemed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n the date of its receipt under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5. The arbitration rules applicable under paragraph 3, and in effect on 

the date the claim or claims wer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govern the arbitration except to the extent modified by this Agreement. 

6. The claimant shall provide with the notice of arbitration: 

(a) the name of the arbitrator that the claimant appoi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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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claimant’s written consent for the Secretary-General to appoint 

that arbitrator. 

ARTICLE 11.17: 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1. Each Part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 Chapter II of the ICSID Convention (Jurisdiction of the Centre) 

and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for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b) Article II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an“agreement in writing.” 

ARTICLE 11.18: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CONSENT 

OF EACH PARTY 

1. No claim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if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ant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breach alleged 

under Article 11.16.1 and knowledge that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a))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b)) has incurred loss or damage. 

2. No claim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unless: 

(a) the claimant consents in writing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b)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accompanied, 

(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a), by 

the claimant’s written waiver, and 

(i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b), by 

the claimant’s and the enterprise’s written waivers 

    of any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either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 with respect to any measure al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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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11.16.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b), the claimant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a)) and the claimant or the enterprise (for claims brought 

under Article 11.16.1(b)) may initiate or continue an action that seeks interim 

injunctive relief and does not involve the payment of monetary damages 

before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respondent, provided 

that the action is brought for the sole purpose of preserving the claimant’s 

or the enterprise’s rights and interests during the pendency of the arbitration. 

ARTICLE 11.19: SELECTION OF ARBITRATORS 

1.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one arbitrator appointed by each of the disputing parties 

and the third, who shall be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disputing parties.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appointing authority for an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3. If a tribunal has not been constituted within 75 days from the date 

that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shall appoint, in 

his or her discretion,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The 

Secretary-General shall not appoint a national of either Party as the presiding 

arbitrat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4. For purposes of Article 39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7 

of Schedule C to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nd without prejudice 

to an objection to an arbitrator on a ground other than nationality: 

(a) the respondent agrees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b)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11.16.1(a)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grees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nd 

(c) a claimant referred to in Article 11.16.1(b) may submit a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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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or continue a claim,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nly on 

condition that the claimant and the enterprise agree in writing to 

the appointment of each individual member of the tribunal. 

ARTICLE 11.20: CONDUCT OF THE ARBITRATION 

1.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on the legal place of an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l rules applicable under Article 11.16.3. If the disputing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arbitral rules, provided that the place shall 

b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2.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and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determine the place of meetings, 

including consultations and hearings, taking into consideration appropriate 

factors, including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and the arbitrators, the 

location of the subject matter, and the proximity of evidence.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any appropriate factors a tribunal may consider under 

paragraph 1. 

3.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otherwise agree, English and Korean shall 

be the official languages to be used in the entire arbitration proceedings, 

including all hearings, submissions, decisions, and awards. 

4. The non-disputing Party may make oral and written submissions to 

the tribunal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Upon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non-disputing Party should resubmit its oral 

submission in writing. 

5. After consulting the disputing parties, the tribunal may allow a party 

or entity that is not a disputing party to file a written amicus curiae submission 

with the tribunal regarding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uch a filing,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mong other things, the extent to which: 

(a)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ssist the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a factual or legal issue related to the proceeding 

by bringing a perspective, particular knowledge, or insigh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pu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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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would address a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dispute; and 

(c) the amicus curia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oceeding. 

The tribunal shall ensure that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does not disrupt 

the proceeding or unduly burden or unfairly prejudice either disputing 

party, and that the disputing partie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amicus curiae submission. 

6. Without prejudice to a tribunal’s authority to address other objections 

as a preliminary question, a tribunal shall address and decide as a preliminary 

question any objection by the respondent that, as a matter of law, a claim 

submitted is not a claim for which an award in favor of the claimant may 

be made under Article 11.26. 

(a) Such objec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and in no event later tha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counter-memorial (or, in the case of an amendment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date the tribunal fixes for the respondent to 

submit its response to the amendment). 

(b) On receipt of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establish a schedule for 

considering the objection consistent with any schedule it has 

established for considering any other preliminary question,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c) In deciding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the tribunal shall 

assume to be true claimant’s factual allegations in support of any 

claim in the notice of arbitration (or any amendment thereof) and, 

in disputes brought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statement of claim referred to in Article 18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tribunal may also consider any relevant facts 

not in dispute. 

