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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자자-국가 분쟁을 관장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관할권은 인적, 물적, 

시간적 관할권으로 구분된다. 인적 관할권은 중재 판정을 청구한 청구인이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시간적 관할권은 중재 청구가 투자 협정이나 투자 계약 등에 규정된 시간적 제약 요건

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물적 관할권은 분쟁의 대상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ICSID 협약 25(1)조1)상 ICSID 중재 판정부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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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상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투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ICSID 중재 판정의 관할

권 존부를 쟁론함에 있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다. 중재 판정에서 시비 대상물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에 해당하는지, 국내

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분쟁 대상이 된 투자가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자 해당 여부를 이와 같이 2단계로 살펴보는 관행은 ICSID 판례의 축적

에 의해 생성되고 확립되었다. 

물적 관할권 존부 판정 기준은 ICSID 판례 축적에 의한 법리 정립의 좋은 예이다. 특히 분쟁 

대상이 된 투자가 투자 협정상의 투자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투자로서의 본질

적인 속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성문법상의 근거가 없이 ICSID의 누적된 판정

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본고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 물적 관할권의 주요 쟁점과 판정 동향, 

그리고 누적된 판례에 의해 성립된 법리에 대해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투자 협정상 투자의 정의 충족 여부

가. 투자 협정의 투자 규정 유형

투자 협정은 예외 없이 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방식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any kind of asset)으로 규정한 후 투자

의 형태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예시되지 않은 투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include but not 

limited to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한다. 투자의 예로 나열되는 자산은 투자 협정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주식 및 증권 등 기업의 자본 참여와 관련된 권리, 채권 및 회사채 

등 각종 부채 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금전적 가치를 갖는 각종 계약상의 권리, 지적 재

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천연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권 및 채굴권, 각종 유형 자산

(상품, 동산, 부동산 등)과 무형 자산(담보, 리스, 유치권, 질권, 영업권 등) 등이다. 

협정에 따라서는 투자에 포함되는 않는 자산을 열거하기도 한다. 한중 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

1) Article 25 (1) The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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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청구권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2) 즉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NAFTA 협정에서는 모든 자산이라는 전제 설명 없이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열거 항목 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영업적 목적에 대한 기대 하에 취득되

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유형 또는 무형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라는 포괄적 항목이 

있어 실질상으로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경제가 발달하고 국가간 자본 및 자산 이동이 활발해져 감에 따라 투자의 범위는 꾸준히 확대

되어 왔다.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현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영업 방식과 영역이 확대되

고 있는 현실이므로 투자 협정은 투자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세이다. 

나. 관련 판례 

투자 분쟁에서 쟁점이 된 대상이 투자 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준거가 되는 당사

국 간 투자 협정의 투자 정의를 적용하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례 간 법리적 대립이나 판례 축

적에 의한 법리 정립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Fedax vs. Venezuela 사건(ARB/96/3)에서는 약속 어음이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

며 비록 체약국 외에서 어음을 구입하였더라도 전산 거래가 활발한 자본 투자에는 투자가 상대

방 영토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영토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룩셈부르크 국적의 

청구인이 매입한 말레이지아 증권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Gruslin vs. Malaysia 사건

(ARB/99/3)에서는 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 투자 협정이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관 부서에 의해 승

인된 사업(approved project)에 투자된 자산에 한한다는 조건이 투자 정의에 부가되어 있으므로 

승인되지 않은 사업의 증권 매입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된 바 있다. 법률 자문 사업

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Mitchell vs. Congo 사건(ARB/99/7)에서 판정부는 청구

인의 법률 자문업이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그 근거에 대

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 판정을 취소하였다. 

