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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유

치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국

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재산의 설립단계 및 그 후의 투자활동에 관련하여 각종 투자우대조

치(investment incentives)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조치나 의무의 이행 등 다양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에 대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거

나 국내산업에의 지적재산이나 노하우의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지부품조달의무

(local contents), 투자유치국의 원료(local materials)사용의무, 수출요건(생산량의 일정 비율

을 (특정지역에)수출하도록 하고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 수출제한, 현지인의 고용, 기술

이전 등을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이하 ‘PRs’)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PRs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내투자가 자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1)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PRs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국제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이하 ‘IIAs’)2)과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이하 ‘TRIMs협정’)에서는 이와 같은 각종의 PRs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요건부과금지조항(이하 ‘PRs금지조항’) 또는 이

행요건부과금지원칙(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s) 이라고 하며, 이러한 투자조치의

일부는 GATT 제3조(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이하 ‘NT’)3) 및 제11조(수량제한)에

의해서도 금지되고 있다.

투자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은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UR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는 규율대

상 및 대상국이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이동의 자유

화에 관한 협약 에서는 회원국은 직접투자에 관하여 폭넓은 자유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나 관련된 의무에 관해서는 각국은 자유롭게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

1) Kenneth J. Vandeveld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istory, Policy,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0, p.419.

2) 국제투자협정(IIAs)은 1959년 독일-파키스탄투자협정이 그 효시로서 1960년대에는 7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

년 5월 현재에는 총 3,322개(BITs: 2,946, TIPs: 376)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에서 2,638개가 발효되었다. 2017

년에는 고작 18개(BITs: 9, TIPs: 9)가 추가되어 1983년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22개의 IIAs가

폐기되어 처음으로 18개의 신규체결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p.xiii, pp.88-89.; 자세한 내용은 https://unctad.org/en/publicationLibrary/wir2018_en.pdf 참조.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규,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과 한계”, 국제상학 , 제33권 제4호,

2018, pp.285-305.참조



국제투자협정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37

분의 국가들이 많은 유보를 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하 ‘BITs’)4) 등에서도 투자 일반에 대하여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이하

‘MFN’)는 약속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NT)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1994년

11월에 채택된 APEC의 투자원칙은 MFN 및 NT를 포함하여 투자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투자유치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에

게 각종 우대조치(incentives)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종 의무(obligation)를 이행요건(PRs)으

로 부과하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이

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투자에 있어서 이행요건(PRs)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선행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외국연구도 국

내총생산(GDP) 및 고용문제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

들(tools)의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ectivenes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현지인의 발

전(advancement of indigenous peoples)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발전이나 기타의 정책목

적에 대한 이행요건(PRs)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투자협정(IIAs)6)

에 규정되어 있는 PRs금지조항을 중심으로 이론적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분쟁사례를 검

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IIAs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조항에 관한 정치한 이론적 틀

을 형성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대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nvestors-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이하 ‘ISDS’)7)에서도 중재판정부의 유용한

해석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4) 2019년 5월 현재, 세계의 양자간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은 2,933개가 체결되어 2,344개가

발효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체결개수(발효개수)를 살펴보면, 독일 131(128), 중국 127(109), 스위스

113(112), 영국 103(93), 한국 93(89), 미국 45(39), 일본 32(28)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앞의

UNCTAD보고서(2018)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 참조.

5) J. VanDuzer, P. Simons and G. Mayeda, Integ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Commonwealth Secretariat: London, 2013, p.204.

6) 본 논문에서 국제투자협정(IIAs) 은 양자간투자조약(BITs)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투자보호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 TIPs), WTO-TRIMs협정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7) 2019년 5월 현재, 투자자-국가간 분쟁처리건수는 2017년에 발생한 65건을 포함하여 총 855건에 이르며, 이중

에서 약 60%는 투자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op.cit., pp.91-93.;

ISD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FTA접근전략”, 무역연구 , 제11

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pp.177-197.;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상무연구 , 제6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89-121.



仲裁硏究 第29卷 第2號38

Ⅱ. PRs금지조항의 이론적 분석

1. PRs의 개념과 발전과정

(1) PRs의 개념과 목적

PRs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채택된 정의는 없다. 다만, Wallance는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의 모든 “투자유치국(host state)의 통제기술(control techniques)”8)로 설명하고 있으며,

UNCTAD에서는 단순히 “투자유치국의 시행조치들(host country operational measures)”로

표현하기도 한다.9) 그러므로 이러한 정의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해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의 자국내 활동에 대하여 부과하는 다양한 규제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

다. 결국 PRs은 투자유치국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목적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투자유치국이 해외 다국적기업(투자자)에 부과하는 일련

의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10)

가장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PRs을 예시하면,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지부품조달의무 부

과, 현지고용의 일정수준의 달성, 작업장에 훈련교육과정 도입이나 물품과 서비스공급자들

의 직무능력 향상, 현지에서 연구개발(R&D)활동 수행, 현지국에의 기술이전, 환경 및 사

회적 활동수행, 현지파트너와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 투자사 자본의 국내점유율 최

소화, 투자활동이나 의사결정센터의 현지설립, 현지국 시장에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량 자

율조정, 현지생산물품의 일정량 수출 등을 들 수 있다.11) 이러한 PRs은 특정한 경제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투자우대조치(traditional investment incentives)와 같은 정책도

구(policy tools)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종종 “조건부 투자우대조치(conditional investment

incentive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12)

PRs금지조항의 주목적은 투자자유화를 확보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국에서 투

8) C. Wallance,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Legal Control,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2002, p.326.;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Interaction of Tax Incentiv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ts Role in Implementing Right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1, Issue 1,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17, p.214.

9) UNCTAD, Host Country Operational Measures,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ITE/IIT/26,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1.; https://unctad.org/en/docs/psiteiitd26.en.pdf.

10) David Collin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Investment Incentive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5, pp.9-10.

11) Suzy H. Nikiema, IISD Best Practices Series: Performance Requirements in Investment Treaties,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pp.2-3.

12)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op.cit.,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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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과로 생산된 제조물품을 100% 수출하도록 PRs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투자기업의 핵

심적인 산업기술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

자유치국의 시장진입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PRs금지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규

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재산 설립후(post-establishment)

의 보호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재산의 설립전(pre-establishment) 단계에서도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3)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PRs을 확대하

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자국기업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PRs금지조항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면, 카리브공동체

(CARICOM)에서 작성한 양자간조약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1984)14) 에서는 PR에 관하

여 (ⅰ) CARICOM회원국은 이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를 부과하는 자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도 수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ⅱ) 이행의무는 수출이행, 고용, 국

내법과 무역관행과의 적합성 및 기술이전을 포함하며, 또한 이러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득가능한 이익에 결부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카리브회원국은 원칙적

으로 PRs금지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PRs금지조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내

투자에 따른 이익의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PRs금지조항의 발전과정

1970년대 개발도상국에 의한 PRs이 급증하였으나15), PRs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

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6)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PRs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국내

산업보호, 외환관리, 기술이전 등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PRs금지조항의 기원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으로

PRs금지조항은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IIAs에 많이 규정17)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IIAs에서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다만, 최근에는 남미국가들이 체결하고 있

13) Andrew Newcombe and Lluis Paradell, Law and Practice of Investment Treaties: Standards of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9, p.423.; Campbell McLachlan, Laurence Shore, Mathew Weinig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ubstantive Principl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7, p.30.