(d) The respondent does not waive any objection as to competence 

or any argument on the merits merely because the respondent 

did or did not raise an objection under this paragraph or make 

use of the expedited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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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 the event that the respondent so requests within 45 days after 

the tribunal is constituted, the tribunal shall decide on an expedited basi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6 and any objection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tribunal’s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suspend any proceedings 

on the merits and issue a decision or award on the objection(s), stating 

the grounds therefor, no later than 15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However, if a disputing party requests a hearing, the tribunal may take 

an additional 30 days to issue the decision or award. Regardless of whether 

a hearing is requested, a tribunal may, on a showing of extraordinary cause, 

delay issuing its decision or award by an additional brief period, which 

may not exceed 30 days. 

8. When it decides a respondent’s objection under paragraph 6 or 7 

the tribunal may, if warranted, award to the prevailing disputing party 

reasonable costs and attorney’s fees incurred in submitting or opposing 

the objection.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ward is warrante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whether either the claimant’s claim or the respondent’s 

objection was frivolous, and shall provide the disputing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9. A respondent may not assert as a defense, counterclaim, right of 

set-off, or for any other reason that the claimant has received or will receive 

indemnification or other compensation for all or part of the alleged damages 

pursuant to an insurance or guarantee contract, except with respect to 

any subrog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1.14. 

10. A tribunal may orde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to preserve 

the rights of a disputing party, or to ensure that the tribunal’s jurisdiction 

is made fully effective, including an order to preserve evidence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disputing party or to protect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tribunal may not order attachment or enjoin the application 

of a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11.16.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order includes a recommendation. 

11. (a)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shall, before issuing a decision or 

award on liability, transmit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o the 

disputing parties and to the non-disputing Party. Within 60 days 

after the tribunal transmits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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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ing parties may submit written comments to the tribunal 

concerning any aspect of its proposed decision or award. The tribunal 

shall consider any such comments and issue its decision or award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60-day comment 

period. 

(b)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in any arbitration conducted 

pursuant to this Section for which an appeal has been made available 

pursuant to paragraph 12 or Annex 11-D. 

12. If a separate, multilateral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etween the 

Parties that establishes an appellate body for purposes of reviewing awards 

rendered by tribunals constituted pursuant to international trade or investment 

arrangements to hear investment disputes, the Parties shall strive to reach 

an agreement that would have such appellate body review awards rendered 

under Article 11.26 in arbitrations commenced after the multilateral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1.21: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1. Subject to paragraphs 2, 3, and 4, the respondent shall, after receiving 

the following documents, promptly transmit them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a) the notice of intent; 

(b) the notice of arbitration; 

(c) pleadings, memorials, and briefs submitted to the tribunal by a 

disputing party and any written submissions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11.20.4 and 11.20.5 and Article 11.25; 

(d) minutes or transcripts of hearings of the tribunal, where available; 

and 

(e) orders, awards, and decisions of the tribunal. 

2. The tribunal shall conduct hearings open to the public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disputing parties, the appropriate logistical 

arrangements. However, any disputing party that intends to use information 

designated as protected information in a hearing shall so advise the tribunal. 

The tribunal shall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to protect the information 

from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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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a respondent to disclose protected 

information or to furnish or allow access to information that it may withho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2 (Essential Security) or Article 23.4 (Disclosure 

of Information). 

4. Any protected information tha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shall be 

protected from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Subject to subparagraph (d), neither the disputing parties nor the 

tribunal shall disclose to the non-disputing Party or to the public 

any protected information where the disputing party that provided 

the information clearly designates i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b) Any disputing party claiming that certain information constitutes 

protected information shall clearly designate the information at the 

time it is submitted to the tribunal; 

(c) A disputing party shall, at the time it submits a document containing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submit a redacted 

version of the document that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Only the redacted version shall be provided to the non-disputing 

Party and made public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d) The tribunal shall decide any objection by a disputing part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information. 

If the tribunal determines that such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signated, the disputing party that submitted the information may 

(i) withdraw all or part of its submission containing such information, 

or (ii) agree to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ith 

corrected desig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and subparagraph (c). In either case, the other 

disputing party shall, whenever necessary, resubmit complete and 

redacted documents which either remove the information withdrawn 

under (i) by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or redesignate the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 designation under 

(ii) of the disputing party that first submitted the information. 