Bayi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Bayindir가 공사 준비를 위해 60 

여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교육, 훈련하였고 건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반입한데다가 공사 금액

의 30%에 달하는 보증금을 기탁한 것도 터어키-파키스탄 투자 협정 1(2)조상의 투자 정의에 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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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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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다고 보았다.3) 단순한 투자 회사인 청구인이 광산 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이 투자에 해당하

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Vannessa vs. Venezuela 사건(ARB(AF)/04/6)에서 중재 판정부는 카나다-

베네주엘라 투자 협정 I(f)조4)상의 투자 요건에 합치하면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자의 단순 

구매라고 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은행 대출의 투자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OKO, SAMPO, VTB vs. Estonia 사건(ARB/04/6)에서 판정부는 독일, 핀란드-에스

토니아 투자 협정에 투자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property holdings of any type), 경제 활동에 관

련된 모든 자산(every kind of asset connected with economic activities)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

어 있으므로 비록 투자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나열한 항목 중에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위 투자 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Bayview vs. Mexico 사건(ARB(AF)/05/1) 판정부는 멕시코의 水量 통제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수리 시설에 투입한 자신의 투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시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투자 협정상의 

투자란 상대국에 투자한 것을 의미하지 자국 내의 투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청

구인에게 유리한 ICC 중재 판정을 방글라데시 법원이 취소한 Saipem vs. Bangladesh 사건

(ARB/05/7)에서 청구인은 중재를 신청하고 판정을 이행 받을 자신의 권리는 경제적 가치를 갖

는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투자에 해당하며 방글라데시 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중재를 신청하고 판정 결과를 이행 받을 권리가 실존하고 청구인의 

거래 상대사와 방글라데시 법원이 양자 투자 협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행위 책임이 방글라데시에

게 귀속된다는 것이 본안 심리에서 입증이 된다면 ICC 중재 판정의 취소는 외국인 투자를 수용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중재권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코스타리카 

불법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카나다 청구인의 자금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 사건에서 판정부는 모든 종류

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카나다-코스타리카 투자 협정상 예치금도 일종의 자산이므로 

일견 투자일 수는 있으나 해당 투자 협정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한 것만 투자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불법 대부업에 투자된 예치금은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호텔 공동 경영 약정이 실상은 대출 약정에 불과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시비된 Alpha vs. 

Ukraina 사건(ARB/07/16)에서 판정부는 경영 약정 내용을 검토한 후 대출 약정이라고 볼 수 없

다고 판정하였고 설사 대출 약정일지라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청구

3) Bayindir vs.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Decision of Jurisdiction. 2005. 11. 4. paras. 118-121
4) I(f). Investment means an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through an investor of a third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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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공동 경영 지분 및 월정 최소 지급액 포함)을 투자의 한 형태로 정의한 오스트리아-우크라이

나 투자 협정상의 1(1)(c)조5)상의 투자 정의에 의거하여 투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 공사 개

시를 위해 청구인이 투입한 용역과 물자, 인적, 재정적 재원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에서 판정부는 투자 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심리 없이 자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원료인 나프타를 공급하고 석유 화학 

제품으로 되돌려 받는 계약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GEA vs. Ukraina 사건

(ARB/08/16)에서 판정부는 계약 내용이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독일-우크라이나 투자 협정 

1(1)(e)조 경제 활동 행사권에 해당하는 투자에 상당하며 청구인이 원료 공급 대가로 회수하는 

석유 화학 제품은 1(1)(a)조상의 동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전체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석유 가격 상승 위험 회피를 위한 Hedging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ARB/09/2)에서는 Hedging 계약이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도이체 은행의 

법적 자산이고 투자 협정 1조에 ‘모든 종류의 자산’이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었다.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해 실행(implemented)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단순한 설립인지 설립 이후의 운영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ARB/10/3)에서 판정부는 Investments shall comprise any kind of assets, implemented in 

accordance… 라는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투자 협정1(1)조 문안상 implemented는 assets를 수식

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 협정은 투자를 any kind assets invested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implemented 는 invested 의 의미로 기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협정 1(2)

조6)에도 assets are invested라는 표현이 있어 이 협정에서 implemented는 invested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assets implemented는 assets invest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1(1)조는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규정하