14) "CARICOM Guideline for Use in the Negotiation of Bilateral Treaties"(1984), in UNCTAD, International
Investment Instruments: A Compendium, Vol.Ⅲ, Regional Integration, Bilateral and Non-governmental

Instruments, 1996, p.140.

15) Andrew Newcombe and Lluis Paradell, op.cit., p.418.

16)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New Evidence from Selected Countrie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3, UNCTAD/ITE/IIA/2003/7.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의한 PRs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PRs금지조항도 상세히 보고되고 있다. http://unctad.org/en/docs/iteiia20037_en.pdf.;

Ronald B. Davies & Christopher J. Ellis, "Competition in tax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51, Elsevier, 2007, pp.1423-1424.; David Collins, op.cit., p.11

17) Rudolf Dolzer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90.; Andrew Newcombe and Lluis Paradell, op.cit.,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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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4

년에 체결된 미국과 자이르(현 콩고)간의 투자협정 제2조 7항에서는 PRs을 부과하지 않고,

다만 당사국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endeavor)’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8)

이러한 경우 당해 요건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법적구속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북미형 PRs금지조항과 유사한 규정이 1992년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제1106조(이하 ‘NAFTA형’)에도

규정되어 있다. 둘째, PRs금지조항은 1995년에 개시된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이하 ‘MAI’)에서도 규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1998년 종료

시까지 MAI협상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19) 셋째, NAFTA 제1106조의 PRs금지조항은 MAI

협상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나 WTO에서 논의되었던 TRIMs협정에는 포함되어 있다.

다만, TRIMs협정에서의 PRs금지조항은 NAFTA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 및

서비스의 현지조달요건, 수출입균형요건, 외환규제를 통한 원료수입제한, 수출제한 등 4가

지로 한정되어 있다. TRIMs협정의 PRs금지조항의 수준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의 관점

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후 많은 IIAs에서는 TRIMs협정수준 이상의 PRs금

지조항을 설정(소위 ‘TRIMs+’라고 함)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활동의 자유화

와 진입장벽의 완화를 위하여 PRs금지조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2. PRs금지조항의 접근방식과 유형

현재 PRs금지조항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형태로 분류하기 곤란하지

만, UNCTAD는 국제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20) 첫째

WTO의 TRIMs협정에서는 GATT 1994의 제3조(내국민대우)와 제11조(수량제한의 금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PRs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둘째 지역간(interregional), 지역 또는

양자협정(다자협정은 제외), 전형적인 투자협정뿐만 아니라 지역무역협정과 경제통합협정

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조건부 또는 저지된(discouraged) PRs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리고 셋째범주에는 WTO나 어떠한 IIAs에서도 통제받지 않는 PRs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도 있는데, 이러한 PRs들은 사회적․환경적 또는 기타 공익적 현안(public-interest

concerns)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PRs금지조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면 NAFTA형과 유럽형으로 구분

18) 법무부,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 2001, p.139.

19) MAI의 성격과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관호, “MAI 실패 이후 국제투자협정의 전개와 다자간투자협정

의 전망”, 통상법률 , 2014-4,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4, pp.11-16.;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 , 개정

판, 2018, pp.46-49.참조

20) David Collins, op.cit.,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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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NAFTA형은 금지대상의 PRs을 구체적으로 열거

하는 방식이어서 투자유치국의 특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다만, 과도하게 구체적이거나 특정적인 PRs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당

해 PRs금지조항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투자저해조치에 대해서는 PRs금지조항으로

커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프랑스중심의 유럽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PRs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일정유

형의 요건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1) 따라서 NAFTA형에서는 커버할

수 없는 PRs유사조치까지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PRs금지조항을 설정

한 경우에는 다른 대우의무와 중첩문제가 발생한다. PRs과 동등의 효과를 갖는 조치는 성

질상 NT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22) 의무위반

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NAFTA형과 유럽형의 규정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의 목적에서 나타난

다. NAFTA형은 투자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접근장벽을 배제하여 투자재산

의 설립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PRs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형은 일단 설립된 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FET등의 일반적인 대우의무중에

서 투자유치국의 특정조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의 PRs금지조항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

째 동일국의 IIAs에서도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PRs금지조항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

는 경우도 있다.23) 예를 들면, 자메이카의 경우, 자메이카-미국 BITs는 PRs금지조항을 두

고 있으나24), 1993년의 자메이카-프랑스 BITs25)나 1994년의 자메이카-중국 BITs에서는

PRs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PRs금지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지되는

PRs금지조항의 범위와 내용은 IIAs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한일 IIAs의 경

우 11항목에 PRs을 열거하고 있으나 일본-말레이시아 EPA에서는 TRIMs협정수준의 열거

에 그치고 있다. 캐나다의 IIAs에서도 BIT모델 제7조에서는 NAFTA형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캐나다-코스타리카BITs(1998) 제6조에서는 TRIMs협정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IIAs

21) 그러나 독일의 BIT모델(2008)에서는 PRs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도 독일이 체결한 대부분

의 BITs에서는 PRs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용일․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

제22권 제3호, 2012, pp.187-213.참조

23) 또한 PRs금지조항이 없는 IIAs에서도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MFN)조항에 따라 다른

IIAs상의 PRs금지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Barton Legum, "Understanding Performance

Requirement Prohibitions in Investment Treaties," in Arthur W. Rovine (ed.), Contemporary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The Fordham Papers, 2007, p.54.)

24) 본 협정 제2조 5항의 PRs금지조항은 일반적인 NAFTA형과 비교하여 달리 상당히 간소하게 되어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이익확보가 규정되어 있다.

25) 프랑스의 IIAs에서는 FET의무규정상에 PRs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협정의 경우에는 FET의무조항

제3조에도 PRs금지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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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PRs금지에 관한 원칙만 천명하고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TRIMs관련

내용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TRIMs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26) 예들 들면, 한-중-일투자협정(2012) 제7조 1항 및 한-ASEAN FTA투자협정 제6조

에서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이 협정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TRIMs

에 관한 WTO협정의 규정은 문맥을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

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형성된 ASEAN국가들이 국

내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되지만,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보호는 최저수준이 되므로 향후 개정협상에서는 PRs금지조항의 범주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PRs금지조항의 특징은 투자유치국의 특정의 행위나 조치

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3. PRs금지조항의 성질

(1) PRs금지조항의 근거

IIAs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은 대부분 법적개념으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수용개

념은 19세기부터 외국인재산의 보호나 재산권 개념에서 유래하고 있다. 내국민대우(NT)는

인권보호에 관한 내외국인의 무차별원칙에서 유래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는 국

제관습법상 외국인의 대우(최저기준의 대우)에서 유래한다. 한편 NAFTA형과 같은 PRs금

지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경제적 효율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석된

다.27) 즉 개발도상국에서 PR자체는 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투자유치

국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국

과 투자자 본국 쌍방의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

책수단이기 때문에 금지대상이 된다.28) 만일 외국인투자자가 스스로 현지부품조달 및

기술이전 등 PRs을 실행하겠다고 제시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에서 말하는 회색조치

에 해당하여 그 합법성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PRs금지조항이 자

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우대조치(incentives) 제공 등을 방

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MFN의무규정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에

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할 가능성이 높다.29)

26) 법무부,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2018, pp.147-148.

