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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에 지를 개발하는 사업 분야에서 개발 지역 내 원주민의 인권

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사업은 수행 기간이 장기이고 투자 이 

거액이며, 분쟁해결방식으로서는 주로 국제 재가 활용된다. 쉐 론사건(Chevron v. Ecuador)은 

에콰도르 역 내 아마존 열 우림 지역의 석유 생산으로 인하여 환경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련해서 20년 이상 다양하

고 복잡한 국내재 과 국제투자 재 차가 진행 이다. 컨 , 에콰도르 국내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이 사건 결이 확정되기 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두 건의 국제투자 재사건이 거행되었다. 에콰도르 법원에서 손해배상 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의 원고인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승소 결을 집행하기 하여 캐나다, 라질, 아르헨티나의 

사법 차를 활용하여 민사강제집행 차를 진행하 다. 이에 해서 쉐 론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지

만 이 소송에 극 개입했던 미국인 변호사와 미국내 법률회사를 상 로 미국 법원에서 불법행  

소송을 제기하 고, 지 롤터에서도 해당 지역 소재 다른 투자회사에 해서 불법행  소송을 

개하 다. 쉐 론 사건은 다국  회사가 결부되는 한 국가의 환경분쟁이 어떻게 국제성을 띠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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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 지 사업 분야는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운송, 그리고 석

유 정제와 가공을 통한 항공운송용 혹은 해상운송용 연료나 윤활제 생산, 석유화

학제품의 제조  매, 력생산  체에 지 개발, 에 지 효율성 제고 장치 

개발 등 실로 우리 실생활에 계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업  해외에서 수행하는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분야는 

개발 지역 내 원주민의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

다.

쉐 론 사건(Chevron v. Ecuador)은 에콰도르 역 내 아마존 열 우림 지역의 

석유 생산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한 분쟁에서 시작되었는데, 석유개발로 인한 환

경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일단의 아마존 원주민들이 미국 내에서 소송을 개시한 이

래 에콰도르 법원의 확정 결이 내려질 때까지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소송 차에서 불리한 우를 받

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회사 쉐 론(Chevron Co.)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에콰도르 

정부를 상 로 두 건의 국제투자 재를 개시한 바 있다.1) 

에콰도르 법원에서 승소한 아마존 원주민들은 쉐 론을 상 로 에콰도르 이외의 

국가들에서 승소 결의 강제집행 차를 진행하 고, 이에 응하여 쉐 론은 국제

투자 재 사건의 재피신청인인 에콰도르 정부가 에콰도르 내외에서 결의 강제

집행 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임시  처분을 얻어내기도 하 다.2) 

 1) 국제 재는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데 빈번히 사용되었는

데, 최근 들어서는 투자조약과 련해서 주권국가들이 재당사자로서 결부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국제 재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 로 해서 재를 신청하는 투자자

-국가 재(Investor-State Arbitration : ISA)가 일반 이지만, 투자자 혹은 투자 보호에 

한 ‘조약’의 해석과 결부될 경우 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 사이에 국가-국가 재

(State-State Arbitration : SSA)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

쟁은 조정이나 그 밖의 교섭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교섭, 조정, 그리고 재를 

모두 포 하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라고도 

한다. 이 분야의 보다 자세한 최신 동향에 해서는 유엔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의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Issues Notes’ 연속 간행물을 참조하시오.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s/Intl-Investment-Agreements---Issues-Note.aspx, 
2015.1.1. 검색>

 2) 임시  처분은 ‘provisional measures’ 혹은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으로 흔히 불

리는데 장차 내려질 재 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재 진행  재 정부가 

내릴 수 있다. 윤병철 외 2인, 국제 재 가이드 , 법무부, 2013,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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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제투자 재에서 쉐 론에게 유리한 재 정이 내려지자 에콰도르 정부

는 재지 법원인 네덜란드에서 해당 재 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 으나 최종

으로 네덜란드 법원은 에콰도르 정부의 신청을 기각하 다. 

이후 쉐 론은 해당 재 정을 집행하기 하여 미국 법원에서 재 정의 승

인  집행 차를 개시한 바 있다. 쉐 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거행되는 국제

투자 재 차에 활용하기 하여 미국의 연방 소송법 제1782조에 근거하여 증거수

집 차를 밟았고, 이 차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증거자료들은 나 에 에콰도르 

소송 략을 기획하고 재정 으로 지원했던 다수의 미국인 변호사와 미국 법률회사, 

그리고 미국 내외 투자 융회사들을 상 로 불법행  소송을 개시하는데 활용하

다. 

쉐 론 사건은 미국과 에콰도르 내에서 거행된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작하여, 국제법 반을 이유로 하여 에콰도르 정부를 상 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 재, 재  혹은 재 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하여 활용된 미국 내 증거수집 차, 에콰도르 법원의 결이 확정되자 쉐 론을 

상 로 승소 결을 집행하기 하여 진행된 외국 결의 승인  집행 차, 네덜

란드 헤이그에서 쉐 론에게 유리한 재 정이 내려지자 에콰도르 정부가 재지 

법원에 제기한 재 정 취소소송 차, 그리고 유리한 재 정을 얻은 쉐 론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한 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 차, 에콰도르 재 에서 제3

자 던 변호사와 투자회사를 상 로 진행된 공갈, 매수, 조직범죄 처벌 차 등 매

우 다양한 국내외 소송  재 차들이 복합 으로 활용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아래에서는 에콰도르 내 석유개발로 시작된 환경침해주장과 이를 둘러 싼 재   

재사건과 결부된 복합 인 차들에서 야기되는 법정책  과제들에 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사건 배경

텍스펫(Texaco Petroleum Co.)은 미국회사 텍사코(Texaco Inc.)의 미국 내 자회사

로서 1964년 에콰도르와 석유탐사계약을 체결한 후 1967년 원유매장지를 발견하

다. 이후 텍스펫은 1992년 까지 에콰도르에서 석유를 탐사하여 생산하 다. 에콰도

르 국  석유 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는 텍스펫과 석유생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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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소시움을 형성하 는데, 참여 지분을 차 확장하여 1976년에는 콘소시움 지분

의 62.5%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 때 콘소시움을 통한 석유생산 규모는 에콰도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반을 차지하 지만, 1992년 콘소시움이 종료되면서 텍스펫은 에콰도르에서 철수하

기 시작하 다. 1993년 텍스펫은 에콰도르를 완  철수할 때까지 4,000만 달러를 

환경복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신 향후 모든 소송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에콰도르 정부와 체결하 다. 

텍스펫 철수 이후 페트로에콰도르가 에콰도르 라고-아그리오(Lago Agrio) 지역 

근처 유정을 100% 소유하게 되었다. 이즈음 에콰도르 정부가 텍스펫에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다. 텍스펫

은 이러한 채무이행과 련하여 에콰도르 법원에 1991년 12월 17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래 1993년 12월 14일까지 7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1990년 말 미국에서 에콰도르 인들을 리하여 미국 변호사 Donziger 

(Steven R. Donziger)는 에콰도르인 원고들이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텍

스펫의 석유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분쟁을 화해 타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

다. 하지만, 텍스펫은 자신이 맡았던 모든 구에서 환경청소를 완료했기에 화해타

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 다. 2001년 쉐 론은 텍사코와 합병하면서 텍

스펫을 간 소유하게 되었다. 