(e)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the Joint Committee shall consider 

issuing a decision in writing regarding a determination by the tribunal 

that information claimed to be protected was not properly designated. 

If the Joint Committee issues a decision within 60 days, i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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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Joint 

Committee does not issue a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s 

determination shall remain in effect only if the non-disputing Party 

submits a written statement to the Joint Committee within that time 

period that it agrees with the tribunal’s determination. 

5. Nothing in this Section requires a respondent to withhold from the 

public information required to be disclosed by its laws. 

ARTICLE 11.22: GOVERNING LAW 

1. Subject to paragraph 3,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11.16.1(a)(i)(A) or Article 11.16.1(b)(i)(A),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s in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2. Subject to paragraph 3 and the other terms of this Section, when 

a claim is submitted under Article 11.16.1(a)(i)(B) or (C), or Article 

11.16.1(b)(i)(B) or (C), the tribunal shall apply: 

(a) the rules of law specified in the pertinent investment authorization 

or investment agreement, or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otherwise 

agree; or 

(b) if the rules of law have not been specified or otherwise agreed: 

(i) the law of the respondent, 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9) and 

(ii)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3. A decision of the Joint Committee declaring its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22.2.3(d) (Joint Committee) shall 

be binding on a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a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ARTICLE 11.23: INTERPRETATION OF ANNEXES 

9) The“law of the respondent”means the law that a domestic court or tribunal 

of proper jurisdiction would apply in the sam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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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a respondent asserts as a defense that the measure alleged 

to be a breach is within the scope of an entry set out in Annex I or 

Annex II, the tribunal shall, on request of the respondent, request the 

interpretat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issue. The Joint Committee 

shall submit in writing any decision declaring its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22.2.3(d) (Joint Committee) to the tribunal within 60 days of delivery of 

the request. 

2. A decision issued by the Join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inding on the tribunal, and any decision or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must be consistent with that decision. If the Joint Committee fails to issue 

such a decision within 60 day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issue. 

ARTICLE 11.24: EXPERT REPORTS 

Without prejudice to the appointment of other kinds of experts where 

authorized by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a tribunal, at the request 

of a disputing party or,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disapprove, on its 

own initiative, may appoint one or more experts to report to it in writing 

on any factual issue concerning environmental, health, safety, or other 

scientific matters raised by a disputing party in a proceeding,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disputing parties may agree. 

ARTICLE 11.25: CONSOLIDATION 

1. Where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submitted separately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and the claims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any disputing 

party may seek a consolidation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r the terms 

of paragraphs 2 through 10. 

2. A disputing party that seeks a consolidation order under this Article 

shall deliver, in writing, a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and to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a)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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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ed by the order;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3. Unless the Secretary-General finds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that the request is manifestly unfounded, a 

tribunal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4. Unless all the disputing parties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otherwise agre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mprise 

three arbitrators: 

(a) one arbitrator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claimants; 

(b) one arbitrator appointed by the respondent; and 

(c) the presiding arbitrator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provided, however, that the presiding arbitrator shall not be a national 

of either Party. 

5. If, within 60 days after the Secretary-General receives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the respondent fails or the claimant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equest of any disputing party sought to be covered by the order, 

shall appoint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not yet appoin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a national 

of the disputing Party, and if the claimants fail to appoint an arbitrator,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a national of the non-disputing Party. 

6. Wher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s satisfied that two 

or more claim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and arise out of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the tribunal may, in the interest of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laims, and after hearing the disputing parties, by order: 

(a)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b)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one or more 

of the claims, the determination of which it believes would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others; or 

(c) instruct a tribunal previously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to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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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claims, provided that 

(i) that tribunal, at the request of any claimant not previously a 

disputing party before that tribunal, shall be reconstituted with 

its original members, except that the arbitrator for the claimants 

shall be appointed pursuant to paragraphs 4(a) and 5; and 

(ii) that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any prior hearing shall be 

repeated. 

7. Where a tribunal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a claimant 

that has submitted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 and that 

has not been named in a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tribunal that it be included in any order made 

under paragraph 6,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a)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aimant;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The claimant shall deliver a copy of its request to the Secretary-General. 

8.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conduct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except as modified 

by this Section. 