27) Barton Legum, op.cit., pp.55-56.

28)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New Evidence from Selected Countries,
op.cit., p.8.; Chi-Chur Chao and Eden S.H. Yu, "Export-performance requirement, foreign investment quotas

and welfare in a small dynamic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72, Elsevier, 2003,

pp.387-400. https://www.elsevier.com/locate/ecombase.

29) 법무부, 양자간 투자협정연구 , 전게서,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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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BITs 및 TRIMs협정에서는 PRs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

발도상국들은 공업국이나 신흥공업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PRs이 갖는 중요한 성격 때문

에 TRIMs협정상의 규제조치를 활용하기를 선호한다.30)

이와 같이 IIAs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대우규정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PRs금지는 특정의 PRs이 금지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이론이나 법적 설명이 부족

하며, PRs금지가 IIAs에 규정되어 있는 NT나 FET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

명하기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NT와의 관계

PRs은 실체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NT문제를 발생

시키며, PRs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NT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PRs금지조항은 NT의무규정과 중복되어 있으며, 양자의 구별은 애매하다. 첫째,

PRs이 내외차별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은 WTO의 TRIMs협정의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

난다. TRIMs협정 제2조는 GATT 제3조 4항(내국민대우 의무) 및 제11조(수출입 수량제한

의 금지)에 반하는 투자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되어야 할 TRIMs로서 4

가지의 요구를 부속서의 예시표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PRs부과는 TRIMs협정에

있어서는 GATT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NT의 의무위반이 된다. PRs은 NT와의 관련성

을 갖고 있으므로 PRs부과금지는 NT의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31) 대부분의 BITs에

서 PRs금지조항은 TRIMs협정의 의무를 단순히 재기술(restatement)하고 있으며, TRIMs협

정에 서명한 WTO회원국은 이미 BITs에 관계없이 PRs금지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32)

그러나 NT가 내외차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PRs금지조항은 특정의 요건을 금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금지규정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PRs금지조

항의 위반이 반드시 NT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NT의무위반이 반드시

PRs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현지부품조달의무는 IIAs에서 PRs금지

조항에 위반되지만, 모든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현지부품조달요건은 NT에 반드시 위반

되는 것이 아니다.33) 또한 후술하는 S.D. Myers사건에서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캐나다의

NT의무위반을 인정하였으나, PRs금지조항의 위반여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PRs금지와 NT위반의 중복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로는 2012년 미국 BIT모

30) David Collins, op.cit., p.117.;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op.cit., p.215.

31) Rajeev Sharma, "The Jurisprudence Interpreting NAFTA Article 1106: The Prohibition against Performance

Requirements", in Todd Weiler (ed.), NAFTA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Past Issues, Current Practice,
Future Prospects, 2004, p.91.

32)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op.cit., p.215.

33) Andrew Newcombe and Lluis Paradell, op.cit., pp.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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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제8조(PRs금지조항)가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금지되어야할 PRs을 열거하고 있으나,

2004년판과 비교하면 2012년판은 금지되어야할 PRs의 예를 하나 추가하고 있다.34) 즉 동

조 1항(h)35)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재산에 대하여, 혹은 당사자가 갖는 기술 또는

당사국 국민이 갖는 기술에 대하여 국적을 근거로 보호하기 위하여(~so as to afford

protec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 (ⅰ)기술의 구매, 사용 또는 우대하는 행위, (ⅱ)특

정의 기술을 구매, 사용 또는 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PRs은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PRs금지조항의 취지는 국적을 근거로 한 보호를 금지하는 것으로 NT금지와 중복

된다. 다만, PRs금지조항은 NT나 MFN과 같이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적 대우가 아니라 비

교대상이 없는 절대적 대우이다. PRs은 내국민이나 제3국 국민과의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

는 것이 아니라 부과해서는 안되는 PRs을 최소한 협정 당사국 투자자에게는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36)

(3) FET와의 관계

PRs금지조항은 FET의무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37) 예를 들면, 프랑스의 BITs중에는

FET조항에 PRs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PRs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불합리하여 차별

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유로 FET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

년의 프랑스BIT모델 제3조(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일반적인 FET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서 특히, 원재료, 2차 재료, 에너지, 연료 및 모든 종류의 생산운영수단의구입 또는 운송

에 대한 제한, 국내외의 제품판매 또는 운송의 방해 및 유사한 효과를 갖는 다른 모든 조

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de jure or de facto)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형에서는 FET의무의 범위내에서 PRs금지

를 규정하고 있으며, FET의무규정과 PR규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BITs가 다수 체결되었

다.38) 1989년 프랑스-불가리아 BITs 제3조, 2000년 프랑스-캄보디아BITs 제3조, 2001년

프랑스-베네수엘라BITs 제3조, 2001년 프랑스-짐바브웨BITs 제3조, 2003년 프랑스-마다가

스카르BITs 제3조에서는 FET의무와 PRs금지를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1993년 프랑스-트

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BITs 제3조에서는 원재료, 2차 재료, 에너지, 연료

및 모든 종류의 생산운영수단의 구매 또는 운송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제한, 국내

34)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 , 전게서, pp.66-68.

35) (h) (ⅰ)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in its territory, technology of the Party or of persons of

the Party; or (ⅱ)that prevents the purchase or use of, or the according of a preference to, in its territory,

particular technology, so as to afford protec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to its own investors or

investments or to technology of the Party or of persons of the Party.

36) 산업자원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사례로 본 정부 정책적 시사점 , 2007, p.207.

37) Andrew Newcombe and Lluis Paradell, op.cit., p.430.

38) 다만, 프랑스가 체결한 BITs중에서도 FET의무규정과 동일시하는 PRs금지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BITs도 다

수 있다. 프랑스 자신은 BIT모델에 제시되어 있는 혼합형을 적극적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당해 조항을 삽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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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제품판매 또는 운송의 방해 및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는 모든 조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를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왜

PRs이 FET로서 규정되었을까하는 이유를 짐작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FET의무를 위반한

다는 것은 특정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PRs금지를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BITs도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핀란드-

아르헨티나BITs 제2조 4항에서는 체약국은 투자재산에 대하여 재료구입, 생산․운영․운

송․생산물유통의 수단에 대하여 명령적인 조치 및 부당 또는 차별적 효과(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effects)를 갖는 유사한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체결된 한중일투자협정 제7조(PRs금지조항) 1항에서는 TRIMs의 PRs금

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어떠한 체약국도 자국의 영역내에서 수출 또는 기술의

이전에 대하여 특정조치의 이행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

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PRs금지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투자유치국의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는데 있다.

Ⅲ. 국제투자협정에서 PRs금지조항의 규범화

1. NAFTA의 PRs금지조항

(1) NAFTA에서 PRs금지조항의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형(미국, 캐나다)에서는 망라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

나, 당초에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PRs의 실행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IIAs상에서 PRs금지조항이 설정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예시로

서 1990년 미국-터키BITs39) 제2조 7항에서는 각 당사자는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도록 요

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특정하거나 또는

기타의 유사한 요건을 부과하는 등 투자의 설립, 확장, 유지조건으로 이행요건을 부과해서

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40) 수출이행요건(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s)은 투자

자에게 생산물의 일정량이나 일정비율을 수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투자자의 현지시장에

39)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Turkey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signed December 3, 1985, Entered into Force May 18, 1990).