Ⅲ.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

텍스펫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석유를 생산했던 에콰도르의 라고-아그리오 지

역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각

종 질병 등 환경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지역 주민 3만 명이 원고가 되어서 텍사코

를 상 로 1993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 다.3)

 3)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S.D.N.Y. 1996).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

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  하나로서, 원고들의 청구사항을 단하는데 꼭 필요한 에콰

도르 정부와 에콰도르 국 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에 해서 미국의 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으로 인하여 재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p.628). 
이처럼 기에는 에콰도르 정부의 참여를 기 하기 어려웠지만, 나 에 에콰도르에서 정

권교체가 있었고, 신 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이 사건에 극 개입하여 미국 법원에 재

권이 없음을 주장하 다. 다음 사건을 참조하시오. Jota v. Texaco, Inc., 157 F.3d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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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 론은 2000년 10월에 텍사코를 36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석유회사가 되었다. 2001년 미국 법원은 Aguinda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는 텍사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8년 에 제기한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청

구를 기각하 다. 텍사코는 원고들이 에콰도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콰

도르 법원의 재 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 다.4) 

48명의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텍사코와 쉐 론을 피고로 해서 에콰도르에서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하 다.5) 이 사건의 원고들은 Aguinda 소송의 당사자들과 다르지

만 청구취지는 거의 동일하 다. Aguinda 소송을 리했던 미국 변호사 Donziger

가 에콰도르 변호사들과 함께 라고-아그리오 소송을 수행하 다.6) 이 소송에서 쉐

론은 자신이 텍사코와 별개 다는  그리고 텍사코가 1995년 화해 약에 따른 

의무를 완결했고 환경정화비용으로 4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신 모든 청구로부터 

면제되는 1998년 면책 약이 유효하기에 에콰도르 법원의 재 할권이 없다고 주

장하 다.7) 무엇보다도 쉐 론은 에콰도르와 에콰도르 국 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

가 잔존 구를 정화하지 않았으며, 텍사코 철수 이후 페트로에콰도르가 후속 석

유개발을 하면서 구와 송유  지역에서 20여 년간 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기

에, 라고-아그리오 소송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복원 비용을 자신에게 가하려

는 소송이라고 주장하 다.8) 한 쉐 론은 에콰도르 사법부가 부패했고 2007년 

162 (2d Cir. 1998). 한편, 원고들이 미국 법원에서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당시 에콰도르 국내법에 따르면 국가만이 환경침해로 인한 불법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에 Aguinda로 표되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들은 에콰도르 법원에서 환경침해

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1999년 에콰도르는 환경 리법(Law of 
Environmental Management)을 제정하 고, 이로써 개인들도 ‘집단  환경 권리’의 행사

로써 환경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4) Aguinda v. Texaco, Inc., 142 F. Supp. 2d 534, 537-538 (S.D.N.Y. 2001).
 5) Aguinda v. ChevronTexaco Corp., Superior Court of Justice of Nueva Loja (Lago 

Agrio), No. 002-2003 (May 7, 2003) (Ecuador) [이하 라고-아그리오 소송]; Lucien J. 
Dhooge, “Aguinda v. Chevron Texaco: Mandatory Grounds for the Non-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for Environmental Injury in the United States”, 19 J. Transnat'l L. & 
Pol'y 1, 2009, p. 14. 

 6) Donziger는 에콰도르 법원에서 진행된 라고-아그리오 소송에서 소송 리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3자로서 소송 략을 기획하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 을 동원하 다. 이러한 

Donziger의 행 를 이유로 쉐 론 측은 나 에 뉴욕주 법원에 Donziger를 상 로 불법행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7) Chevron Corporation and Texaco Petroleum Corporation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Claimants’ Notice of Arbitration, paras. 1-3. 
<htt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8) Ibid., paras.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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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좌  통령 Correa(Rafael Correa)가 재 부를 겁박했다고 주장하 다.9)

Donziger는 화감독인 Berlinger(Joe Berlinger)를 에콰도르에 청해서 기록 화

를 제작하도록 하 다.10) 이 게 해서 만들어진 ‘Crude : The Real Price of Oil' 

제목의 기록 화는 라고-아그리오 소송에 한 의 심을 불러 일으켰고, 유명

인들이 에콰도르 라고-아그리오 지역을 방문했으며 에콰도르 원고 측 변호인들 역

시 유명인이 되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11)

라고-아그리오 사건을 담당했던 에콰도르 법원의 Zambrano(Nicolas Zambrano) 

사는 에콰도르 열 우림지역을 오염시켜서 그곳 원주민들이 병들게 되었다는 이

유로 쉐 론에 해서 환경침해의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에콰도르인 원고 측

에 95억여 달러(86억 4천만 달러 손해배상 에 10%의 벌  합산액)를 지 하도록 

쉐 론에게 명령하면서, 쉐 론이 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배로 증액되도록 

결하 다. 쉐 론은 결 내용에 따르지 않았고, 이로써 쉐 론은 182억여 달러

의 손해배상 을 지불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12)

3인으로 구성된 에콰도르 항소법원은 일심법원의 결을 인용하는 한편, 쉐 론

의 사기소송 주장에 해서는 증거불충분사유로 배척하 다.13) 이후 에콰도르 

법원은 2011년 쉐 론에 부과하 던 징벌  손해배상 액을 제외하고, 쉐 론이 

아마존 지역 원주민에 해서 86억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을 지 할 책임이 있

다고 시하여, 원고의 청구 액  반만 인정하는 확정 결을 내렸다.14) 이에 

해서 쉐 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인 재 차에서 라고-아그리오 소

송의 결은 소송사기에 의한 것이고, 실제 환경오염은 페트로에콰도르가 질 다

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쉐 론은 국제투자 재를 통해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

 9) Ibid., paras. 38-41.
10) Chevron v. Donziger, 974 F.Supp. 2d 362, 453, fn 526 (S.D.N.Y. 2014).
11) Ibid., p. 578.
12) Manuel A. Gomez, “The Global Chase : Seek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go Agrio Judgment outside of Ecuador”, 1 Stanford Journal of Complex Litigation 
429, 441 (2013). 쉐 론에 부과된 이자 포함 182억여 달러는 국 석유회사인 BP가 

2010년 멕시코 만 석유 유출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해서 부담하게 되었던 400억 달러 

다음으로 거 이었다. 쉐 론은 2012년 말 210억 달러의 과 주식을 보유하 지만, 
182억 달러는 쉐 론이 미국 내에서 지출하는 일년 산의 거의 2배에 달하 다. 