고 있을 뿐이며 설립된 후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

리하였다.7) Rafat Ali Rizvi vs. Indonesia 사건(ARB/11/13)에서는 청구인의 은행 지분 매입 및 합

5) 1(1) The term ‘investment’means every kind of asset invested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activity of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nd,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c) Claims to money which has been given in order to create an economic value, or claims to any 

performance having an economic value;
6) 2. A change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or re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is made, does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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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

도네시아의 주장이 관련 법규 해석상 투자 조정 이사회 이외의 기관(금융업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정부의 판단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투자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궁극적으로는 투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청구인이 매입한 그리이스 국채가 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Postova & Istrokapital 

vs. Greece 사건(ARB/13/8)에서 판정부는 국가 채무는 사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투자 예시 

목록도 해석 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국가 채무가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그

리이스 투자 협정상에 상응한 표현이 있거나 예시로 나열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투

자 협정 1조는 물론 협정 어디에도 국가 채무는 물론 공공 부채, 공적 의무 등이 투자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1)(b)조에 회사의 채무 증서(debentures of a company)라는 

표현이 있으나 사채는 국채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공적인 채무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체

약국이 이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였다.8)

3.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가. 투자 적법성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 또는 예시된 투자 형태에 부합하는지 외에 투자 협정이 근거가 되는 

투자 해당 여부는 투자 유치국 법령의 준수 여부이다.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는 투자 유치국

의 ‘법령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law)’ 설립되었다는 수식 어구를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용되고 있다. ICSID 중재에서 투자 설립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은 위

와 같은 적법성 문구가 있어야지만 투자 유치국 법령에 위반하여 설립된 투자를 투자 협정 보호 

대상과 ICSID 중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 다른 쟁점은 위반의 정도이다. 투

자 유치국의 법령을 사소하게라도 위반하였으면 위의 적법성 문구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는지가 논쟁 대상이다. 위반의 대상과 관련된 다툼도 발생한다. 투자 유치국의 정식 

7) Rafat Ali Rizvi vs. Indonesia (ICSID Case no. ARB/11/13), Award 2013. 7. 16. paras. 185-193
8) Postova & Istrokapital vs. Greece (ICSID Case no. ARB/13/8), Award 2015. 4. 9, paras. 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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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의미하는지 보다 넓은 범위의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상의 조건 등까지 포함하는지가 

ICSID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경우가 많다.  

나. 관련 판례

1) 적법성 문구 기재 여부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부의 일관된 견해이다. Inceysa vs. El Salvador 사건(ARB/03/26)에

서 근거 협정이었던 스페인-엘살바도르 투자 협정에는 법령에 의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

다. 그러나 판정부는 협정 체결 당시 교섭 문건, 서한 등에서 양국은 투자는 체약국의 법령에 의

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명백히 표명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한 투자는 협정의 적용과 보호 범위에

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의심할 바 없이 확인 된다고 판단하였다.9) 청구인이 당초 컨소시움의 참

여사 이탈로 인해 재원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정유소 지분을 매입한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에서 판정부는 비록 근거 협정인 에너지 헌장 조약에 적법

성 문구가 없다 할지라도 불법적인 투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판정부는 ICSID 협약은 국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투자까지 보호할 수 

없으며 투자가 국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설사 투자 협정에 명기가 되지 않더라도 필

수적인 투자의 요건이라고 보았다.10) Hamester vs. Ghana 사건(ARB/07/24) 판정부도 투자 유치

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 판정부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해당 투자 협정상 예

치금도 일종의 자산이므로 일견 투자일수는 있으나 해당 투자 협정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

거한 것만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대부업에 투자된 예치금은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9)  Inceysa vs. El Salvador (ICSID Case no. ARB/03/26), Award 2006. 8. 2., paras. 192-195
10) Phoenix vs. Czech (ICSID Case no. ARB/06/5), Award 2009. 4. 15., paras.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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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위반 정도