40) 7. Each Party shall seek to avoid performance requirements as condition of establishment, expansion or

maintenance of investments, which require or enforce commitments to export goods produced, or which

specify that goods or services must purchased, or which impose 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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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에도 기여하게 된다.41) 수출이행

요건은 현지부품조달요건보다 광범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물품의 수출을 통해 이익

을 창출하고 현지국내에서 제조업에 대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초기의 NAFTA에서는 수출이행요건과 현지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s)만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유럽형과 유사하게 ‘기타의 유사한 요건(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까지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후 시

간의 경과에 따라 NAFTA는 금지대상의 PRs유형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타의 유사한 요

건(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규정은 배척하고 망라적인 한정열거방식으로 변경되었

다. 현재는 2012년 미국BIT모델, NAFTA 제1106조, 2006년 캐나다BIT모델 등과 같이

PRs에 관한 조건이나 예외를 둠으로써 복잡한 조문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

도 이와 유사하게 자국의 실정에 맞게 BITs체결에 활용하고 있다. 2004년 미국BIT모델은

2012년에 다시 개정42)되었으나 PRs금지조항은 2004년판과 거의 동일하며, 단지 제8조 1

항(h)호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2) NAFTA에서 PRs금지조항의 주요내용

NAFTA에서 금지하고 있는 PRs은 2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NAFTA 제

1106조 1항(a)~(g)호 및 미국BIT모델 제8조 1항에서와 같이 자국영역에서 투자에 관한 적

극적 행위를 이행하도록 투자자에게 강요하는 행위이다. 둘째, NAFTA 제1106조 3항

(a)~(c)호 및 미국BIT모델 제8조 2항에서와 같이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부과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NAFTA에서 PRs금지는 2가지 유

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첫째유형의 요건이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에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둘째유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NAFTA 제1106조 5항 및 미국BIT모델 제8조 4항에 따르면, 1항과 3항에서 금지된 PRs

은 망라적인 것이 되고 규정된 것 이외의 PRs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후술하는 Pope &

Talbot사건과 S.D. Myers사건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투자중재법원의 해석권한을 제약하기 위하여, 즉 중재판정부에

따라 PRs금지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AFTA 제1106조는 PRs금지에 관한 2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동조 4항이 3

41) M. Sornarajah, The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Investment,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2, p.205.

42) 2009년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부의 모든 경제적 의제들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 BIT모

델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기업, 업체, 노동자단체(노조), 환경 및 비정부기구,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2012년 미국 BIT모델은 2004년의 BIT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유치국의 공익적 규제와 투자자

의 강력한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기업의 보호향상, 투명성 강화, 노동 및

환경보호 강화 등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op.cit., p.216,

footnot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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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PRs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PR중에서도 자국영역, 생산장소의 지정, 서비

스제공, 노동자의 고용, 특정설비의 건설 및 확장, 연구개발실시에 대해서는 PRs금지의 예

외로 되어 있다. 다만, 4항의 예외규정은 3항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1항

에 대한 예외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NAFTA 제1106조 6항은 보다 일반적인 예외

규정으로 국내법 및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는 1항(b), (c) 및 3

항(a), (b)의 금지의 예외로 볼 수 있으며, GATT 제20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제1106조와는 별도로 제1108조가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1106조의 PRs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WTO-TRIMs협정의 PRs금지조항

(1) TRIMs협정에서 PRs금지조항의 개요

1947년 GATT에서도 제3조 내국민대우(NT) 규정이나 제11조(수량제한 철폐)규정에 위

반되는 투자조치는 금지되었으나, 금지되는 조치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UR에서는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의 규율방식을 논의하여 WTO협정 부속서 1A: 물품

무역에 관한 다자적 협정의 일부로 TRIMs협정이 발효되었다. TRIMs협정은 수입물품의

과세 및 규칙 등에서 국내물품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GATT 제3조 내국민대우(NT)

및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위반하는 TRIMs의 금지내용을

TRIMs협정의 제2조 및 부속서 예시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지대상이 되

는 투자제한조치에는 법률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금융

지원, 대부, 조세감면 등)을 얻기 위한 투자우대조치(investment incentives)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tax incentives) 등의 투자우대조치는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현지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FDI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경제활동의 특정산업에서 인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

과 소비에 따른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투자우대조치가 성공적인

경우라면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특정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급증하게 되어 장기

적으로는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다.43)

따라서 투자우대조치와 PRs중 상품무역(trade in goods)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가

TRIMs에 해당하고, 보조금등의 투자우대조치와 송금제한, 인가요건, 기술이전, 외국인 지

분참여 제한조치 등과 같이 무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TRIMs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GATS가 서비스분야에서의 투자규율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하여

TRIMs협정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규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무역에 관한

43) David Collins and Tae Jung Park, op.cit.,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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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의 포괄성을 비교하면 TRIMs협

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투자규율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44) 따라서 TRIMs협정

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나 무역효과 및 왜곡효과와 무관한 일반적 투자조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FDI중 신규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투자조치는 일

정한 경과기간 후에 철폐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TRIMs협정은 회원국에 특별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1947년 GATT상의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조

치들이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e)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 TRIMs협정에서 PRs금지조항의 주요내용

TRIMs협정의 부속서 예시표(Annex Illustrative List)에서는 PRs금지내용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국은 해외투자

자에게 현지부품조달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현지부품조달의무규정(local

contents rules)은 가장 일반적인 PRs의 하나로서 현지원료의 일정비율을 투자기업이 사용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제조된 물품을 당장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광범

위하게 사용하여 왔다.45) 그러나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하여 국내물품의 구입․사용을 요

구하거나 특정물품 또는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 당해기업의 현지생산수량이나 가격의 비

율을 할당하는 것은 GATT 제3조 4항에 위반된다.

둘째 수출입균형을 요구하는 행위로 진출기업에 대하여 수입품의 구매․사용을 자사의

수출금액이나 수출량에 비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GATT 제3조 4항 위반이 된다.

셋째 외환규제로 진출기업에 대하여 자사의 수출금액이나 수출량에 비례하여 외화를 조달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부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GATT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 넷째는 수출제한으로 진출기업에 대하여 현지생산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로, 특정물품 또는 물품의 수량이나 가

격, 당해기업의 현지생산수량이나 가격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GATT 제11조 1항에 위반

된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 규정으로 TRIMs협

정에 의해 금지되는 PRs들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TRIMs협정에서는 경과기간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일정기간

PRs금지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협정에 적합하지 않은 TRIMs(당해 TRIMs는 제5조

1항에 따라 협정발효 후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2년, 개발도

44) GATS (제16조 2항)에서는 “특정한 약속을 한 분야(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자본참가의 제한, 합병기업 등 사업체의 형태의 제한․요구, 고용자 수의 제한, 사업총수․총생산

량의 제한, 거래총액․자산총액의 제한, 공급자 수의 제한 등은 TRIMs협정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45) David Collins, op.cit., p.11.; Ronald B. Davies & Christopher J. Ellis, op.cit., pp.14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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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은 원칙적으로 5년, 후발개발도상국은 원칙적으로 7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실시하고 있는 TRIMs가 GATT 제3조 및 제11조를 위

반하고 있어도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

고 있는 GATT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TRIMs를 유지할 수가 있다. 또

한 TRIMs를 받고 있는 기존기업이 경쟁상 불리하지 않도록 위의 경과기간중에는 새로운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TRIMs를 적용할 수가 있다.

