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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관련	글로벌	접근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의	여러	
측면을	완화한	반면,	미국,	캐나다 2,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기존	불간섭주의적	접근	방식	(“Hands-off	
approach”)	에서	뒷걸음치기	시작하였습니다.3	

•	 이와	같은	변화는	아래	열거한	요소들	중	하나,	또는	
수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문제
	◦ 정부투자기관의	출현	–	국가소유	기업	및	국부펀드	포함	
	◦ 규제완화를	택한	개발도상경제의	경우,	OECD	
회원국들로부터의	시장	개방	압박
	◦ 신중한	입장을	취한	개발도상경제의	경우,	
보호무역론적	정서	반영	

•	 투자대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통상	아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특정	분야	–	사회	기반시설,	천연	자원,	부동산,	기술	등	
	◦ 투자자	종류	–	국가소유/정부투자자	또는	민간투자자
	◦ 투자	형태	–	기업설립,	합작투자,	또는	인수	(부분적	
또는	수동적	지분	인수	포함)	
	◦ 국가	내	투자	대상	지역

•	 위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대상국의	선호	사항들은	입법부	
또는	집행부의	권한	행사,	여론,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OECD	
회원국은	대부분	규제	방식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를	
검토하고	선호하는	투자	형태를	제시합니다.	

•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저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이익/
국가안보	사항에	있어서	정부에게	실질적인	개입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이익/국가안보	관련,	특별규제	
대상	산업분야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가별	투자	규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 국가안보	검토	절차	(2015년	국가보안법에	따라	
개정	가능)	(국가안보)
	- 반독점법	검토	절차	(국가이익	기준	포함)

	◦ 미국
	-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	검토	절차		
(국가안보)

	◦ 캐나다
	- 캐나다	투자법	적용,	검토	(순이익/국가이익	+	
국가안보)

	◦ 호주
	- 외국인투자검토	위원회	(FIRB)	검토	절차		
(국가이익)	

	◦ 일본
	- 외국환	및	외국인거래	관련	법률	적용,	검토		
(국가이익)

	◦ 한국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국가이익	+	국가안보)

•	 국가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절차와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	결정에	
있어	정부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투자	불허	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산업	정책,	고용,	
국가안보,	경쟁	및	공정거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대부분	쉽사리	
사법심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예,	
캐나다),	투자	불허	결정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구제	수단은	극히	제한적	입니다.	

1		 본	저자는	이메일	(sbhattacharjee@blg.com)	또는LinkedIn	(https://www.linkedin.com/pub/subrata-
bhattacharjee/4/440/447)	을	통해	연락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도입된	캐나다	신규	국가안보정책	관련	내용은Bhattacharjee저,	National	Security	With	A	
Canadian	Twist:	The	Investment	Canada	Act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Test	참조	(SAUVANT	저,	FDI	
PERSPECTIVES: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Vale	Columbia	Center	출판	2011년	본	수록,	SSRN:	
http://ssrn.com/abstract=1989606)

3.		최근	15년	간	한국	외국인투자정책의	급직적인	변화에	대한	요약은	F.	Nicolas	저,	“Lessons	from	Investment	
Policy	Reform	in	Korea”	(2013)	및	“국제투자	관련	OECD	조사보고서”	(2013/02,	OECD	출간	http://dx/doi.
org/10.1787/5k4376zqcpf1-en)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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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직접투자	검토	절차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토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자는	제시한	투자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큰	규모의	거래에	있어	상당한	규제적	또는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은	해당	정부의	검토	유연성이	제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며,	
대부분의	경우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정부의	넓은	검토	권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현재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단기간	내에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경우가	예외적임을	
적시하고,	대부분의	투자건은	특별한	규제	없이	허용,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5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글로벌	거시경제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	흐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일지라도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예측불가능한	자의적인	
검토절차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확장을	추구하는	
투자대상국	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호주	정부의	2015년	6월	정책	발표	-	호주	정부의	넓은	국가이익	검토	권한	정당화	
사유	-	참조.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제시안	대비	국가이익을	각	사안별로	검토한다.	당해	
정부는	고정적이고	빠른	접근	방식보다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특정	투자	집단을	
금지하는	경직된	법규가	가치있는	투자를	차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The	Government	
reviews	foreign	investment	proposal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on	a	case-
by-case	basis.	We	prefer	this	flexible	approach	to	hard	and	fast	rules.	Rigid	laws	
that	prohibit	a	class	of	investments	too	often	also	stop	valuable	investments.”	

5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는	캐나다투자법에	근거하여	1700개	이상의	외국기업의	
인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이	중	3개만이	전면적으로	금지,	불허되었음	(물론	몇몇은	검토과정	
중	인수	포기).	추가적인	정보는	2014-15	캐나다	투자법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on	
the	Investment	Canada	Act	for	fiscal	year	2014-15)	참조	(http://www.ic.gc.ca/
eic/site/ica-lic.nsf/eng/h_lk81183.html).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미국CFIUS	검토	
절차에서	대통령령으로	불허된	외국인	투자	사례는	단	1개에	불과함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몇몇	
거래는CFIUS	검토	절차	중	투자	포기).	2009년	이후CFIUS	연간	의회보고서	참조	(http://
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foreign-investment/Pages/
cfius-repor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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