투자 유치국 법령의 위반 정도와 관련하여 ICSID 판례는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적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투자 협정의 본래 목적인 외

국인 투자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해 왔다. DLP vs. Yemen 사건(ARB/05/7)에서 

중재 판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른다는 구문은 투자 협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이는 

투자 유치국의 법제의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여(예컨대 허위 대표, 소유권 위장 등) 이루어진 투

자를 배제함으로써 투자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이전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다고 

보았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건설한 것이 문제되었던 Mamidoil vs. Albania 사건

(ARB/13/24)에서 판정부는 투자의 적법성을 부인할 정도의 법규 위반은 경미하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무허가 건설은 경미하고 사소한 수

준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반 대상  

위반의 대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적법성 구문이 의미하는 법령의 범위이다. 투자 유

치국의 모든 법규인지 투자와 관련된 법규에 한정되는 것인지, 계약상의 위반이나 무형의 법 원

칙도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통상 법 또는 법령에 의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 유치국의 

정식 법이나 규칙 등 성문상의 규제 체제를 저촉하는 것은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지금까지 적법성 요건 충족이 부인된 사건들 중 지자체의 조례나 정부가 발포한 령, 규

칙 등은 적법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는 없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모

든 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와 관련된 법을 의미한다는 판정이 있다. Saba Fakes vs. 

Turkey 사건(ARB/07/20)에서 터어키는 in accordance with the law를 투자 유치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중재 재판부는 투자 유치를 관장하는 법, 투자를 행하는데 관

련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투자와 무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보호하

지 않는 것은 투자 보호라는 투자 협정의 대상과 목적과 합치되지 않으며 투자 협정상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투자 협정이라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해당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일이지 투자

로 인정하지 않거나 투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계약의 조건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에 대해서는 적법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Vannessa vs. Venezuela 사건(ARB(AF)/04/6)에서 베네주엘라는 특정 공기업이 정부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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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베네주엘라의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투자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의 law는 체약국의 정식 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 조건의 위반이 곧 법규 위

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베네주엘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비단 투자 유치국의 성문 법규뿐 아니라 신의칙과 같은 국제법상의 기본 원칙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사기, 사술, 기망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ICSID 중재 관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Inceysa vs. El Salvador 사건(ARB/03/26)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의 행태는 신의칙(good faith)이라

는 국제법 원칙, 누구도 자신의 부도덕함을 원용하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Nemo auditur propriam turpitudinem allegans)’는 법원리, 부당 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법성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판정부

는 투자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를 투자

자인 청구인이 투자 유치국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투자에 대해 에너지 헌장 조약 상의 실체적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Hamester vs. Ghana 사건(ARB/07/24) 판정부는 투자가 부정부패, 위계, 사기 행위 등 선의(good 

faith)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투자 설립 자체가 ICSID의 국제 투자 보호 체제를 남용하기 위

한 것일 경우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4. 투자의 본질적 속성(Salini test)

가.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 판단의 필요성

ICSID 중재 판정의 물적 관할권은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 

ICSID 중재의 관할 범위이다. 인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체약국 국민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ICSID 협약은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적 관할 대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정의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도된 침묵이다. ICSID 협약 성안 과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언급이나 준비 문서에 보면 투자 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체약국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투자의 의미를 협정에서는 정의하지 않았다. 투자의 범위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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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이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려

는 취지이다. 결국 투자 해당 여부는 해당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

나 아무리 투자 범위 획정의 재량권을 국가에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투자가 아닌 것을 특

정 국가가 투자 협정에서 투자로 정의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 없다. 임의로 정의된 투자에서 발

생하는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결국 ICSID가 부담해야 하므로 체약국의 투자 정의를 무

조건 수용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을 신속, 공정, 정확하게 해결하

여 궁극적으로 국가간 투자를 증진하고 국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ICSID 본래 목적과 활동

