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MAI協商의 推進經過 및 主要內容

1. 推進經 過

가 . OECD에서의 推進經過

1991년 OECD 각료이사회는 투자규범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

을 자본이동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CMIT)와 國際投資 및 多國籍企

業委員會(CIME)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CIME/CMIT 합동위원회의 보

고서가 OECD 閣僚理事會에 제출되었으며, 동 보고서에서 양 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투자자유화·투자보호·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는(Free-standing) 다자간투자협정 체결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투자에 관한 광

범위하고 포괄적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다자간투자협정

의 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5월 OECD 이사회는 1997

월 5월까지 MAI를 출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시적 협상그룹(NG :

Negotiating Group)7)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이 개시된 이후

각 회원국들은 협정문작성을 위한 회의를 매월 개최해왔으며, 1997년 2월

부터는 당시까지 완성된 협정문안을 토대로 회원국별 유보협상을 병행하

여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주체인 미국에서 국내 국제투자의

활성화가 환경과 노동의 향상에 과연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를 NGO(비정

부민간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제기하면서 협상을 적극

적으로 이끌지 못한데다 EU(유럽연합)가 역내국가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7) 협상그룹(NG)은 모든 회원국을 참가대상(WTO, IMF 등은 옵서버)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5개의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구

성·운영하고 있는데 그룹별 담당분야는 EG 1 : 분쟁해결 및 지역별 범위,

EG2 : 조세문제, EG3 : 특수의무조항, EG4 : 각종 제도사항, EG5 : 금융부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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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最惠國待遇)을 계속 허용하는 문제와 환경, 금융서비스 등 미합의쟁

점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을 모두 해소시키기에는 협상시한도 너무 촉박

하였다. 또한 협정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협상을 진전시키는

관계로 유보리스트작성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어 결국 협상시한을 1998년

4월 OECD 각료이사회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OECD 연례 각료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가 주요 회원국간에 MAI 조기타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두되면

서 또다시 타결시한을 6개월간 연장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내에서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MAI를 世界貿易機

構(WTO)에서 다루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나 . 우리나라의 MAI 協商 參與經過

우리나라는 1996년 8월 OECD 가입을 앞두고 MAI 협상에 대비하기 위

해 재경원, 통산부 등 관계부처공무원으로 구성된 MAI 대책반을 설치하

여 MAI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후 1996년 10월 11일 OECD로부터

공식가입 초청을 받게됨에 따라 동년 10월 제9차 협상그룹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 참여하였으며, 1996년 12월 OECD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동년 12월 개최된 제10차 협상그룹회의부터는 正會員資格으로 참여

해오고 있다. 한편 1997년 3월에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분야가 제외된 유

보리스트를 30개 협상참가자중 27번째로 OECD 사무국에 제출하여 留保

協商에 참여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17차

MAI 협상그룹회의에서 각국은 1997년 10월 회의 이전까지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유보안을 수정·제출키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EU

및 일본과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의 주요 쟁점 및 양국 유보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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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상하였다. 동년 10월 개최된 제18차 협상그룹회의

에서는 협상그룹회의에서 논의된 유보안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3월에 각

국이 제출한 國別留保案8)을 수정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

는 지난 3월에 제출한 유보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러

한 각국의 유보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별 유보안 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2 . MAI의 主要內 容

가 . MAI의 特徵

1) 廣範 圍한 投資 의 定 義

MAI는 투자를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인 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주식,

증권,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동산 및 부동산 등과 이로 인한 파생권

리, 지적소유권 및 사업권, 면허권, 예금 등의 법적 권리 및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MAI는 협정의 적용범위를 의미하는 투자의

정의에 대해 이른바 資産接近方式 9)을 택함으로써 전통적인 해외직접투

자에 비해 투자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보험산업의 경우

8) MAI의 유보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은 각국이 현재의 투자제한조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現狀凍結 : standstill)과 이러한 투자제한조치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줄여간다는 것(漸進的 自由化 : rollback)임. 이에 따라

MAI국별유보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제한의 완화는 가능해도 투자제한의 확대

는 불가능함.

9) 資産接近方式이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뿐 아니라 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

상품과 외환의 거래,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의 취득을

투자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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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설립권, 상품인허가권, 자산운용 및 보험계약체결후의 청구권 등

이 모두 포함된다.

2) 높은 水準 의 (s tate - of - the - a rt) 投資 自由 化

MAI는 체약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

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 단계 뿐만 아니라 投

資實行段階의 自由化의 보장도 요구하고 있어 투자후단계의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간투자협정보다 보호범위가 넓다. 즉, OECD 규약 등

은 규약위반시 처벌이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MAI는 강력

하고 치밀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행정지도나 시장관행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에 대한 철폐도 요

구하고 있어 기존 OECD 투자규범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상의 내국민대우 규정보다 투자자유화 및 보호수준이 높

다10) .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산의 국유화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

해에 대한 적절한 報償義務도 부과하고 있다.