9.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shall not have jurisdiction 

to decide a claim, or a part of a claim, over which a tribunal established 

or instructed under this Article has assumed jurisdiction. 

10. On application of a disputing party,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pending its decision under paragraph 6, may order that the 

proceedings of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Article 11.19 be stayed, unless 

the latter tribunal has already adjourned its proceedings. 

ARTICLE 11.26: AWARDS 

1. Where a tribunal makes a final award against a respondent, the tribunal 

may award,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only: 

(a)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and 

(b) restitution of property, in which case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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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dent may pay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in lieu of restitution. 

2. A tribunal may also award costs and attorney’s fee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nd the applicable arbitration rules. 

3. Subject to paragraph 1, where a claim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16.1(b): 

(a) an award of restitution of property shall provide that restitution 

be made to the enterprise; 

(b) an award of monetary damages and any applicable interest shall 

provide that the sum be paid to the enterprise; and 

(c) the award shall provide that it is mad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that any person may have in the relief under applicable domestic 

law. 

4. A tribunal may not award punitive damages. 

5. An award made by a tribunal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and in respect of the particular case. 

6. Subject to paragraph 7 and the applicable review procedure for an 

interim award, a disputing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an award 

without delay. 

7. A disputing party may not seek enforcement of a final award until: 

(a)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mad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 12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requested revision or annulment 

of the award; or 

(ii) revision or annulment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and 

(b) in the case of a final award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the rules selected pursuant 

to Article 11.16.3(d), 

(i) 9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the award was rendered 

and no disputing party has commenced a proceeding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or 

(ii) a court has dismissed or allowed an application to revise, set 

aside, or annul the award and there is no further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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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ach Party shall provide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in its territory. 

9. If the respondent fails to abide by or comply with a final award, 

on delivery of a request by the non-disputing Party, a panel shall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22.9 (Establishment of Panel). The requ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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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11.1 (Panel Report), a recommendation 

that the respondent abide by or comply with the final award. 

10. A disputing party may seek enforcement of an arbitration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or the New York Co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proceedings have been taken under paragraph 9. 

11. A claim that i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to arise out of a commercial relationship or transaction for 

purposes of Article I of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11.27: SERVICE OF DOCUMENTS 

Delivery of notice and other documents on a Party shall be made to the 

place named for that Party in Annex 11-C. 

Section C: Definitions 

ARTICLE 11.28: DEFINITIONS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Centre mea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established by the ICSID Convention; 

claimant means an investor of a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with the other Party; 

disputing parties means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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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ing party means either the claimant or the respondent;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as defined in Article 1.4 (Definitions), and 

a branch of an enterprise; 

enterprise of a Party means an enterprise constituted or organized under 

the law of a Party, and a branch locat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and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ther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means the Rules Governing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March 18, 1965; 

investment means every asset that an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cluding such 

characteristics 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the assumption of risk. Forms that an investment may 

take include: 

(a) an enterprise; 

(b)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c) bonds, debentures, other debt instruments, and loans;10) 

(d) futures, options, and other derivatives; 

(e)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concession, 

revenue-sharing, and other similar contracts;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 licenses, authorizations, permits, and similar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domestic law;11)12) and 

10) Some forms of debt, such as bonds, debentures, and long-term notes, are more 

likely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while other forms of debt are 

less likely to have such characteristics. 

11) Whether a particular type of license, authoriz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including a concession,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nature of such an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depends on such factors as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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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leases, mortgages, liens, and pledge

s.13)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laim to payment that arises solely from 

the commercial sale of goods and services is not an investment, unless 

it is a lo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 means a written agreement14) between a national 

authority15) of a Party and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on which the covered investment or the investor relies in 

establishing or acquiring a covered investment other than the written 

agreement itself, that grants rights to the covered investment or investor: 

(a) with respect to natural resources that a national authority controls, 

such as for their exploration, extraction, refining,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sale; 

(b) to supply services to the public on behalf of the Party, such as 

power generation or distribution, water treatment or distribution, 

and extent of the rights that the holder has under the law of the Party. Among 

the licenses, authorizations, permits, and similar instruments that do no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are those that do not create any rights protected 

under domestic law. For greater certainty, the foregoing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any asset associated with the license, authorization, permit, or similar 

instrumen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12) The term “investment” does not include an order or judgment entered in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13) For greater certainty, market share, market access, expected gains, and opportunities 

for profit-making are not, by themselves, investments. 