3. FTA에서 PRs금지조항

(1) FTA에서 PRs금지조항의 개요

WTO협정에 포함되지 못하여 도하라운드 협상의제로 남겨졌던 투자부문은 개별국가들

이 체결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및 FTA에서 별도의 투자관련 장

(chapter)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투자자에게 각종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환경이 FTA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한-칠레 FTA를 체결하여 발효(2004.04.01.)시킨 이래 현재까지 15개의 FTA가 체결

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한-칠레 FTA를 살펴보면, 제10장(투자)에서는 설립전 투자에 대하여 NT,

PR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투자자유화를 증진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설립후 투자에 대해서도 NT, MFN, PR부과금지, 국적의무부과금지, ISDS 등

을 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PRs금지조항은 한-칠레 FTA(제10.7조)를 시

작으로 한-싱가포르(제10.7조), 한-ASEAN FTA(제6조), 한-인도 CEPA(제10.5조), 한-페루

FTA(제9.7조), 한-호주 FTA (제11.9조), 한-캐나다 FTA(제8.8조), 한-미 FTA(제11.8조)등

대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EFTA FTA(제1.4조)에서는 투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간에 체결된 투자협정(Agreement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and Swiss Confederation)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46) 한-EU FTA에

서도 PRs금지조항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47)

46) 한-EFTA FTA 제1.4조 제2문에 따르면, 이들 투자협정은 FTA협정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47) 그 이유는 한-EU FTA가 가서명된 2009년 10월 15일 이전, 즉 리스본조약의 발효일인 2009년 12월 1일 이

전까지만 해도 EU법상 ‘투자’에 관한 정책은 각 회원국들에게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EU기능조약 제207조 1항에 따라 FDI는 EU의 배타적 권리에 속하는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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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에서 PRs금지조항의 주요내용

FTA에서 금지하고 있는 PRs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ASEAN FTA에서는 수

출규제, 원료조달, 물품 및 서비스의 현지조달, 수출입균형, 종업원국적 등을 규정하고 있

으며, 한-중 FTA에서는 수출규제, 원료조달, 물품 및 서비스의 현지조달, 수출입균형, 그

리고 기술이전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치나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한-호주 FTA

(제11.9조) 및 한-캐나다 FTA(제8.8조) 등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현지부품조달, 국내물품사용, 수출입연계, 수출판매연

계, 기술이전48),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PRs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일정비

율의 내국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연구개발 수행 등 다른 PRs은 부과가능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록 금지된 PRs일지라도 GATT 제20조의 예외규정과 유사하게 환경보호, 보건,

안전 등 공공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유보(부속서)에 기재하는 경우49)에는

PRs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PRs금지조항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형태의 유사성으로 보아 NAFTA의 PRs금지조항을 원용하여 각 당

사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TA에서의 PRs금지조항은 TRIMs협정의 내용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어서

TRIMs+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외투자자를 한층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Ⅳ. PRs금지조항 관련사례 분석

PRs에 관한 중재판정사례는 매우 적으며 적용기준이나 쟁점도 명확하지 않지만,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PRs에 관한 중재판정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은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상대로 중재신청한 사건이며, NAFTA에서의 PRs금지조항

의 해석상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NAFTA 및 WTO-TRIMs협정 위반에 따

른 PRs금지조항 관련사례를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48) 다만, 일정수준의 수출의무와 기술이전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9) 예를 들면, 한-미 FTA에서는 NT, MFN, PR, 임직원국적제한금지 등의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

대우, 국내규제관련 의무, 손실보상, 수용 및 보상 등의 의무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 FTA부속서 Ⅰ 미합중국 유보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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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pe & Talbot v. 캐나다사건50)

미국과 캐나다는 연목재(softwood lumber)에 대하여 연간 수출량을 제한하는 연목재협

정(Softwood Lumber Agreement: SLA)을 체결하고 있었다. 본 사건에서는 할당량을 초과

한 캐나다의 연목재수출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캐나다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미국기업

Pope & Talbot사(이하 ‘신청인’)가 PRs금지조항 위반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SLA 그 자

체는 아니지만 캐나다의 수출규제제도(Export Control Regime: ECR)를 통하여 SLA의 이

행이 연목재의 수출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NAFTA 제1106조 1항(a)

호 위반을 주장하였다. 또한 편익(advantage)의 수수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106조

1항(a), (e) 및 동조 3항(d)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NAFTA 제

1106조 5항에 의해 동조 1항 및 3항의 PRs금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금지에 한정되므로

1항의 사실상(de facto)의 위반은 있을 수 없으며, 제1106조 1항(a)에 관하여 ECR은 일정

량의 수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1106조는 수출요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므로 수출제한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첫째, NAFTA 제1106조 5항은 1항 및 3항의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1항 및 3항의 경우에 명시적인 문언을 초과하여 확대될 수 없다, 둘째 ECR규정에

있어서 EB나 LFB할당을 수출업자에게 주는 것은 제1106조 3항의 편익에 해당한다. 제

1106조 1항(a)의 문언은 물품과 서비스의 보다 높은 수준 또는 할당의 수출을 강제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준 또는 할당의 수출에도 강제적으로 동일

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ECR이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106조

1항(a)위반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ECR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억제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억제는 캐나다에 있어서 외국소유 비즈니스의 설립, 취득, 확대,

경영, 실시 또는 운영을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제110조 1항(e)와 3항(d)에 대

하여 신청인은 국내판매(domestic sales)와 수출용판매(sales for export)를 무시하고 있다.

ECR은 연목재의 국내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106조 1

항(e)와 3항(d)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캐나다의 조치는 일

정량 이상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뜻 보면 NAFTA 제1106조

1항(a)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사건에서 PRs금지조항의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1106 조의 해석방법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입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에서는 제1106조 1항과 3항의 PRs금지가 한정열거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즉 형식판단에 한정되는지(명시적인 금지사항에만 한정되는지), 그렇지

50) Pope and Talbot v. Canada, in the Matter of an Arbitration under the Chapter 11 of the NAFTA, Interim

Award, 26 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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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실체판단이 가능한지(사실상의 PR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었다.

중재판정부는 제1106조 5항을 중시하면서 1, 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PR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금지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제1106조는 특정성을 갖고 있으므

로 사실상의 위반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SLA가 일정량

이상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요건 그 자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1106조 1항(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2. S.D. Myers v. 캐나다사건51)

미국기업 S.D. Myers사는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PCB)52)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캐나다정부는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효과(detrimental effect)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1995년 10월 26일에 PCB폐

기물의 긴급수출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S.D. Myers사는 캐나다정부가 NAFTA

제1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사실상

(effectively) 캐나다에 의한 수출금지 잠정명령(Interim Order)은 PCB폐기물을 캐나다에서

처리하는 것을 S.D. Myers사의 캐나다 자회사인 SDMI사에 대해 강요하는 것으로 그 결

과 PCB처리업자에 대하여 캐나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일정 수준의 현지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s)를 강요하는 PRs이 되므로 캐나다가 NAFTA

제1106조 1항(b)와 (c)를 위반하였으며, 제1106조 6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

장53)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NAFTA 제1106조는 금지하여야 하는 PRs을 망라적으

로 열거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수출금지조치는 (표면적으로) 캐나다제품 및 서비스의 구

매나 현지부품조달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지되어야 하는 PRs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금지조치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제1106조 6항(c)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54) 이에 대하여 중재

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수출금지조치는 규정상의 승인(a

regulatory approval)에 따른 명시적인 조건의 형식(form)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NAFTA

제1106조의 적용에 있어 수출금지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체(substance)도 고려하여야 한

51) S.D. Myers, Inc. v. Canada, NAFTA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artial Award, 13

Nov., 2000.(이하 ‘S.D. Myers(2000)’); 김인숙․손희두, 한․미 FTA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007, pp.92-94.; 산업자원부, 전게서, p.207.