13) Aguinda v. ChevronTexaco Corp., No. 2011-0106 (App. Div. Prov. Ct. J., Jan. 3, 2012, 
Ecuador); Lucien J. Dhooge, “Yaiguaje v. Chevron Corporation : Testing the Limits of 
Natural Justice and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in Canada”, 38 Canada-United 
States Law Journal 93, 108-111 (2013).

14) Chevron v. Donziger, 974 F.Supp. 2d 362, 539-540 (S.D.N.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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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Ⅳ. 투자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

1. 첫 번째 투자조약중재

쉐 론과 텍스펫은 에콰도르 정부에 해서 미국-에콰도르 BIT(이하 BIT)를15) 

근거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 재재 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 

PCA)가 리하고 유엔국제무역법 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재규칙에 따른 재를 요청하 다.16) 이 재사건은 2009년 

쉐 론과 텍스펫이 에콰도르 법원에 진행되고 있었던 라고-아그리오 소송과 련

해서 요청한 재사건과 다르다. 

텍스펫의 주장은 에콰도르 정부가 국내소비수요량을 과다 계상하여 텍스펫이 할

인된 국내시장가격으로 공 해야 할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공 하게 했다

는 것이다.17) 텍스펫은 이 게 공 된 석유를 에콰도르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매각

하여 텍스펫 자신이 취해야 할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에콰도르 법원에서 에콰

도르를 상 로 7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쉐 론은 자신이 간 소유하게 된 

텍스펫이 제기한 분쟁에 해서 에콰도르 법원이 무 오랫동안 소송 차를 처리

하지 않아 국제법으로 지된 ‘재 의 거부’(denial of justice)가 발생하 고 BIT를 

반하 다는 것이다.18)

재 정부는 일부 정(partial award)에서 에콰도르 법원이 텍스펫과 에콰도르 

정부 사이의 여러 가지 분쟁에 해서 결을 지연시켜서 국제법을 반하 다고 

시하면서 쉐 론과 텍스펫에게 지 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약 7억 달러로 계산하

다.19) 그리고 실제 손해액은 추후 문가를 선임하여 에콰도르의 BIT 반이 없

15) 미국-에콰도르 BIT 는 1997년 5월 11일에 미국과 에콰도르 사이에 발효한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를 말한다.

16) Chevron Corporation (USA)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USA)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 Interim Award (1 Dec. 2008), para. 8. 
<http://www.italaw.com/cases/251, 2015.1.1. 검색>

17) Ibid., paras. 2-3.
18) Ibid.,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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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에콰도르 법에 따라서 텍스펫이 지 했어야 할 세 을 감안하여 최종 정산

하기로 하 다.20)

재 정부는 확정 정에서 에콰도르 법원이 텍스펫과 에콰도르 정부 사이의 상

사분쟁에 해서 십 수 년 동안 결하지 않은 결과 BIT 와 국제법을 반하 다

고 시하면서, 에콰도르 법령에 따른 과세액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재요청일인 2006년 12월 21일 이후 재 정일인 2011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용되는 이자를 용하여 9,635만여 달러를 쉐 론에게 지 하도록 정하 다.21) 

이에 해서 에콰도르는 재 정부가 텍스펫 철수 당시 발효하지도 않았던 BIT를 

근거로 재 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2008년 12월 1일자 간 정과 2010년 3월 

30일자 일부 정에 해서 네덜란드 할 법원에 재 정 취소소송을 제기하

다.22)

2. 두 번째 투자조약중재

쉐 론은 에콰도르 원주민과 쉐 론 사이에 에콰도르 법원에서 진행 인 환경

소송인 라고-아그리오 소송에서 에콰도르가 법 차에 맞게 자신을 우하지 않

아서 에콰도르-미국 BIT, 투자계약, 그리고 국제법을 반하 다고 주장하면서 에

콰도르 정부를 상 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가 리하는 UNCITRAL 국제

재를 요청하 다.23) 

쉐 론은 에콰도르 정부와 텍스펫이 체결한 계약에서 텍스펫이 에콰도르를 철수

19) 재 정부는 1991년부터 1993년에 에콰도르에 제기한 청구에 한 손해배상액을 직  

손해배상액으로 먼  계산하고 제소일자부터 2006년 12월 21일 재요청일까지 용될 

수 있는 뉴욕 주 우 리를 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양자를 합산한 액을 재요청일

인 2006년 12월 21일 기  698,621,904.84로 계산하 다. Chevron Corporation (USA)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USA)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34877, Partial Award (30 March 2010), paras. 549-550 <http://www.italaw.com 
/cases/251, 2015.1.1. 검색>.

20) Ibid. paras. 552-554.
21) Chevron Corporation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Final 

Award, 31 August 2011, para. 351.
22) 에콰도르 정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제출한 솟장에 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

하시오. Writ of Summons, 2010, paras. 9-11 <http://www.italaw.com/cases/251, 2015.1.1. 
검색>.

23) Chevron Corporation and Texaco Petroleum Corporation v. The Republic of Ecuador, 
UNCITRAL, PCA Case No. 2009-23, Claimants’ Notice of Arbitration, paras. 66-69 <htt 
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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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 에 일부 석유생산 장소를 환경복원하기로 합의하는 신 에콰도르 정부

는 환경오염과 련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24) 이로써 텍스

펫은 모든 환경 련 청구에서 면제되었고, 텍스펫이 부담하는 환경복원 의무는 모

두 이행되었으며, 텍스펫이 철수했던 1992년 이후 해당 석유생산지역을 완 히 통

제한 페트로에콰도르가 범 한 환경 손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25)

재 정부가 다루었던 요한 사항은 쉐 론이 에콰도르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무엇인지의 여부와 에콰도르가 미국식 법률개념인 ‘ 법

차’(due process)를 지키지 않았기에 BIT를 반하 는지의 여부 다.26)

쉐 론은 에콰도르에서 진행 인 소송 차가 불공정하고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하여 재 부가 부패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외부 문가로 선임된 

Cabrera(Richard Cabrera)가 손해배상 액을 270억 달러로 산정한 것은 사기이

고27), 에콰도르 정부가 재 차에 여하고 3백만 달러의 뇌물수수를 논의하 으

며28), 이 사건을 담당하는 쉐 론 측 변호사 두 명에 해서 제기된 에콰도르 국

내 형사 차도 불법 부당하다고 주장하 다.29) 

아울러, 에콰도르 법원이 쉐 론에 해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을 결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쉐 론은 에콰도르에 해서 라고-아그리오 소송

의 결이 재 차 종료시까지 확정되지 않도록 할 것, 혹시 결이 확정되더라

도 에콰도르는 해당 결이 쉐 론에게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에콰도르는 

재에 회부된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쉐 론 측 소송 리인들

에 해서 진행 인 형사 차를 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처분을 

재 정부에 신청하 다.30) 

24) 책임면제계약(release agreement)의 유효 여부와 그 범 에 해서 재당사자들의 이견

이 무 커서 재 정부는 재 차 진행상 본안  사항으로서 ‘1995년 화해 약’(1995 
Settlement Agreement)의 해석과 효력범 를 우선해서 다루기로 하 다. Procedural Order 
No. 10 (9 Apr. 2012), paras. 2-3 <htt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25) Claimants’ Memorial on the Merits (6 Sep. 2010), paras. 97-128(텍스펫의 환경정화 완

료 주장), 144-148(페트로에콰도르의 환경 침해 련 주장) <http://www.italaw.com 
/cases/257, 2015.1.1. 검색>.