이 투자가 아니면서 투자로 정의된 것에 의해 위축될 수도 있다. ICSID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 

ICSID 중재 판정은 판례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관할권을 천명하고 있는 협약 

25(1)조에 기재된 ‘투자’는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에 투자가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중재 판정부가 임의로 투자의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

도 투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특징, 속성, 요건이 있을 것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

를 살펴보면 자연히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 

보유 여부 판정은 이제 ICSID의 굳어진 관행이 되었다. ICSID 중재 판정의 물적 관할권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에 부합하고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갖추었는지 2가지

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ICSID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 이를 Double Barrel Test, two 

fold test 라고도 한다. 

나. Salini test의 등장과 쟁점 

무엇이 투자의 본질적 속성인가에 대해서는 Salini vs. Morocco 사건(ARB/00/4) 판정부 제시

한 기준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 사건 판정부는 판례와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일

반적으로 ICSID 협약25(1)조 상의 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자기 재원의 투입, 일정 

정도의 이행 기간, 거래 위험성, 투자 유치국 경제 개발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다고 제시하였

다.11) 판정부는 이러한 요소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예컨대 거래 위험성은 재원의 투입, 이행 기

11) The doctrine generally considers that investment infers: contribution, a certain duration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a participation in the risks of the transaction. In reading the Convention’s preamble, one 

may add th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 of the investment as an 

addition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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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요소는 심리의 필요상 개별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종국에는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요소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는 것은 아니고 결여된 요소가 있더라도 다른 요소가 충분히 충족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

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Salini 판정부가 제시한 4개 기준, 즉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은 Salini test라는 보편적

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ICSID 중재에서 거의 빠짐 없이 

인용되었다. 최근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의 정의에 아예 투자로서의 속성을 갖는 것이라는 단서

를 추가하고 투입성, 위험성 등을 예시로 나열함으로써 전통적인 투자의 정의와 투자의 본질적 

요소를 통합하여 규율하기도 한다(한중 FTA 12.1조).12)

그러나 Salini 판정부가 제시한 투자의 4개 속성이 모두 필수적인 투자의 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ICSID 중재 판정에서 Salini test 를 투자 여부 판정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 Salini 요소를 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으로 인정한 판정 중에는 기여성 충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3개 요소 충족 여부만 확

인한 것이 많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추세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일부 판정부는 기여성 충족 여부에 특히 중점을 두어 투자 여부를 판별하기도 하였다. 기여성

을 투자의 필수적으로 인정한 판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ICSID 협약 서문이다. 협약 서문

의 첫 문장13)은 체약국들이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민간의 국제 투

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ICSID 협약 내용에 합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판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

제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경제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을 투자의 필수 속성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이를 부인하는 판례는 투자 유치국 경제에 대한 기여 여부는 투자로 인한 결과이지 투자 

자체의 내재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없다거나 기여 여부를 판정부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거나 기타 3개 요소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ICSID 협약의 투자의 의미는 조약 해석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는 조약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용어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하라고 천

명하고 있다. 通常적 의미란 辭典적 의미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투자를 ‘이익을 얻기 위하

12) investments means every kind of asset that an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suchas the commitment of capital or other resources, the expectation 

of gain or profit, or the assumption of risk. Forms that investments may take include: …… 
13) The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private 

international investment therein;……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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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xford 

사전 정의는 ‘An act of devoting time, effort, or energy to a particular undertaking with the 

expectation of a worthwhile result’ 이다. 두 사전 정의 모두 자본, 시간, 정성을 쏟는다는 투입성

과 가치가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는 위험성, 그리고 투입 행위와 결과 발현까지 필수적인 일정 

정도의 기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의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목

적으로 한다는 기여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미래의 이익을 위한 현

재의 위험 감수 행위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위험 감수의 정도가 크

면 투기가 될 것이고 극단에 이르면 사행 행위가 될 것이다. 투입과 결과 발현에는 필수적으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투입과 결과 발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나 매매는 이러한 기

간성이 없으므로 투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고 어떤 

투자 협정에는 아예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고 적시하기도 한다. 投資의 한자 표현 자체가 던질 

投, 자신의 자원을 투입한다는 투입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법상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도 투

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요소를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본다.  

