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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

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

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

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

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

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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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

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

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

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

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

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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