3) 透明 性 提 高

체약국들은 협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제도, 절차, 행정결정과 사법판결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0) 投資過程(Investment Process) 측면에서 볼 때, MAI는 투자실행단계를 규율하

는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진출이후단계(Post-establishment)를 규율하

는 OECD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단일화한 협정(single investment treaty)으로

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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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履行 要件 賦課 禁止

MAI는 외국인투자가와 국내투자가에게 동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해 주

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규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特殊義務條項을 포

함시켜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적 조치를 금

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 및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정비율수출의무, 국산품

사용의무, 기술이전의무 혹은 내국인 고용의무 등의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5) 獨占 의 規 制

정부지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인정된 독점 공급기관은 영업활동상

외국인 투자가에게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6) 强度 높은 紛爭 解決 節次

MAI는 國家 對 國家間 紛爭解決節次 뿐만 아니라, 投資家 對 國家間

紛爭解決節次를 도입하고 있으며, 패소시 제도개선은 물론 외국투자가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MAI의 분쟁해

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보다도 한층 강화된 내용이며, 회원국간

묵시적 압력에 의존하고 있는 OECD 규약의 구속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7) 多者 性의 指向

현재 협정의 제정을 위한 협상은 OECD 회원국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지

- 9 -



만, 일단 협정이 제정된 후에는 비회원국도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

으로써 국제규범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MAI 협상은 현재 29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OECD

비회원국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獨立條約(free-standing treaty)을 지향하고

있다.

나 . MAI의 構成

MAI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초안은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表 Ⅱ-1> 참조). Ⅰ장은 전문

(Preamble)으로 협정의 목표와 의의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Ⅱ장은 협정의

적용범주에 관한 내용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와 투자가의 정

의, 그리고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Ⅲ장은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대우규정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투명성의 의무를 두고 있는

一般的 待遇規程과 투자관련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 이행의무,

민영화, 독점 및 국영기업, 투자인센티브 등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特殊項目으로 구분된다.

Ⅳ장은 投資保護, Ⅴ장은 紛爭解決에 관한 내용이며 Ⅵ장에서는 예외와

세이프가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Ⅶ장은 금융서비스 부문에만 적

용되는 특별규정으로서, 건전성 규제, 상호인증, 인가절차, 정보이전 및

자료처리, 자율규제기구 및 협회, 금융관련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Ⅷ장은 조세관련 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Ⅸ장은 국별 유보

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Ⅹ장은 여타 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 협정의 이행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며 장은

협정의 비준, 발효, 탈퇴, 비회원국의 참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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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表 Ⅱ - 1> MAI(案 )의 構 成

Ⅰ. 전문 협정의 목표와 의의

Ⅱ. 적용범위 1.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 적용의 지정학적 범위

3. 해외지역에 대한 적용

Ⅲ. 투자와 투자자

에 대한 대우

1. 내국민대우

2. 최혜국대우

3. 투명성

4. 특수의무조항

(1) 투자가 및 핵심인력의 임시입국 체류 및 취업

(2) 최고경영자

(3) 고용요건

(4) 이행요건

(5) 민영화

(6) 독점 및 민영기업

(7) 투자인센티브

(8) 기업관행

(9) 기술 R&D

(10) 지적재산권

(11) 공공부채

(12) 기준약화금지

Ⅳ. 투자보호 1. 일반대우

2. 강제몰수 및 보상

3. 폭동 등으로부터의 보호

4. 해외이전

5. 손해배상

6. 기존투자 보호

V. 분쟁해결 1. 국가간 분쟁해결

(1) 일반규정

(2) 협의, 화해 및 중재

(3) 조정

2.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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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1> 계속

Ⅵ. 예외 및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1. 일반적 예외

2. 통화 및 환율정책과 관련된 거래

3.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Ⅶ. 금융서비스

1. 건전성 규제

2. 상호인증

3. 인가절차

4. 투명성

5. 정보이전 및 자료처리

6. 자율규제기구 및 협회에의 가입

7. 지급결제제도 및 최종대부자 기능

8. 금융관련 분쟁해결

9. 금융서비스의 정의

Ⅷ. 조세관련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Ⅸ. 국별유보

Ⅹ. 다른 국제규약

과의 관계

. 실행과 운영 1. 준비국

2. 협정사무국

. 종결조항 1. 서명

2. 비준 및 효력발생

3. 가입 및 탈퇴

4. 적용배제

5. 혜택거부 등

다 . MAI의 主要內容

1) 投資 및 投 資家 의 定 義

MAI에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의 정의는 통상적인 직접투자의

개념에서 한층 더 진전된 것으로 대체로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투자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존규범들과 달리, 특히 投資自由化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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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규범보다 그 적용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이른바 단일의, 광