다. 관련 판례 

Salini vs. Morocco 사건 판정부가 투자의 속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기여성을 토

대로 투자 여부를 판정한 CSOB vs. Slovakia 사건(ARB/97/4) 판정부는 청구인이 상대국인 슬로

바키아의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투자를 인정하면서 ICSID 협약 서

문을 인용하였다. Malaysian Historic Salvors vs. Malaysia 사건(ARB/05/10) 판정부는 난파선 인

양 계약 위반을 시비한 청구인에 대해 난파선 인양 사업의 가액이 적고 고고학적인 가치는 있을

지 모르나 말레이시아의 경제 개발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난파선 인양 계약을 청

구인의 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 Bayi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 Jan de Nul vs. 

Egypt 사건(ARB/04/13),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 판정부는 기여성 요소를 특정

하여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여타 4개 요소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

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기여성 요소에 대해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여 견해를 밝힌 판정부

는 많지 않은 반면 Salini test 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판정부는 예외 없이 기여성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기여성이 투자 요건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전개하였다. 

즉,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 (ARB/98/2) 판정부는 ICSID 협약 서문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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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 기여를 언급한 것은 투자의 결과이지 투자의 보호의 조건이나 투자의 구

성 요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LESI-Dipenta vs. Algeria 사건(ARB/03/8)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성은 해당 투자가 투자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

를 판정부가 측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나머지 3개 요소에 드러나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논거를 들어 기여성은 투자의 요소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Quiborax vs. 

Bolivia 사건(ARB/06/2)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 중 기여성은 투자의 특징이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 활동이 광산 개발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

화, 고용 창출, 운송 수요 발생 등을 통해 볼리비아의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하였

다.14) 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판정부는 국제 투자의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투자 유치국에서의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투자자가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설

사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을 충족하고 있어도 투자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15) 

Alpha vs. Ukraina 사건(ARB/07/16) 중재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은 투자 여부를 판

단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기여성은 여타 3개 기준의 결과에 해당하고 투자 여부 심사에 독립적인 

내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기준은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투자라고 주장

하는 청구인의 행위의 경제, 재무, 정책적 효과를 사후에 심사, 즉 짐작(second guessing)하게 하

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Saba Fakes vs. Turkey 사건(ARB/07/20) 중재 판정부는 투입

성, 기간성, 위험성은 투자가 갖는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투자 유치국 경제 기여성

은 ICSID 협약이 표방하는 투자의 목적이지 그 자체가 투자의 독립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

했다. 해외 투자가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여가 투자

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16) 청구인이 원료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인수하는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GEA vs. Ukraina 사건(ARB/08/16)에서 판정부는 기여성 여부는 따

로 심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상당 기간 동안 나프타 등과 수송 자산 및 전문 지식을 투입하였고 

자신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위험성을 부담하였으므로ICSID 25(1)조의 투자에도 부합한다고 

판정하였다.17)    

Heding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ARB/09/2)

에서 판정부는 Hedging 계약이 스리랑카의 국가 이익을 위해 고안, 시행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14) Quiborax vs. Bolivia (ICSID Case. No. ARB/06/2), Award 2015. 9. 16., para. 209
15) Phoenix vs. Czech (ICSID Case no. ARB/06/5), Award 2009. 4. 15., paras. 83-86
16) Saba Fakes vs. Turkey (ICSID Case no. ARB/07/20), Award 2010. 7. 14., paras. 107-114
17) GEA vs. Ukraina (ICSID Case no. ARB/08/16), Award 2011. 3. 31., paras. 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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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성 인정 판례 및 논거 기여성 부인 판례 및 논거