52)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s: PCB)은 변압기나 콘덴서와 같은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물질로

엄격한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는 발암성물질이다. S.D. Myers사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업영역을 캐나다로 확장하면서 캐나다의 PCB폐기물을 수거하여 오하이오 주의 특수폐기처리시설에서 처

리하여 왔다.

53) S.D. Myers(2000), paras.140-141.

54) S.D. Myers(2000), paras.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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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수출금지조치는 형식상으로는 PRs의

예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조치의 실체가 PRs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

째 중재판정부는 조치의 실체를 검토하여야 하며, NAFTA 제1106조 1항 및 3항에 열거된

요건에 직접적으로(squarely) 해당하지 않는 제약이나 제한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본 사건

의 상황에 적용될지 모르는 정의부분은 투자재산의 관리 또는 운영(conduct or operation)

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제1106조 1항 각주)이 있지만 제1106조 1항(b)와 (c)는 명확하

게 적용되지 않는다.56) 그 결과 캐나다의 수출금지잠정명령의 실체와 효과(substance and

effect)를 NAFTA 제1106조의 문언에 비추어보면 동조의 범위에 있는 요건은 SDMI사에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다수의견57)으로 캐나다의 조치가

각각 NAFTA 제1106조 1항의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기 때문에 캐나다

가 주장한 예외의 적용(NAFTA 제1108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 ADF Group Inc. v. 미국사건58)

미국에서는 ‘Buy American Act’59)에 따른 소위 ‘Buy American requirement’라는 계약요

건이 있어서 연방정부 및 주 발주공사에서는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인 ADF사는 미국의 버지니아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스프

링필드(Springfild) 고속도로인터체인지 공사를 발주하자 공사계약 당사자인 미국기업의 하

도급업체로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교통부는 ‘Buy American Act’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

유로 당해 입찰을 거절하였다. ADF사가 사용하는 철강은 미국산(U.S-origin)이었지만, 캐

나다 퀘벡의 철강공장에서 정제과정을 거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ADF사는 ‘Buy

American Act’ 자체가 NAFTA 제1106조 1항(b), (c)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조항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00년 7월 ICSID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자신도 위의 요건이 NAFTA 제1106조 1항(b)의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요건에 해당

하는 점은 인정하였으나60), 당해 조치는 NAFTA 제1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의

55) 중재판정부는 GATT체제 캐나다의 FIRA(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에 대하여 미국이 제소했던 사건의

패널보고서를 참조하면서, GATT에는 NAFTA 제1106조와 유사한 조항이 없었던 점과 당해 조치의 형식뿐

만 아니라 실체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S.D. Myers(2000), paras.273-274.

56) S.D. Myers(2000), paras.275-276.

57) 다만, 중재인중 Schwartz교수는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영업의 전부를 운영하도록 함

으로써 NAFTA 제1106조 1항(b)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58) ADF Group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s No.ARB(AF)/00/1, Award, 9 Jan. 2003.(이하

‘ADF(2003)’); http://www.worldbank.org/icsid/cases.htm.; 김인숙․손희두, 전게서, pp.94-95.; 산업자원부, 전게

서, p.208.; 법무부,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전게서, pp.143-148.

59) 미국에서는 미국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조달시장에의 참여를 제

한하는 ‘Buy American Act’ 가 193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60) 미국은 본 사건의 요건이 NAFTA 제1106조 1항(b)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요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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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인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ICSID중재판정

부는 미국의 조치가 그 자체로서는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 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

규정에 관한 정부조달에 해당한다는 미국을 주장을 인용하여 PRs금지조항의 위반을 인정

하지 않았다. NAFTA 제1108조 7항에 의하면, NAFTA 제1102조, 제1103조, 제1107조는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a)당사국 또는 국영기업의 조달(procurement by

a Party or a state enterprise)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NAFTA 제1108조 8항(b)에서는 제

1106조 1항(b), (c), (f), (g) 및 3항 (a), (b)는 국영기업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미국자신에 의한 정부조달은 아니고, 주정부의 조달

이 문제가 되었으나 NAFTA규정은 국가 또는 국영기업의 정부조달을 예외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미국의 국가예산조치로서 규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조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61)

4. 인도의 자동차 정책(DS146, DS175)62)

인도는 1997년 12월 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상공성(商工省)간에 신규가이드라

인에 따른 각서(MOU)를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신규 자동차정책을 발표하였다(상공성

고시 제60호). 본 정책중에는 TRIMs협정에 비추어 일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최

초의 수입부품(CKD, SKD)63)의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는 50%, 5년 이내는 70%이상

의 국산부품을 조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으며, 자동차 내지 동부품의 수출의

무가 조업 3년차부터 부과되어 4년차부터는 수출의무달성도에 따라 수입부품(CKD, SKD)

의 수입량을 규제한다는 수출입균형요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인도는 본정책 발표이

전부터 합병자동차기업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의 수입에 관한 수입허가증 발행조건으로 법

이 아닌 행정지도차원에서 현지부품조달요건이나 수출입균형요구를 포함하는 각서(MOU)

를 체결했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신규자동차정책도 기존의 행정지도를 제도화하는 것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10월에는 EU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자 2000년

11월에는 EU의 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1999년 6월 미국이 협의를

당하며, 또한 동조 1항(a)에 규정된 미국에서 제조된 물품 또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우대부

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ADF(2003), para.159.

61) ICSID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장(투자)에는 정부조달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NAFTA 제1001조 1항

및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달’ 개념을 참조하였다.

62) India-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Sector (Complainants: European Communities; United States), WT/DS146/R;

WT/DS175/R (21 Dec. 2001; Corrigendum, WT/DS146/R/1 Corr.1, WT/DS175/R/Corr.1 (10 Jan. 2002),

adopted 5 Apr. 2002; WT/DS146/AB/R, WT/DS175/AB/R (19 Mar. 2002), adopted 5 Apr. 2002.

63) 기계 등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Knock Down방식 수출이라고 하며, 부품의 조달정도에 따라 Complete Knock-Down(CKD)

방식과 Semi-Knock Down(SKD)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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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으며, 재차 2000년 7월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2000년 11월에는 2개의 패널이

단일패널로 합병되어 패널심리가 진행되었다.

인도는 본건에 앞서, 미국에 의해 WTO협의 및 패널설치가 요청되었던 자동차를 포함

하는 특정품목에 관한 수입제한조치의 상소기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1999년 12월에는

2001년 4월까지 수입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미국과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4

월 1일에는 714개 품목의 수량제한조치를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상공성 고시 제60호를

2001년 9월에는 폐지하였으나, 2001년 3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수출의무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본 정책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WTO의 단일패널에서는

2001년 12월에 상공성 고시 제60호에 따라 체결된 각서(MOU)가 GATT 제3조 및 제11조

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보고서의 판정에 불만을 가진 인도는 2002년 1월 31일에

상소기구에 상소하였으나 동년 3월 14일에 상소가 기각되었다. 그 후 인도정부는 동년 8

월에 2001년 3월말까지 발생하였던 수출이행의무 요건도 폐지하여 자동차정책인 상공성

고시 제60호를 완전히 폐기하였다.