26) Ibid., paras. 456-458. 특히 쉐 론은 BIT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에콰도르 정부가 BIT에 

의해서 리는 권리를 효과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 게 하지 못했다는 

을 주장하 다. 
27) Ibid., paras. 217-218. 
28) Ibid., paras. 263, 283-285. 쉐 론의 주장에 따르면 라고-아그리오 담당 사인 Núñez, 

통령실 계공무원, 검찰총장, 환경복원사업수행 정자 등이 련되었다.
29) Ibid., paras.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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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부는 첫 번째 간 정에서 2011년 2월 9일자 결정을 반복하면서 

재 정부가 심리하는 동안 에콰도르에 해서 라고-아그리오 결이 집행되지 않

도록 할 것을 명령하 다.31) 두 번째 간 정에서 정부는 에콰도르(사법부 포

함하여 정부 각 부처)에 해서 에콰도르 내외에서 라고-아그리오 결의 집행과 

승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 다.32) 재 정부는 에

콰도르가 임시  처분에 한 재 정 이행과 련해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재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쉐 론이 미화 5천만 달러의 담보 을 기탁하도록 결정하 다.33) 

재 정부는 세 번째 간 정에서 쉐 론이 주장하는 사항에 해서 할권이 

있다고 단하 다.34) 한, 재 정부는 네 번째 간 정에서 그 이 까지 내렸

단 다수의 결정과 간 정에서 라고-아그리오 결이 쉐 론을 상 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 을 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에콰도르가 반했다고 시하 다.35) 

30) Claimants' Request for Interim Measures (1 Apr. 2010), para. 14 <http://www.italaw.com/ 
cases/257, 2015.1.1. 검색>.

31) First Interim Award on Interim Measures (25 Jan. 2012), para. 2 <http://www.italaw.com 
/cases/257, 2015.1.1. 검색>.

32) Second Interim Award on Interim Measures (16 Feb. 2012), para. 3 <http://www.italaw.com 
/cases/257, 2015.1.1. 검색>.

33) Ibid., para. 4.
34) Third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7 Feb. 2012), para. 5.2 

<htt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재 정부는 일응(prima facie) 할

권 단과 련해서 재 차 기 단계에 재신청인이 자신의 청구사항이 본안 단

의 결과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안에 하

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단하 다(para. 4.7). 피신청인이 주장

하듯이 신청인의 성공 가능성이 51% 이상여야 한다고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신

청인의 주장이 ‘논쟁할만한’(decently arguable) 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정도’(a 
reasonable possibility as pleaded)에 이르면 족하다고 보았다(para. 4.8). 문제는 신청인의 

청구사항이 할권에만 한정된 것일 경우에는 이는 할권 단 단계에서 사실문제로서 

확정하거나 아니면 본안 단 단계에 확정 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청인

의 청구사항이나 피신청인의 항변사항에 해서는 할권 단 단계에 법 으로 는 

사실면에서 확정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 다(paras. 4.9-4.11). 
35) Fourth Interim Award on Interim Measures (7 Feb. 2013), paras. 79-85 

<htt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2011.2.14. 라고-아그리오 결이 내려

지자 원고들은 2012.5.30. 캐나다 온테리오 주 법원에서 쉐 론의 자회사를 상 로 강제

집행하기 하여 해당 결의 승인  집행 차를 추구하 다. 이후, 2012.6.27. 라질, 
2012.11 월경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유사한 차가 진행되었다. 재 정부는 2012.8.3. 
라고-아그리오 법원에서 해당 결에서 설시한 손해배상 을 쉐 론이 지 하도록 명령

하는 서면을 정식 발부하 을 때 해당 결이 확정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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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투자조약중재 관련 국내 소송

1. 중재절차중지가처분소송

쉐 론이 2009년 두 번째로 국제투자 재를 요청하자 에콰도르 원고들은 뉴욕 

지방 법원에 재 차 지가처분을 신청하 다. 하지만 뉴욕남부지방법원의 

Sand(Leonard Sand) 사는 에콰도르가 신청한 재 차 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

다.36) 이러한 결정에 해서 에콰도르 정부와 에콰도르인 원고 등은 항소하 고, 

항소법원은 항소제기 후 헤이그 소재 재 정부에서 에콰도르가 처분 권한 범  

내에서 라고-아그리오 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 을 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37), 

그리고 라고-아그리오 법원이 쉐 론에 해서 86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을 

지 하도록 결한 에 주목했다.38)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 지가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기에 미국 연

방 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 FAA)상 재 차 지가처분 권한이 할법원에 

있는지의 여부에 해서는 단할 필요가 없다고 시하 다.39) 항소법원은 미국-

에콰도르 BIT에 따라서 에콰도르의 재 회부 취지의 청약에 해서 미국 국 의 

투자자인 쉐 론이 서면으로 재요청을 했기에 쉐 론과 에콰도르 사이에 유효한 

재합의가 있다고 단하 다.40) 

미국 연방 차원의 국제 재 련 정책을 반 하여, 미국 법원은 재에 유리한 

쪽에서 재 상에 한 사항을 단하고 있고, 미국 법원의 결례에 따르면 분

쟁 당사자들이 특정 재조항에 구속받는지의 여부는 사의 소 사항이 아니라 

재인이 단할 사항이다.41) 이에 따라서 항소법원은 에콰도르가 주장한 쉐 론

36)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 Nos. 09 Civ. 9958, 10 Civ. 316, 2010 WL 
1028349, p. 2 (S.D.N.Y. 2010).

37) Order for Interim Measures (9 Feb. 2011), p. 3 <http://www.italaw.com/cases/257, 
2015.1.1. 검색>; 임시  처분 결정문 (E) 항목의 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 the 
Respondent to take all measures at its disposal to suspend or cause to be suspended the 
enforcement or recognition within and without Ecuador of any judgment against the 
First Claimant in the Lago Agrio Case”. 