기여성은 투자의 결과이지 
요소가 아님

투자자의 경제 기여성 강조
기여성 측정 불가
타 요소에 포함

기여성 투자 요건 부인

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기여성 별도 언급 없음 

기여성 대신 경제 활동으로 
대체 제안

상동
기여는 투자의 결과

기여성은 심리해야 할 내용 
불제시

상동
기여는 투자의 목적
투자의 요건은 아님

경제 기여성 해당하지   
않는 점을 상세 설명

기여성 심리 없이      
투자 인정

대 요소 충족 확인
기여성 별도 언급 무

기여성 충족은 주관적 판단
투자 요건 부인

기여는 투자의 결과
실패하여 기여 못한 투자도 

투자

기여성 필수 요인 아님 잔여 
요소로만 투자 여부 판정

없다고 인정하였지만 기여성 요건에 대해서는 충족 여부가 주관적이고 투자 요건으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18) KT Asia vs. Kazakhstan 사건(ARB/09/8) 중재 판정부는 Salini 

요건 중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의 기여 여부는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이지 투자가 실패하여서 경

제 발전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투자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은 배제해

야 한다고 논설하였다. Ickale vs. Turkmenistan 사건(ARB/10/24) 판정부는 기여성이 필수적인 투

자 요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충족 여부만으로 

투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다.

(기여성의 투자 속성 해당 여부에 대한 ICSID 중재 판정 일람표)

18) Deutsche Bank vs. Sri Lanka(ICISD Case no. ARB/09/2), Award 2012. 10. 31., paras. 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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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투자 분쟁에 대한 ICSID의 물적 관할권 판례의 주된 심리 분야는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 투자의 국내법규 적법성 준수 여부,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로 나뉘어진다. 투

자 정의 해당 여부에 관한 ICSID 판례의 뚜렷한 특징은 투자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적으로 이해

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점이다. 비록 투자 협정이 관행적으로 모든 종류의 자산

을 투자로 정의하고 투자 협정 체결할 수 있던 각종 형태의 투자를 예시하고 있어도 급속한 기

술 발전과 새로운 사업 양태의 등장으로 인해 협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투자 협정은 국가간의 조약인 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기도 어렵다. 

국가간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체결되

는 투자 협정은 국내로 외국인의 투자가 유입되기 이전 단계, 즉 투자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까

지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ICSID의 판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왔다. 투자의 영토성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에서의 어음 구매, 수주 공사 준비 활동, 중

재 청구권 및 중재 판정 이행 기대 행위, 원료를 공급하고 대가를 완제품으로 지급받는 거래 계

약, 헤징 계약 등을 투자로 인정하고 물적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본 ICSID 판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역류하는 판례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이스의 국채 매입이 투자가 아

니라고 본 Postova & Istrokapital vs. Greece 사건(ARB/13/8)이다. 이 사건 판정부는 사이프러스-

그리이스 투자 협정에 국채가 투자의 형태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리이스 국

채 매입이 투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투자를 모든 종류의 자산이라고 정의한 해당 투

자 협정의 문언과 배치된다. 위에 예시한 기존 판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경제 발전과 자본과 

상품의 국경 간 이동 및 국제 투자의 증대 현상에 따라 투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온 관행과

도 부합되지 않는다. 

ICSID 판례는 투자의 정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가급적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투자 적

법성은 투자자에게 사뭇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채택된 정식의 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시행령, 규정 등 성문의 법규 준수는 당연하고 신의칙, 선의 등 일반적으로 수

용된 법원칙의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대해 경미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융통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투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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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쟁은 판례의 누적에 의해 법리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

는 투자 협정 자체가 매우 소략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한 행위가 협정의 위반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협정의 조문만으로 짐작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투자 분쟁 중 가장 흔히 제

기되는 공정.공평 대우 위반 시비의 근거가 되는 문안은 통상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