14) “Written agreement” refers to an agreement in writing, executed by both parties, 

whether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multiple instruments, that creates an exchange 

of rights and obligations, binding on both parties under the law applicable under 

Article 11.22.2. For greater certainty, (a) a unilateral act of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y, such as a permit, license, or authorization issued by a Party 

solely in its regulatory capacity, or a decree, order, or judgment, standing alone; 

and (b)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consent decree or order, shall not be considered 

a written agreement. 

15) For purposes of this definition, “national authority” means an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206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11년

or telecommunications; or 

(c) to undertake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roads, bridges, canals, dams, or pipelines, that are not for the 

exclusive or predominant use and benefit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authorization means an authorization that the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of a Party grants to a covered investment or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16) 17)

investor of a non-Party means, with respect to a Party, an investor that 

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that is not an investor of either Party; 

investor of a Party means a Party or state enterprise thereof, or a national 

or an enterprise of a Party, that attempts to make, is making, or has made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rovided, however, that 

a natural person who is a dual national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nationality;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at New 

York, June 10, 1958; 

non-disputing Party means the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protected information mean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or otherwise protected from disclosure under 

a Party’s law; 

respondent means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ICSID;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means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6) For greater certainty, actions taken by a Party to enforce laws of general application, 

such as competition laws, are not encompassed within this definition. 

17) The Parties recognize that, as of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neither 

Party has a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that grants investment author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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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1-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nd as specifically referenced in Article 11.5 and Annex 

11-B results from a general and consistent practice of States that they follow 

from a sense of legal obligation. With regard to Article 11.5,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refers to al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at protect the economic rights and 

interests of aliens. 

ANNEX 11-B 

EXPROPRIATION 

The Parties confirm their shared understanding that: 

1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an investment. 

2 Article 11.6.1 addresses two situations. The first is 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investment is nationalized or otherwise directly expropriated 

through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11.6.1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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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18) and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Relevant considerations could include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the particular 

investor or investment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b)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 measure 

or series of measure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or effect,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through, for example,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19) 

ANNEX 11-C 

SERVICE OF DOCUMENTS ON A PARTY UNDER SECTION B 

Korea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shall be served 

on Korea by delivery to: 

Office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mplex, Gwacheon 

Korea 

18) For greater certainty, whether an investor’s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re 

reasonable depends in part on the nature and extent of governmental regulation 

in the relevant sector. For example, an investor’s expectations that regulations 

will not change are less likely to be reasonable in a heavily regulated sector than 

in a less heavily regulated sector.  

19) For greater certainty, the list of“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in this 

subparagraph is not exhaus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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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Notices and other documents in disputes under Section B shall be served 

on the United States by delivery to: 

Executive Director (L/EX) 

Office of the Legal Adviser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20520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11-D 

POSSIBILITY OF A BILATERAL APPELLATE MECHANISM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consider whether to establish a bilateral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to review awards rendered under Article 11.26 in 

arbitrations commenced after they establish the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ANNEX 11-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Korea 

1. An investor of the United States may not submit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a claim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either: 

(a) on its own behalf under Article 11.16.1.(a), or 

(b)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Article 

11.16.1.(b), 

if the investor or the enterprise, respectively, has alleged that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in any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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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2. For greater certainty, where an investor of the United States or an 

enterprise of Korea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kes an allegation that Korea has breached 

an obligation under Section A before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Korea, that election shall be final, and the investor may not thereafter 

allege that breach, on its own behalf or on behalf of the enterprise, in 

an arbitration under Section B. 

ANNEX 11-F 

TAXATION AND EXPROPRIATION 

1.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taxation measure,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the factors listed in Annex 11-B a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an 

expropriation.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taxation measure 

or the imposition of a taxation measure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generally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expropriation; 

(b) A taxation measur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tax policies, principles, and practices should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n particular, a taxation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ation measures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c) A taxation measure that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opposed to a taxation measure that is targeted at investor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at specific taxpayers, is less likely to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nd 

(d) A taxation measur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f it was already in force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n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was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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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1-G 

TRANSFERS 

1. The Parties agree that nothing in this Chapter or Chapter Twelv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Korea from 

applying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6 of it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provided that such measures:20) 