38)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 638 F.3d 384, 391 (2d Cir. 2011).
39) Ibid.
40) Ibid. pp. 392-393.
41) Howsam v. Dean Witter Reynolds, Inc. 537 U.S. 79, 83-85, 123 S.Ct. 588, 154 L.Ed.2d 

49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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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제기권 포기  반언에 한 사항은 재 정부가 단할 사항이라고 결

정하 다.42) 특히 항소법원은 아직 재 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라고-아그리오 소

송의 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쉐 론의 재 차 진행을 지하는 취지의 

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하 다.43)

2. 중재에 활용하기 위한 증거수집관련 소송

쉐 론은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28 USC § 1782)를 근거로 미국 내 

다수의 법원에 에콰도르인 원고 측에 자문했던 컨설  회사  연구소들과 변호인

들의 증언,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강제하기 한 명령을 신

청하 다.44) 이러한 증언이나 자료는 쉐 론이 라고-아그리오 소송과 BIT 재에

서 활용하기 한 것이었다.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신청에 해서 의뢰인-변호사 비

유지특권 그리고 변호인의 업무상 비 보호특권을 주장하 지만, 할 지방법원

들은 이러한 특권이 사  포기되었다거나 범죄-사기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을 

들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 한 항고사건 결

에서 항고법원은 원심이 연방법 제1782조를 제 로 용했고, 상 문서들이 에콰

도르 법원에서 지정한 손해사정 문 감정인에게 제공되었기에 해당 문서들이 변

호인-고객 비  보호 특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

고 단하 다.45) 

한편, 에콰도르도 쉐 론과의 국제투자 재 차를 하여 연방법 제1782조에 따

라서 Connor(John Connor)와 GSI Environmental 회사에 한 증거개시명령을 할 

지방 법원에 신청하 다. 이 사건에 쉐 론이 소송 참가하여 에콰도르-미국 BIT에 

따른 재는 연방법 제1782조에서 규정하는 ‘국제 정부’(international tribunal)가 

42)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 638 F.3d 384, 395 and 400 (2d Cir. 2011).
43) Ibid. p. 399.
44) 미국 법 제1782조(28 U.S.C.A. §1782)에 따르면 할 지방법원은 ‘외국 정부와 국제

정부’(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가 다루는 차의 당사자에게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지원하기 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국 정부와 국제 정부’에 사인간의 국제

재 정부도 포함하는지에 해서 미국 내 연방 순회법원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

다. 28 U.S.C.A. §1782. 제1782조 (a)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des or is found may order him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45) In re Chevron Corp. 633 F.3d 153, 155-156 (3rd C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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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이유로 에콰도르의 증거개시명령 신청에 반 하 다. 일심법원은 쉐 론

이 주장한 Biedermann 사건 결을 근거로 에콰도르의 청구를 기각하 다.46) 

이 결정에 한 항고심 재 에서 미국의 제5순회 항소법원은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서 증거개시청구와 련해서 수소법원은 반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하면서, 쉐 론이 다수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에콰도르-미국 BIT에 따른 

재는 국제 차로서 ‘국제 정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에콰도르 측의 이의신청

에 반 하면서 증거개시명령을 얻었던  그리고 만약 증거개시명령 련 선 례

인 Biedermann 사건의 례법을 근거로 에콰도르의 증거개시명령 신청이 기각된다

면, 쉐 론이 상 방에 비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에서 쉐 론의 

주장이 법리상 상충된다는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 다.47)

3. 중재판정 취소소송

에콰도르는 2006년 개시된 쉐 론 국제투자 재사건의 재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내린 재 정이 재 할권 없이 내려졌고, 재인들이 권한을 유월했으

며, 재 정의 이유가 부 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재

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에콰도르가 제기한 3건의 재 정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48) 재 정 취소소송 차에서, 에콰도르는 문제된 BIT가 1997년 5월 

11일 발효 당시 재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투자’(investment)는 이미 1992년 6월 6

일 종료한 상태이기에 BIT의 재조항에 따른 재 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

46) Republic of Kazakhstan v. Biedermann Int’l, 168 F.3d 880 (5th Cir. 1999)
47) Republic of Ecuador v. Connor, Nos. 12-20122, 12-20123, 12 (5th Cir. Feb. 13, 2013). 

제5순회 법원이 결의 근거로 삼은 ‘사법  반언’(judicial estoppel)이라 함은 소송당

사자가 소송 략상 이 을 하여 상반되는 입장을 소송 차에서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에 해서 미국 연방 법원도 확실한 개념상 근거나 그 효과를 정하지 못

하고 있다. 제5순회 법원 차원에서 사법  반언은 소송 당사자가 재 차  이 에 

자신이 취했던 입장과 분명히 상반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 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수 없는 법리로서 용되고 있다. Reed v. City of Arlington, 650 F.3d 571 (5th Cir. 
2011).

48) 2008년 12월 1일 재 할권 정, 2010년 3월 30일 에콰도르의 국제책임인정 정, 그

리고 2011년 8월 31일 손해배상 정의 취소소송을 말한다. 재지 법원인 네덜란드 헤

이그 법원은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1073조 제1항에 따른 에콰도르의 재

정 취소소송에 해서 재 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 and Texaco Petroleum Co. District Court of the Hague, Judgment of 2 May 2012.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iic/539-2012.case.1/IIC539(2012)D.pdf, 2015.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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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49)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 헌법이나 네덜란드가 당사국인 유럽인권 약

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 한다고 해도, 재 정 취소여부에 한 단은 매우 

제한 이어야 한다고 시하 다.50) 한, 네덜란드 법원은 BIT 제6조의 재조항

만으로 재 할권이 발생하고 BIT 제12조에 따른 투자의 용범 에 한 사항

은 BIT의 보호와 결부된 본안 사항이기에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단하

다.51) 

에콰도르가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헤이그 항소법원은 일심 법원과 달리 재

할권의 존부를 단할 때 미국-에콰도르 BIT의 재조항과 함께 BIT 내 다른 

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하 다.52) 항소법원은 1969년 조약법에 한 비

엔나 약에 따라서 ‘문맥’에 따른 해석 방식을 강조하면서, 비록 재조항인 BIT 

제6조에서 ‘투자의 정의’에 한 BIT 제1조와 ‘투자의 범 ’에 한 BIT 제12조 

규정을 인용하지 않았어도 제6조 규정을 해석하는데 이들 규정을 참조해서 해석해

야 한다고 단하 다.53) 항소법원은 BIT 제1조 제1항 (a)와 제12조 제1항 규정을 

용한 결과 쉐 론이 주장하듯이 ‘투자’는 사업종료 후 사후행 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 고, BIT 발효 당시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존재했다고 단하면서, 

이러한 투자와 련해서 BIT 반 여부에 한 다툼은 BIT 제6조 제1항 (c)에 따

라서 재 정부의 할 상이 된다고 시하 다.54) 에콰도르는 이에 굴하지 않

고 상고하 고, 네덜란드 법원은 ‘투자’를 넓게 악한 하 심 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 다.55)

4. 중재판정 집행소송

네덜란드 법원이 에콰도르의 재 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쉐 론 측은 미국 

49) Ibid., para. 4.8.
50) Ibid., para. 4.5.
51) Ibid., paras. 4.11-4.12.
52) Jacomijn J. van and Haersolte-van Hof, “Republic of Ecuador v. Chevron Corporation 

(USA)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Court of Appeal of The Hague, 18 June 2013”, 
ITA Arbitration Report, Volume XI, Issue 9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p. 7.