게 대우해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공정.공평 대우의 실제 범위와 내용은 

판례의 누적을 통해 정립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 형성 기능이 대표적으로 확인

되는 예가 투자의 속성 보유 여부를 통한 투자 해당 여부 판단이다. 투자 협정상의 근거가 있는 

투자의 정의나 적법성과 달리 투자 속성 보유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순전히 투자 분

쟁 중재 판정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법리가 성립되었다. 판례로 성립된 법리가 실제 투자 

협정에 명문으로 기재되는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 분쟁의 판례는 회부된 사건의 해결뿐

만 아니라 규범 정립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단순한 매매 거래는 기간성, 위험성

이 없으므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것 역시 누차의 ICSID 판례를 통해 정립되었으며 이제 이를 

반영하여 명기하는 투자 협정의 등장 역시 판례의 규범 정립 기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판례를 

통한 규범 정립이 단순히 판례의 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Salini test 중 기여성을 투

자의 본질적 속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십 수개의 상충되는 판례가 대립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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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투자 분쟁에 대한 ICSID 중재의 물적 관할권은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 

투자의 국내법규 적법성 준수 여부,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한다. 투자 정

의 해당 여부에 관한 ICSID 판례는 투자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급

속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업 양태의 등장으로 인해 협정에 기재된 투자 정의가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 협정은 수시로 개정하기도 어렵

다.  해외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체제의 강화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투자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까지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ICSID의 판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적법성 문구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ICSID 판례는 외국인의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식의 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시행령, 규정 등 성문의 법규 준수는 당연하고 신의칙, 선

의 등 일반적으로 수용된 법원칙의 준수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위반 정도에 대해 경미

하고 사소하거나 요식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융통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투자로 인

정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ICSID 판례는 투자는 투자 협정상의 정의, 적법성 충족 외에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

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의 정의나 적법성과 달리 투자 속성 보유는 ICSID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로서 이제는 널리 받아 들여 지고 있다. Salini test라는 이름으

로 정착된 이 기준은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경제 기여성을 의미한다. ICSID 중재가 투

자 협정에 정의되지 않은 투자의 속성 보유 여부를 심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투

자가 아닌 행위 심리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최근의 투자 협정 중에는 이 Salini 

기준을 포함시켜 투자를 정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경제 기여성을 포함하지는 않았고 ICSID 판례 중에도 기여성을 투자의 본질적

인 속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다수 있다. 

    

◀ 주 제 어 ▶
 

투자 정의, 물적 관할권, 투자의 본질적 속성, Sali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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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ajor Issues and Trends of the Jurisprudence on the Ratione Materi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Found in the ICSID Awards

Kim Seungho

In order to be examined by the ICSID, the investment in dispute shall match with the 

investment definition, comply with the host countries' law, and contain the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All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its definition on investment and ICSID 

tends to interpret this definition rather flexibly so a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written 

therefore rigid expression and fast changing reality. New types of investment and business 

are emerging in keepi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becomes a norm of the contemporary economy which requires relevant legal 

protection. Flexible attitude of ICSID is a reflection of the necessity driven by reality.

Whether the investment agreement in question requires foreign investment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 of the host countries, ICSID jurisprudence makes 

it clear that foreign investment shall comply with them, not only laws and acts adopted 

by the parilamentary but also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CSID has been generous for the minor violation of formalities and 

procedures.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requirements, investment shall contain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ICSID jurisprudence, these 

characteristics are devotion of assets, duration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risks of the 

transaction, and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st state. As far as the 

contribution element is concerned, judgments of ICSID are not consistent. More than half 

of them do not consider the economic contribution as a inherent traits of investment, 

arguing that it is not intrinsic element but mere result of investment. The reason why 

ICSID requires fulfilment of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is to avoid waste of its time 

and efforts in examining what is not investment after all.  

◀ Key words ▶
 

ratione materiae, Salini test, definition of investment, inherent nature of investment,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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