5. 캐나다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조치(DS412, DS426)64)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09년 5월 그린에너지경제법(Green Energy and Green Economy

Act, 2009) 65)을 제정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renewable energy)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전력고정가격매입(Feed-in Tariff

Program : 이하 ‘FIT제도’)66)를 도입하였다. 다만, 온타리오주는 에너지발전사업자가

FIT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발전사업자가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발전설비

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 PRs이 포함되어 있

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에서 FIT제도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현지부품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품보다 온타리오주에서 생산된 태양광패널 등을 구매하게 되어

수입품이 경쟁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FIT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은 2010년 9월 13일 WTO의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라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캐나다의 FIT제도 및 계약에 의해 현지부품조달요

건은 TRIMs협정 제2조 1항, GATT 제3조 4항, 보조금협정 제3.1조(b) 제3.2조에 위반하는

64)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ector- Communication from Canada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 in Tariff Program). WT/DS412/AB/R, WT/DS426/AB/R (6 June

2014).; 홍성규,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과 한계”, 전게논문, pp.300-301.

65) http://www.ontla.on.ca/web/bills_detail.do?locale=en&billID=2145

66) 전력고정가격매입(FIT)제도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전력청(Ontario Power Authority: OPA)에 의해 운영되고 있

으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는 OPA와 20년 또는 4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전력단위당 일정액으

로 매입을 보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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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12년 12월 19일에는 최종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일본의 주장을 인용하여 캐나다가 GATT 제3조 및 TRIMs협

정 제2조 등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온타리오주 제품을 우대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보조금협정 제3조(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인정의 요건인 이익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캐나다는 패널판정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며, 동년 5월 6일 상소기구보고서

가 채택되었다. 상소기구는 결론적으로 패널보고서의 판정을 대부분 지지하여 GATT 제3

조 및 TRIMs협정 제2조 위반을 인정하고, 보조금협정 제3조 위반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캐나다는 이행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24일 온타리오주

의회에서 개정전력법이 통과됨에 따라 FIT제도의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에 관한 PRs이 삭제되었다.

6.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PRs금지조항의 설정방법

PRs금지조항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형식적으로 금지된 PRs이 조문에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외견상으로 판단하는 형식

(form)판단과, 둘째 외견상으로는 금지된 PRs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체적 효과

(practical effect)의 관점에서 사실상(de facto) 금지된 PRs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시한 Pope & Talbot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명확하게 형식

적 판단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S.D. Myers에서는 일응 실체적 판단을 배제하

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형식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NAFTA에 관련된

분쟁으로서 NAFTA 제1106조 5항에 따르면, 동조 1항과 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PRs만

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따라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재판정부가 실체적 판단을 이유로 PRs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IIAs에서는 형식적 판단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금

지되는 PRs을 세분화하여 망라적으로 열거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67) 반면에 실체적 판단

까지도 PRs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유럽형에서와 같이 금지하고자 하는 PRs을 예

시적으로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또는 기타의 유사한 효과를

갖는 다른 모든 조치 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ISDS의 관

점에서 우리나라가 피신청국이 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확대해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7) 다만, 이 경우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PRs금지조항에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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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성의 판단기준

PRs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은 PRs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조치가 투자

나 투자재산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나 노동문제 등 공익적 현안(public concerns)이 PRs의 금지조항에 포함된 경우에

는 투자활동이나 투자재산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말레이시아)의 국내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기업설립이나 세제혜

택 등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채용이나 국립대학입학에서 특정민족을 우대

하는 경우에는 경제우대정책인 동시에 민족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우대정책에 해당되어

ISDS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PRs금지조항의 적용이 부

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분석한 S.D. Myers v. 캐나다사건에서는 투자재산의 수익성

(profitability)에 대한 유해한 효과(detrimental effect)를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여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NAFTA 제1106조 3항에서와

같이 투자재산과 관련되어 유해한 효과가 인정되는 PRs을 금지한다고 적용요건을 명시하

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문화우대정책과 같이 비경제적 정책일지라도 투자재산에

유해한 효과가 인정되면 PRs금지조항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 PRs금지

조항에 관련된 중재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투자와의 관련성 요건과 유해한 효과의

기준이므로 PRs금지조항의 적용가능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구체화하여야 한다.

(3)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 PRs문제

일반적으로 PRs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 왔던 현지부품조달의무규정

(local contents rules)은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의 국산품(부품이나 원료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국내생산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우대조치(incentives)를 주어 수입

품을 차별하지만, 특정산업을 보호하거나 진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산업정책

의 수단으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인도의 자동차정책(DS146, DS175), 캐나다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조치(DS412, DS426) 등은 대표적인 현지부품조달(local contents)에 관련된 PRs이 분쟁으

로 확대된 사건들이다. WTO는 경기부양이나 특정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WTO회원국은 국내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서 WTO규범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하는데, 해외투자자에게 현지부

품조달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내생산자에게 보조금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 등은

WTO협정상의 GATT 제3조(내국민대우) 및 TRIMs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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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우대조치(investment incentives)의 절충문제

투자유치국은 FDI를 증가시켜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우대조치

(incentives)를 제시하고, 동시에 각종의 PRs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모든 외국인투자자에게 균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대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거나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우대조치에서 제외된 외국인투자자에

게는 부당한 PRs부과로 인정되기 쉽다. 특히 지방분권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

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지방에서의 우대조치가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차별조치로 인

정되기 쉬우며, 동일국가내의 이종투자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WTO 및 IIAs상의 NT,

MFN, FET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에 따른 우

대조치와 PRs의 설정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져야 하

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실행가능한 PRs을 부과하여

그 효과와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5) 분쟁해결절차의 선택(Forum Shopping) 문제

PRs은 그 성질상 NT나 FET와의 관련성 또는 중복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PRs금지조

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NT 및 FET의무위반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앞에서 분석한 분쟁사례들은 각각 NAFTA, ICSID, WTO의 분쟁처리절차를 통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진 사안들이다.