53) Ibid., pp. 7-8.
54) Ibid.
55) Press Release of the Dutch Supreme Court, “Substantial compensation award against 

Ecuador upheld”, (26 Sep. 2014), <http://www.rechtspraak.nl/Organisatie/Hoge-Raad/ 
Nieuws/Pages/Substantial-compensation-award-against-Ecuador-upheld.aspx, 2015.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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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FAA와 국제조약인 뉴욕 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따라서 워싱톤 특별자치구 지방법원에

서 해당 재 정의 집행을 청구하 다.56) 이 소송에서도 에콰도르는 에콰도르-미

국 BIT 발효 이  사항에 해서 쉐 론과 재하기로 합의한 이 없었고, 재

정이 에콰도르의 주권과 에콰도르에서 진행 인 사법 차의 자율성을 침해하

기에 미국의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당 재 정의 집행청구를 기각해 달

라고 주장하 다.57) 

할 법원은 제2순회 항소법원의 단과 마찬가지로 에콰도르와 쉐 론 사이에

는 유효한 BIT 재합의가 있었고 쉐 론이 BIT에서 보장받은 권리의 침해당했다

고 해서 BIT 재를 요청하 다는 이유로 재합의부존재 주장에 근거한 에콰도르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8) 한, 집행법원은 재 정부가 합리 으로 단

하 고 재 당사자들의 주장을 망라할 정도로 재 정부의 단이 포 이어서 

공공질서 항변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단하 다.59) 

Ⅵ. 에콰도르 판결 관련 국내소송

1. 미국 내 판결집행금지가처분소송

라고-아그리오 사건의 일심 법원에서 백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결이 내려지자 

이 사건의 원고들은 항소심 종료 이 이라도 쉐 론의 재산을 상 로 세계 각지에

서 강제집행 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 다. 이러한 가집행 청구 략은 쉐 론이 

화해타결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한 소송 략의 일환이기도 하 다. 이에 쉐 론은 

라고-아그리오 결은 공정한 재  는 법 차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 아니고, 

56) 뉴욕 약을 수용한 미국 국내법(9 U.S. Code) 제207조에 따르면 뉴욕 약의 상이 되는 

재 정을 미국 내에서 집행하려면 재 정이 내려진 후 3년 이내에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해당 재 정의 집행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할 법원은 뉴욕 약에서 

규정한 집행 거부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재 정의 집행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Chevron Corp. v. Republic of Ecuador, Civil Action No. 12-cv-01247-JEB, 2013 WL 
2449172 (D.D.C. 2013).

57) Ibid., p. 1.
58) Ibid. p. 12.
59)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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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인 Donziger의 지휘 하에 상당부분 미국 내에서 벌어진 사기행각으

로 내려졌기에 집행 불가능한 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결이 승인 는 집행될 

수 없다는 확인 결과 쉐 론의 주장에 한 재 정부의 본안 결이 내려질 때

까지 혹은 확인 결의 내용이 해결되기까지 라고-아그리오 결이 에콰도르 이외

의 지역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본안  지가처분을 구하 다. 

이러한 신청에 해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Kaplan(Lewis A. Kaplan) 사는 에

콰도르 원주민들이 에콰도르 이외에서 미국회사인 쉐 론을 상 로 에콰도르 법원

에서 내려질 결을 강제집행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비하지 않도록 지하는 취

지의 본안  지가처분을 결정하 다.60) 이 결정에 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일심 법원이 외국 결의 승인에 한 법리를 오해하 다고 

하면서 본안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 다.61) 항소법원은 외국에서 내려진 배

상 결의 승인에 한 뉴욕법(New York's Uniform Foreign 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에 따라서 결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

결이 집행될 수 없다고 확인 단할 수 없고, 에콰도르 결채권자들이 뉴욕법

에 따라서 결집행을 구하지 않는 이상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들에 해서 해당 

결의 강제집행 는 집행 비를 지하는 본안  가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단

하 다.62) 

2. 미국 이외 판결의 승인ㆍ집행 소송

에콰도르 법원에서 유리한 결을 얻은 원고들은 18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

결 을 집행하기 하여 할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획득했지만, 에콰도르 내에 

있는 쉐 론의 재산이 손해배상 결을 이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

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라질에 있는 쉐 론 재산의 압류를 신청하기 하여 이

들 지역에서 에콰도르 결이 집행 가능한 외국 결로 승인받는 것이 매우 요해

졌다.63) 

60) Chevron v. Donziger, 768 F.Supp.2d 581 (S.D.N.Y. 2011).(이하 Donziger 사건)
61) Donziger 사건에서 쉐 론이 신청한 결집행 지가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건을 맡은 지

방법원의 단독 Kaplan 사에 한 기피신청이 있었고, 항소법원은 Kaplan 사에 한 

기피신청과 가처분에 한 이의신청 사건을 병합하면서, 기피신청에 해서는 별 의견 

없이 기각하 다. Chevron v. Naranjo, 2011 WL 4375022 (2d Cir. 2011).
62) Chevron v. Naranjo, 667 F.3d 232, 240 and 244 (2d Cir. 2012).
63) 에콰도르 법원은 라고-아그리오 결의 집행과 련해서 에콰도르 내에 있는 쉐 론,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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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첫 번째 시도로서 라고-아그리오 결의 원고들은 쉐 론과 캐

나다 내 쉐 론 제휴회사인 Chevron Canada(Chevron Canada Limited) 그리고 

Chevron Finance(Chevron Finance Limited)를 상 로 에콰도르 법원 결의 집행을 

청구하 다.64) 소장이 수된 온테리오 주 일심법원(Ontario Superior Court)에서 

피고들은 쉐 론에 해서 할 역 바깥으로 소장을 송달할 권한이 없고, 자신들

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에 온테리오 주 법원의 재 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구 지시키는 결정을 신청하 다.65) 이에 해서 온테리오 

주 일심법원은 Chevron Canada가 온테리오 주에 업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피

고의 역외소장송달청구 기각 주장을 배척하 다.66) 하지만 원고의 청구에 해서

는 쉐 론의 자산이 캐나다 내에 소재하지 않고, 원고의 Chevron Canada에 한 

법인격 부인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최상  모기업인 쉐 론에 한 결

채권을 Chevron Canada의 자산으로써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 다.67) 

이러한 결정에 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항고하 고, 온테리오 주 항소법원은 

쉐 론과 련해서 승인ㆍ집행이 청구된 외국 결 는 피고와 온테리오 주법원이 

‘진정하고 실질 인 련성’(real and substantial connection)을 갖는지를 먼  단

한 후 해당 외국 결이 온테리오 주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해야 한

다고 결정하 다.68) Chevron Canada의 경우, 항소법원은 원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쉐 론과 Chevron Canada가 경제 으로 긴 한 계를 갖는 , 그리고 Chevron 

Canada가 상설 업소를 온테리오 주에 두고 있는 을 근거로 모 기업인 쉐 론

을 상 로 내려진 결을 집행하기 하여 Chevron Canada의 주식과 자산을 압류

사코, 이들의 자회사 자산으로서 2억 달러를 추심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심 상이 된 2
억 달러 에는 에콰도르 정부가 쉐 론에 한 채무액 9,630만 달러, 은행 , 쉐