(a) are in effect for a period not to exceed one year; however, if 

extremely exceptional circumstances arise such that Korea seeks 

an extension of such measures, it will coordinate in advance with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any proposed 

extension; 

(b) are not confiscatory; 

(c) do not constitute a dual or multiple exchange rate practice; 

(d) do not otherwise interfere with investors’ ability to earn a market 

rate of return in Korea on any restricted assets;21) 

(e) avoid unnecessary damage to the commercial, economic, or financi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f) are temporary and phased out progressively as the situation calling 

for imposition of such measures improves; 

(g) are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rticle 11.3 (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11.4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and 

(h) are prompt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or the Bank of Korea.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measures that restrict: 

(a) payments or transfers for current transactions, unless (1) the 

imposition of such measures is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20) Korea shall endeavor to provide that such measures will be price-based. 

21) For greater certainty, the term “restricted assets” in this subparagraph refers only 

to assets invested by a U.S. investor in Korea that are restricted from being transferred 

ou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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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22) and (2) Korea coordinates any such measures in advance 

with the United States; or  

(b) payments or transfers associated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22) Current transactions shall have the meaning set forth in Article 30(d) of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for greater certainty, 

shall include interest pursuant to a loan or bond on any restricted amortization 

payments coming due during the period that controls on capital transactions a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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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mbassador Schwab: 

In connection with the signing on this date of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 “Agreement”),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reached by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of Annex 11-B 

(Expropriation) of Chapter Eleven (Investment) of the Agreement regarding 

indirect expropriation.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paragraph 1 of Annex 11-B includes rights under contract and 

all other property rights in an investment, as that term is defined in Article 

11.28 (Definitions).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letter in reply confirming 

that your Government shares this understanding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Yours sincerely, 

Kim Hyun-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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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투    자

제  1  절

투    자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제 1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

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

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

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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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역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과 매각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

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1.4 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역내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과 매각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

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1.5 조

대우의 최소기준 1)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

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

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

1) 이 조는 부속서 11-가에 따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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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법률체계에 구

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 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따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제11.12조 제5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 폭동 ․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역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 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

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제11.6조 제2항 내지 제11.6조 제4항을 준

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제4항은 제11.12조 제5항 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1.3조에 불합치하 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수용 및 보상 2)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

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2) 이 조는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따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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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법절차와 제1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2.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

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 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보

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

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

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 ․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 ․ 취소 ․ 제한 또는 생성이 제18장(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11.7 조

 송    금 3)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자본기여금을 포함한 자본기여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

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경 지도비,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비용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장(투자)의 부속서 11-사는 이 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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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1.5조 제4항 ․ 제11.5조 제5항 및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

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

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

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 선물 ․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

무  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1.8 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4)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다. 자국 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

하는 것, 또는 자국 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

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

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역에서 그

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

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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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국 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역내 투자의 설립 ․ 인

수 ․ 확장 ․ 경 ․ 업 ․ 운 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나. 자국 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

하는 것, 또는 자국 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

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

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역에서 그

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

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나. 제1항 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

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2)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후에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때6)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역내 당사국 비당사국 투자자

의 투자의 설립 ․ 인수 ․ 확장 ․ 경 ․ 업 ․ 운 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유

치,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 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6)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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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나호 ․ 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당사

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

2) 인간 ․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

는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라. 제1항 가호 ․ 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

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1항 나호 ․ 다호 ․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

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

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간의 약속 ․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집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

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1.9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 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

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10 조

투자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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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

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11 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

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

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역에서 실질적인 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

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역에서 실질적인 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가 제공되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 ․ 제11.4조 ․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주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7)

3) 지방정부8)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지역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는 이 장에 통합되

어 그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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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 ․ 제11.4조 ․ 

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 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

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1.3조 ․ 제11.4조 ․ 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Ⅱ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

된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

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Ⅱ의 자국 유보목록

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제11.3조 및 제11.4조는 제18.1조 제6항(일반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조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1.3조 ․ 제11.4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11.13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1.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

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

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11.3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비  업정보를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

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

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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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4 조

대위변제

1.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또는 보

험계약에 따라 그가 속한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이 기관은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 을 동

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

으로부터 배제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

부 간의 투자촉진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 11.15 조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1.16 조

청구의 중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 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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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

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 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

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

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

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의 규

정과 그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

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절차의 절

차규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

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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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 제2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

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

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 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청구인

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

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

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

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 11.17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

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 11.1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11.16조 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 제1항 가호에 따

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11.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 거나 최초로 인지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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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 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

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11.16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

2) 제11.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

의 서면포기서

3.  제2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11.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

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 11.19 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

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

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

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

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

부 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

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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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11.16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

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

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11.16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1.20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중재

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

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

국인 국가의 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

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를 저해하

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 입장

제출 ․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

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

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

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

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여러가지 중

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

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

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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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

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

장한다.