PRs금지조항의 취지는 투자유치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하는 내외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는 PRs금지조항에 위반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IIA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국내쟁송절차나 ICSID의 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유

치국을 직접 제소하여 당해분쟁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로서의 제소가 제

한받는 경우에는 자국정부로 하여금 투자유치국의 위반행위가 GATT 제3조 및 TRIMs협

정, IIAs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소하도록 하여 WTO의 분쟁해결양해(DSU) 절차에 따

라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68)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분쟁사안의 경중과 소요시간,

비용, 투자유치국과의 우호관계, 쟁송절차에 대한 주도권, 구제수단 등 모든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에 선택적(forum shopping)으로 제소할 수 있다. 다

만, ISDS제도는 금전적 보상을 목적69)으로 하고 있지만, DSU를 통한 분쟁해결은 당해 조

치의 제거를 통하여 협정위반 상태를 종료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구제수단이므로 투자자의

68) 개인이 직접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면 WTO규범의 국가에 의한 준수가 촉진

되고, 국가가 개인의 소송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되어 분쟁이 비정치화 되는 이점이 있다. 유럽의 인권조

약과 ICSID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ITO헌장의 준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후 GATT체제에서

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69) 투자중재에서 금전적 보상에 관해서는 홍성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중재연구 ,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pp.151-15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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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향후 불법적인 규제만 제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70) 이 경

우 투자자는 당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해외진

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PRs금지조항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국간협의,

국내쟁송절차, ISDS 또는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간 절차나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외국인투자자에게 PRs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산업보호

및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도 유해한 결과(detrimental effect)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현지부품조달의무규정(local contents rules)은 진출한 제조

기업이 현지국산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당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의

부품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갈수록 국제경쟁

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 기업입장에서도 고품질의 저렴한 수입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현지생산부품을 조달받게 됨으로써 완성품의 국제경쟁력은 향상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지국의 소비자도 고비용 저효율의 제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소비

자후생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내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투자우대조치(investment

incentive)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자의 입

장에서는 또 다른 PRs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으며 MFN위반이 주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에는 투자과정에서 받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상쇄할 수 있도록 당해 투자자에게 적정한

PRs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IIAs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조항도 과거에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추상적인 규정이 많았으나, 이러한 PRs은 해외투자자의 보호확대와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IIAs에서의 PRs금지조항은 NAFTA형을 기본모델

로 하여 금지되는 PRs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NAFTA형의 PRs금지조항도 장단점이 존재함으로 향후 IIAs체결이나 FTA개정 협상에서는

70) 최원목,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2012, pp.13-14,

p.177.;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FTA 접근전략”, 전게논문, pp.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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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PRs금지범위를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문화하고, 가능한 한 상세한 PRs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투자유

치국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PRs금지범위를 규정해 놓는 것이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중재판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PRs금지조항에 대한 유럽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PRs을 열거하

고, 추가적으로 기타의 유사한 요건(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도 금지한다는 문

언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이지

만,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PRs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결과적으로 IIAs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는 해외투자자 및 투자유치국의 상황에 따라

PRs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NAFTA형과 유럽형의 PRs금지조항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협상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PRs관련 사례에서와 같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PRs의 적용범위나 적용요건(관련

성, 유해한 효과)이 대부분이므로 축적된 사례의 유형별 또는 쟁점별로 분류하여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PRs에 관한 중재판정사례는 적었으며, 적용기준이나 쟁점

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WTO-TRIMs협정뿐만 우리나라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FTA 등 IIAs을 중심으로 ICSID의 중재판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NAFTA에

서 규정하고 있는 PRs금지조항은 많은 IIAs에 도입되어 대표성을 갖추고 있으며, 보고된

투자중재판정사례도 PRs금지조항의 해석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면밀

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PRs금지조항은 GATT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

우(NT)와도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축적량을 가지고 있는 WTO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해외투자자 뿐만 아니

라 투자중재를 실행하는 중재전문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내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된 되었던 PRs에 관

하여 각종 BITs, FTA 및 WTO-TRIMs협정 등 IIAs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에 관하여 이

론적 특성과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PRs에 관한 정치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후

속연구를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ISDS절차에 따른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도

유용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투자협정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61

참고문헌

김관호, “MAI 실패 이후 국제투자협정의 전개와 다자간투자협정의 전망”, 통상법률 ,

2014-4,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4.

김용일․홍성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 제22

권 제3호, 2012.

김인숙․손희두, 한․미 FTA투자협상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2007.

법무부,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 2001.

법무부,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 2018.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 , 개정판, 2018

산업자원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사례로 본 정부 정책적 시사점 , 2007.

최원목,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2012.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상무연구 , 제68권, 한

국무역상무학회, 2015.

홍성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FTA접근전략”, 무역연구 , 제11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5.

홍성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중재연구 ,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홍성규,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내국민대우의 기능과 한계”, 국제상학 , 제33권 제4호, 2018.

Chao, Chi-Chur and Yu, Eden S.H., "Export-performance requirement, foreign investment

quotas and welfare in a small dynamic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72, Elsevier, 2003.

Collins, David,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Investment Incentive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Law,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5.

Collins, David and Park, Tae Jung, "Interaction of Tax Incentiv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ts Role in Implementing Right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1,

Issue 1, The Berkeley Electronic Press, 2017.

Davies, Ronald B. & Ellis, Christopher J., "Competition in tax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51, Elsevier, 2007,



仲裁硏究 第29卷 第2號62

Dolzer, Rudolf and Schreuer, Christop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Legum, Barton, "Understanding Performance Requirement Prohibitions in Investment Treaties,"

in Arthur W. Rovine (ed.), Contemporary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The Fordham Papers, 2007.

McLachlan, Campbell, Shore, Laurence, Weiniger, Mathew,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ubstantive Principl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7.

Newcombe, Andrew and Paradell, Lluis, Law and Practice of Investment Treaties: Standards

of Treatment,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9.

Nikiema, Suzy H., IISD Best Practices Series: Performance Requirements in Investment Treaties,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Sharma, Rajeev, "The Jurisprudence Interpreting NAFTA Article 1106: The Prohibition against

Performance Requirements", in Todd Weiler (ed.), NAFTA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Past Issues, Current Practice, Future Prospects, 2004.

Sornarajah, M., The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Investment,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2.

UNCTAD, Host Country Operational Measures,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 UNCTAD/ITE/IIT/26,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1.

(https://unctad.org/en/docs/psiteiitd26.en.pdf.)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New Evidence from Selected

Countrie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200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https://unctad.org/en/publicationLibrary/wir2018_en.pdf)

VanDuzer, J., Simons, P. and Mayeda, G., Integ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Commonwealth Secretariat: London, 2013.

Vandevelde, Kenneth J.,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istory, Policy,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10.

Wallance, C.,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Legal Control,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2002.



국제투자협정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6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71)

Sung-Kyu Hong*

Since imposing Performance Requirements (PRs) on investors have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protect a host state’s domestic industry in the short run, with its effect on im-

proving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t has been implemented mostly in develop-

ing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however, PRs hinder free competition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have the effect of distorting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here-

fore, they are expected to bring detrimental effects on the host state’s economic develop-

ment in the long run. PRs provided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and

WTO-TRIMs, too, included many abstract regulations which are grounded on the host

state’s economic efficiency in the past; however, those PRs are gradually being more con-

cretely specified, shifting to a form of prohibition with the goals of increasing the pro-

tection on investors and realiz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ly, when Korea freshly concludes IIAs or revises them afterwards, one should

focus more on following the points regarding PRs. First, to protect Korean companies’ in-

vestment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list the contents of prohibited PRs extensively

and concretely and create a sti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contents of the

PRs prohibited and add the phrases for prohibiting "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ex-

plicitly, as well so as to cover the PRs that can appear newly. Third, as in the cases as-

sociated with PRs, issuable matters are mostly either the range of applying PRs or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m (relevance or detriment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ases accumulated by issues and analyze them thoroughly. In conclusion, a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PRs provided in IIAs and related

cases and suggests exquisite theory regarding PRs, it not only lays fundamental grounds

for follow-up research but also gives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parties con-

cerned and th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ISDS procedure.

Key words : Performance Requirements(PRs), investor, investment, IIAs, TRIMs,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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