론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었다. “Court Orders First Handover of Chevron's Ecuador 
Assets”, Envtl. News Serv. (17 Oct. 2012) <http://ens-newswire.com/2012/10/17/court- 
orders-first-handover-of-chevrons-ecuador-assets/, 2015.1.1. 검색>

64) Yaiguaje v. Chevron Corp. (2013), 2013 CarswellOnt 5729, 361 D.L.R. (4th) 489, 2013 
ONSC 2527, 15 B.L.R. (5th) 226 (Ont. S.C.J. [Commercial List]), (이하 Yaiguaje 1심사

건), para. 9.
65) Yaiguaje 1심사건, para. 13.
66) Yaiguaje 1심사건, para. 87.
67) Yaiguaje 1심사건, paras. 109-110.
68) Yaiguaje v. Chevron Corp. (2013), 2013 CarswellOnt 17574, 15 B.L.R. (5th) 285, 2013 

ONCA 758, 2013 CarswellOnt 17574 (Ont. C.A.) (이하 Yaiguaje 항소심 사건), paras. 
29-30,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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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한 재 권이 있다고 단하 다.69) 

원심 법원의 승인ㆍ집행 소송 지 결정과 련해서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원

고들에게 법 으로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직권으로 지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고70), 온테리오 주에서 승인ㆍ집행을 청구하는 것이 부 하다고 

단할 때 당사자들의 진술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무엇보다도 피신청인 

측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수소법원이 직권에 의한 지결정을 내린 잘못이 있

다고 단하 다.71) 캐나다 연방 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결정에 해서 상고를 

허가하여 재 상고심이 계속 이다.72)

한편, 아르헨티나 법원은 라고-아그리오 결의 집행과 련해서 쉐 론의 석유

와 가스사업 부문 자회사들이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년 2억 4천만 달러에 해

당하는 공탁 을 지정구좌에 입 하도록 결정했지만73), 아르헨티나 법원은 해당 

결정을 기하 다.74) 라고-아그리오 소송의 에콰도르인 원고들은 라질에서도 쉐

론을 상 로 결 승인ㆍ집행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아직 심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75)

3.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 관련 소송

쉐 론은 라고-아그리오 소송에서 에콰도르인 원고의 소송 리인들이 증거 조작, 

에콰도르 담당 재 부에 한 강박, 뇌물 공여 등 소송사기를 통해서 수십억에 달

하는 승소 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뉴욕 주 할법원에 Donziger, 그리고 라고-아

그리오 소송의 제3자로서 해당 소송을 기획하고 필요한 자 을 충당했던 투자회사 

 법률회사를 상 로 공갈매수  부패조직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69) Yaiguaje 항소심 사건, para. 38. 
70) Yaiguaje 항소심 사건, para. 57.
71) Yaiguaje 항소심 사건, paras. 59, 63.
72) Yaiguaje v. Chevron Corp. [Application / Notice of Appeal]/ Chevron Corporation et al. 

v. Daniel Carlo Lusitande Yaiguaje et al. 2014 CarswellOnt 1006.
73) 이 액은 아르헨티나 소재 쉐 론 계열사 수익의 40%에 달한다. Michael D. Goldhaber, 

“Closing in on Truth and Justice in the Chevron Ecuador Case”, The American Lawyer, 
February 4, 2013. 

74) Gomez, 앞의 논문(주12), p. 452, fn. 160.
75) Mica Rosenberg, “Chevron’s U.S. win in Ecuador case looms over cases elsewhere”, 

Reuters, 2014.3.7.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3/07/us-chevron-ecuador-canada- 
idUSBREA261P820140307, 2015.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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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 Organization Act : RICO 법) 반 소송을 개시하 다. 이 소송이 제기된 

뉴욕주 법원의 담당 사인 Kaplan 사는 피고 변호사들이 RICO법 반으로 이

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라고-아그리오 결을 미국 내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

는 취지의 결을 내렸다.76)

이 사건에서 당시 미국 제일의 로비 문 법률회사 Patton Boggs(이하 PB)는 피

고는 아니지만 공모자로서 재 을 받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쉐 론은 PB에 해

서 내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 다.77) 쉐 론의 문서제출명

령 신청에 해서 법원은 라고-아그리오 소송의 에콰도르 법원이 외부 문가로 선

임한 Cabrera(Richard Cabrera)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태반은 Donziger와 그

가 고용한 회사가 신 작성한 것이라고 단하 는데, 이와 련해서 PB가 라고-

아그리오 소송과 련해서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Cabrera의 보고서를 인용하도

록 하 고, Cabrera 명의의 보고서에 있는 오류를 ‘세탁’(cleanse)하는 작업에도 PB

가 여했다고 단하 다.78) 

쉐 론은 Donziger와 손해배상  산정에 깊이 여했던 Stratus Consulting(이하 

Stratus) 회사도 겨냥하 다. Stratus는 Donziger의 지시를 받아 Cabrera 명의의 보

고서 안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역에 여하 다.79) 쉐 론은 에콰도

르 소송에서 활용하기 하여 연방법 제1782조 차를 활용하여 콜로라도에 소재

하는 Stratus에 해서 증거제출명령을 획득하 고80), Stratus를 상 로 RICO 소송

을 제기하 다. 결국 Stratus는 쉐 론과 RICO 소송 련해서 화해 타결하 다.81)

라고-아그리오 소송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Donziger는 환경기술자인 

Russell(David Russell)을 고용해서 규모 환경 복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는 쪽으로 양허 구역 내 환경복원 비용을 추산하도록 하여서 그 결과 수치를 갖고

서 쉐 론을 한 이 있었다.82) Donziger에게 고용되었던 환경 기술자 Russell

은 수백 개의 석유 구  45 곳만 방문했고, 방문한 곳의 토양이나 수질 표본조

사도 없이 환경복원 비용을 약 60억 달러로 추산했던 것이다.83)

76) Chevron v. Donziger, 974 F.Supp.2d 362 (S.D.N.Y. 2014).
77) Chevron v. Donziger, 2013 WL 1087236 (S.D.N.Y. 2013).
78) Ibid. p. 27.
79) Chevron v. Donziger, 974 F.Supp.2d 362, 440 (2014).
80) Chevron v. Stratus Consulting, Inc. 2010 WL 3923092 (D.Colo. 2010).
81) Chevron v. Donziger, 974 F.Supp.2d 362, 603 (2014).
82) Ibid., p. 406.
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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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 론은 라고-아그리오 소송의 결문  일부는 Donziger의 에콰도르 내 법률 

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문서의 오류까지도 그 로 인용한 을 지 하면서, 결

문을 다른 사람이 신 작성했다고 주장하 다.84) Kaplan 사는 에콰도르의 직 

사인 Guerra(Alberto Guerra)와 에콰도르 원주민의 소송 리인들이 라고-아그리오 

사건의 담당 사인 Zambrano 사 신 본안  결정과 결문을 신 썼고, 

Zambrano 사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단하 다.85)