6.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

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

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

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

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

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

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

부는 분쟁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을 하

거나 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이의제기나 본

안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위

하여 30일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

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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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

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

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

공한다.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

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

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 반소 ․ 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

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규정된 위반을 구성

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1.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

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

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

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2항 또는 부속서 11-라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중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

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

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

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

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1.2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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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11.20조 

제4항 ․ 제11.20조 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

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3.2조(필수적 안

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

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

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

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그리고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

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

되지 아니하 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 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

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

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

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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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

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22 조 

준 거 법

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 제1항 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 제1항 

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 제1항 가호1목나) 

또는 다)나 제11.16조 제1항 나호1목 나) 또는 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

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 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9),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3.  제22.2조 제3항 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

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11.23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Ⅰ 또는 부속서Ⅱ에 규정된 기재의 범위 내

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

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2.2조 제3항 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

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9)  “피청구국의 법”이라 함은 국내법원 또는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

을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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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

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11.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

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 보건 ․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

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1.25 조

병    합

1.  제11.16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

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

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

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

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 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

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 쪽 당

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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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

는 청구인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

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

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분

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

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 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

으로부터 발생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

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

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11.1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

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 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 으나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

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

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

지 아니한다.

10.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 다면,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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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계속중인 동안 명령할 수 

있다.

제 11.26 조 

판    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

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

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어야 함

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중간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검토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

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 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

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 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1.16조 제3항 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 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

의 수정 ․ 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 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 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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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상소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

의 전달이 있을 때,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

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다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

제  3  절 

정    의

제 11.2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

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237

분쟁당사자라 함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0)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 ,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11)12)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 저당권 ․ 유

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3)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14)15)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10)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

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

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

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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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15)14)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

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 ․ 채취 ․ 정제 ․ 운송 ․ 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 교량 ․ 운하

․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16)17)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역에 투자

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

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

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라 함은 비  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14) 15) 이 정의의 목적상, “국가당국”이라 함은 중앙정부에서의 당국을 말한다.

15) 14)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이 단지 자국의 규제 권한으로 내리는 

허가, 면허, 또는 인가와 같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일방적 행위, 또는 독자적인 포고령,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동의 포고령 또는 명령은 서면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

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어떠한 당사국도 투자인가를 부여하는 외국인투자당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한미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239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

한다.

부속서 11―가

국제 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1.5조 및 부속서 11-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

로의 “국제 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

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는 모든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6조 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

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

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

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

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

용이 발생하 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18),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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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

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

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19).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대한민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대한민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미합중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미합중국에 

송달된다.

미합중국 콜럼비아 특별구 워싱턴시 국무부 법률자문관실 행정과장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카니

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양

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매카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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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대한민국

1.  미합중국의 투자자나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각각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

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다음의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이 제1절

상의 의무를 위반하 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가. 제11.16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11.16조 제1항 나호에 따라 그 기업을 대신하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

를 위반하 다고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제2절

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

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1-나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

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

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방지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 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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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사 

송    금

1.  양 당사국은 이 장 또는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20)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

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

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모든 제한된 자산21)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 ․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

로 폐지될 것

사.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

될 것, 그리고 

아.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22).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

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

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20)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2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제한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22)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

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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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와브 대사 귀하

금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협정”)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대한

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가 이 협정의 제11장(투자) 부속서 11-나(수용)의 협상과정에서 

간접수용에 관하여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1-나 제1항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약상의 권리와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대로 투자 상의 그 밖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

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러한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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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기호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며, 

농업법 ․ 식품법 ․ 국제거래 통상법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긴

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례

를 2002년에,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첫 판례를 2006년에 받아냈다. 현재 국회의 국제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쟁점으로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의 최초의 헌법

재판의 변론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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