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序論

1990년대 들어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진전되는 가운

데 외국인투자 규모가 급증하고1) , 그 형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투

자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가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國際規範을 창설하였다. 현재 해외투자와 관련하

여 500여개의 양자간투자협정2), EEA, NAFTA, APEC 등의 지역규범,

WTO의 TRIMs/GATS3) 등의 국제규범이 있으나 이들은 포괄범위나 구속

력에 한계가 있어 해외투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법적 장치로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4)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5)도 OECD 회원국만을 주대

1) UN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直接投資額은 1995년에 3,149억달러에 달해 전

년도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980년대초 200억달러 정

도에 불과했던 규모에 비하면 15배이상 높아진 것임.

2) MAI와 양자간투자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MAI의 경우 投資自由化를 위한 규

정을 두고 있다는 점임. 양자간투자협정의 경우는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에

대한 규범이며, 투자자유화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투자보호에

있어서도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투자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며

법률적 차별 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하여, 보다 충실한 투자보호를 도모

하고 있음.

3) TRIMs는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중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

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을 말하며 GATS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지칭함.

4) 1961년 12월 OECD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적인 규범으로서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정하고 있는 經常貿易外去來自由化規約 및 資

本移動自由化規範 을 말함. MAI는 이러한 기존의 OECD 양대규약 및 내국민

대우 규정을 통합하고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을 높이는 의미가 있음. 구체

적으로 보면, MAI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일반규범화하고

있으며, 이들 의무를 넘어선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범에 없던

투자보호 규정도 두고 있음. 또한, 기존 OECD규범과는 상이하게 구속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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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데다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

고 미국의 주도하에6) OECD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폭넓은 회원국들의

참여와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회원국들의 협정이행을 담보하는 多

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을 창설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게 되었다.

MAI는 투자의 시행, 확대, 유지, 청산 등 투자의 모든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待遇의 適用을 기본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MAI

하에서는 외국인투자를 국내투자에 비해 차별하는 모든 법적·사실적 조

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MAI체제로의 이행이 투자의 포괄적 정

의로 인해 금융산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

인다.

쟁해결절차를 두어 의무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하였음.

5) 주로 多國籍企業의 營業活動自由化를 보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국제투

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 으로서 199 1년까지 세차례 개정된 바 있음.

이는 양대 자유화규범과 함께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OECD 3대 규범

으로 불리기도 함.

6) 사실상 MAI의 추진을 주도한 것은 미국으로 이는 자국의 양자간투자협정,

NAFTA 투자협정과 같은 성격의 협정을 다자체제로 확대하려는 정책에서 비

롯된 것임. 여타국가의 양자간협정이 투자보호에만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의 협정은 투자 전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규정을 통해 사실상

市場接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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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Ⅰ - 1> MAI와 其他 國 際規範과의 比較

OECD규범 WTO협정 MAI

대상국 29개 회원국 130개국
OECD 회원국 등 가입

희망국

발효일 1996.12.12(우리나라) 1995.1.1 1999년 예정

적용대상 무역, 금융, 투자 등
무역, 금융, 투자, 지적

재산권 등
투자

투자의

정의

및 범위

무역 및 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약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

래를 대상

자산적 접근에 의한

포괄적 정의

투자보호

수단
규정없음 규정없음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투자

자유화

원칙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분쟁해결

절차
없음(회원국의 압력)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국가 및 국가

대 개별투자가

기타

WTO체제는 1995년 1
월 미완결 형태로 발

족되어 출범 이후에도

협상진행 중(74건)

1998년 4월말 이전 협

상타 결예정 이었으 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협

상시한 6개월 연장

資料 : 구본성, 1997에서 수정.

특히 그동안의 보험시장개방조치와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의 폐지로

법적 차별조치는 상당부분 폐지되었으나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에 장애

가 될 수 있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실상의 경쟁제한적 차별조치들에

관해서는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이

들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MAI협상과 관련하여 MAI협상의 주요내용과 국내보

험산업의 투자장애요인 및 타결시 예상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전망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

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그동

안의 MAI협상의 추진경과와 MAI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

는 현재 MAI협상과 관련하여 국내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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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측면과 영업활동상의 투자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市場進入規制가 內國市場保護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들의 진입규제현황과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이들간의 관

계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MAI협상타결시 외국인의 投資

展望과 아울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示唆点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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