Donziger에 한 RICO 소송으로써 라고-아그리오 소송 사건에 참여한 미국 변

호사들이 원고들에 유리한 손해배상 결을 얻기 하여 재 부에 뇌물을 공여하

으며, 재 부에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했으며, 자 세

탁, 에콰도르 법원의 결문을 작성하는데 여했다는 이 드러났다.86) 쉐 론은 

2014년 5월 7일 PB가 쉐 론에게 1500만 달러를 지 하고, 일부 문서도 쉐 론에 

이 하기로 하 으며, 라고-아그리오 소송에 여한 을 사과(regret)하 다고 밝혔

다.87)

Ⅶ. 결론

석유 혹은 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부분 석유  가스 개발회

사들에게 많은 비난이 몰린다. 알래스카 오염시 Exxon Valdez, 멕시코 만 석유사

고시 국석유회사 BP 등이 이러한 경험을 하 다. 십 수 년간에 걸친 다양한 국

내외 복합소송을 거치면서 쉐 론은 국내소송 혹은 국제 재 차에서 아마존 지역

의 원주민과 에콰도르 정부를 상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의 여론몰

이에도 응해야 하 다.88) 

84) Ibid., pp. 407-408.
85) Ibid. pp. 501, 511, 533.
86) Ibid. p. 384.
87) Chevron Press Release, “Chevron Corporation Reaches Settlement Agreement With Patton 

Boggs Law Firm” (5 May 2014), <http://www.chevron.com/chevron/pressreleases/article/ 
05072014_chevroncorporationreachessettlementagreementwithpattonboggslawfirm.news, 
2015.1.1. 검색>

88) Public Citizen, Amazon Watch, Rainforest Action Network는 쉐 론이 재 차를 악용

하 다는 취지의  활동을 2012년 2월 재심리 장소인 워싱톤 특별자치구에서 벌인 

바 있다. 이 밖에도 환경단체들은 쉐 론의 소송 진행을 비난하는 서신을 쉐 론에게 직

 발송하기도 하 다. Amazon Watch, “Prominent Organizations Publicly Cond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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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 론이 2006년 요청한 국제투자 재사건에서 재 정부는 에콰도르 법원에 

제기된 계약분쟁에서 내려진 결로 인하여 에콰도르가 에콰도르-미국 BIT를 반

하 기에 쉐 론에게 9,6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을 지불하도록 결정하 다. 쉐 론

이 2009년 요청한 두 번째 국제투자 재사건의 재 정부는 에콰도르 법원에서 

쉐 론이 상고한 라고-아그리오 결에 해서 심리하는 동안 에콰도르에 해서 

라고-아그리오 원고들이 쉐 론을 상 로 결의 집행 차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지만, 라고-아그리오 원고들은 캐나다, 아르헨티나에서 집행청구 소송을 제

기하 다.89) 하지만, 쉐 론을 상 로 미국, 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에서 에콰

도르 결의 집행 차가 진행되는 와 에 미국 뉴욕법원은 해당 결이 소송사기

에 의한 것이라고 결하 다. 최근에 쉐 론은 라고-아그리오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자 을 지원한 지 롤터 소재 소송투자회사를 상 로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90) 

쉐 론 사건은 20년 이상 진행되면서 미국과 에콰도르 양국의 법원이 여되

었으며, 재 정과 련해서는 네덜란드 법원, 에콰도르 법원 결의 승인ㆍ집

행과 련해서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결부되어 있어 다양한 법 역의 

최고법원이 여하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내 소송에서는 재 차 지 가처분 

신청과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 과 재 차에서 활용하기 한 증거 제출을 강제

하기 한 명령신청이 미국 내 여러 주 법원에서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요컨  쉐 론 사건은 에콰도르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미국과 에

콰도르 내에서 다양한 국내소송이 있었으며, 에콰도르 내에서 결이 확정되기 

에 두 건의 국제투자 재사건이 네덜란드 헤이그를 재지로 하여 거행되었다. 에

콰도르 법원 결과 련해서는 이 사건의 원고인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승소 결

을 강제집행하기 하여 캐나다, 라질, 아르헨티나의 사법 차를 활용하 다. 이

에 해서 쉐 론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소송에 극 개입했던 미국인 변호

Chevron's Actions in Ecuador Case”, (18 Dec. 2013) <http://amazonwatch.org/news/2013/ 
1218-prominent-organizations-publicly-condemn-chevrons-actions-in-ecuador-case, 2015.1.1. 
검색>

89) 쉐 론은 RICO 소송을 개하면서 법원이 내린 증거제출명령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비공개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Invictus Memo’에 따르면 라고-아그리오 사건

의 원고들은 미국 내외에서 신속히 집행 차에 들어간다는 소송 략을 수립했었고, 이러

한 계획을 바탕으로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 을 유치하기도 하 다. Chevron v. Donziger, 
974 F.Supp.2d 362, 475-477 (2014). 

90) Roger Parloff, “Chevron sues another funder of Ecuadorian litigation”, 24 Sep. 2014 
<http://fortune.com/tag/chevron/, 2015.1.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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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미국 내 법률회사를 상 로 불법행  소송을 개했으며, 지 롤터에 있는 

다른 투자회사에 해서도 불법행  소송을 개하 다. 쉐 론 사건은 다국  회

사가 결부되는 국내 환경분쟁이 어떻게 국제성을 띠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투고일자 2015.01.19, 심사일자 2015.02.22, 게재확정일자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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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Environmental Dispute Litigations in 

Ecuador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Chevron Case

Kang, Pyoung-Keun*

1)

The development of energy which is essential to human life is susceptible to 
disputes involving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environments of theirs. Disputes from projects in energy sector 
whose duration is very long and in which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are 
arbitrated very often these days. 

The Chevron case is about alleged infringements of Amazonian rain-forest areas 
where oil drilling sites are situated.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re have been 
two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requested and complex domestic 
litigations conducted in various jurisdictions. 

The Chevron case has been disputed even before the Supreme Courts of the 
U.S.A., Ecuador, Netherlands, Canada, Argentina, and a good many preliminary 
applications have been made in the U.S. courts with respect to the proceedings 
before arbitral tribunals in the Hague, Netherlands and domestic courts in Ecuador. 

Recently, a court in New York decided that the judgement made by a court in 
Ecuador against Chevron was obtained by fraud, bribery and irregular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attorneys for the Lago Agrio Plaintiffs, and that therefore the 
Ecuadorian judgment should not be enforceable in the U.S.A. due to the principle 
of public policy. 

Chevron also raised tort claims before the court in Gibraltar against a third-party 
funding company with respect to the tainted Ecuadorian judgment. The Chevron 
case shows clearly how environmental disputes in a particular state can be 
internationalized in circumstances where a multinational corporation is involved.

Key words: Environmental disputes,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Public policy, Recognition and 
enforcement

 *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