범위한, 자산에 기초한(single, broad, asset-based) 정의를 채택하여 투자가

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주식 등 지분에 대한 권리, 채권·사채

등 기업의 부채, 각종 계약상의 권리, 대금 및 이행청구권, 지적재산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등의 권리, 그리고 기타 동산 및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MAI에서 投資家란 締約國의 국적을 소유한 자연인(영주권자 포함), 그

리고 타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모든 형태의 회사로 정

의된다. 단,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투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가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2) MAI 상 의 義 務

MAI는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각종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크게 핵심적인 의무, 인력 및 자본이

동 관련 의무, 그리고 기타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 核心義務

① 內國民待遇

MAI 하에서 각 체약국은 內國民待遇의 原則에 따라 투자의 설립, 취

득, 확대,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매매 및 기타청산 등에 있어 타체

약국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자국의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

우보다 결코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MAI하에서 외국

인투자가가 직·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자산을 설립·취득하고, 설립·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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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의 사후 운용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투자가와 비

교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MAI의 내국민대우는 자산의 설립, 취득과 같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

(pre-establishment stage), 그리고 설립·취득한 자산의 사용, 관리, 매매,

청산 등과 같은 투자의 설립후 단계(post-establishment stage)에 공히 적용

되며 法的(de jure) 差別措置는 물론, 事實的(de facto) 差別措置 역시 금지

하고 있다. 사실적 차별조치란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와 같이 명시적

으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

으로 국내투자가에 비해 외국인투자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적 차별조치의 금지는 국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국민대우의 일반적인 성격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다 유리한

대우는 허용되므로 역차별적인 성격을 지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

브는 허용된다.

② 最惠國待遇

無差別原則으로서 특정 회원국에 허용되는 혜택을 다른 회원국의 투자

가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다. 내국민대우와의 차이는 단지 비

교의 대상이 국내투자가 및 투자가 아니라 제3국(비체약국 포함)의 투자

가 및 투자라는 데에 있다.

③ 透明性

일종의 공시의무인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률, 규정, 절차, 행정조치, 판례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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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의 요청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든 투자가들이 공유함으로써 투자환경의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義務條項이라 할 수 있다.

나 ) 人力 및 資本移 動에 관련된 義務

외국에서 자산의 설립, 취득, 그리고 이의 사후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人力과 資本의 移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규정은 핵심적 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① 投資關聯 核心 人力의 一時的 入國 및 滯 留

MAI는 자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투자관련 핵심인력의 일시적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투자관련 핵심인

력은 투자가와 투자기업의 임원, 관리자, 전문가를 의미한다. 또한 체약국

은 핵심인력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도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해야 하

며, 특히 배우자의 취업허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은

투자기업의 관리자에 대해 國籍要件을 부여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투자

가 및 투자기업의 고용의 자유가 보장된다.

② 送金

이 규정은 投資保護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되나, MAI가 투자의 설립전

단계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행위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본이

동을 규율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MAI 하에서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 투자가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

이 자국의 영역내외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

며, 이러한 지급에는 투자의 최초 자본,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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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본, 수익, 투자의 매각·청산대금, 투자관련 해외 고용인력의 임금,

보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송금은 송금당일의 시장환율로 兌換可

能한 貨幣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 其他義務

① 履行義務의 禁 止

MAI의 체약국은 외국인투자가(타체약국 및 비체약국 투자가)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출의무, 일정비율의 국내부품조달의무, 국내 상품의 우선적

구매 의무, 수입액이나 국내판매 등을 수출액에 연계시키는 의무, 기술이

전의무, 합작법인 설립의무, 자국내 본점 설립의무, 자국내 일정비율의 고

용·생산·연구개발·판매의무, 국내지분의무 등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비록 내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非差別的 障壁(non-discriminatory barriers) 에 해당하

기 때문에 이행의무금지조항에 위반된다.

MAI에서 이행의무의 금지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투자에 공히 적용된

다. 이 조항은 협정국이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② 投資保護關 聯 其他義務

각 체약국은 타체약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하고 항시적인 보호, 안전을 부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國際法이

요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투자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용 및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송금, 대위변제, 기존 투자의 보호의 5개 규정을 두고 있다. 收用

및 報償規程의 경우 수용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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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인 보상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紛爭으로부터의 保護規程은 투자가가 투자유치국의 전쟁, 국가 긴급사

태 등과 같은 상황에서 입은 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원칙적으로 투자유치국이 보상을 하는 경우 내국민·최혜국대우

의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유치국 정부가 비차별적으로 보상해야 함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代位辨濟란 투자가의 본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가가 투자유

치국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한 경우, 본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

은 투자가가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해 갖는 각종 청구권을 승계한다는 내

용의 규정이다.

旣存投資의 保護란 협정의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도 본

협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送金規程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본이동은 지체없이 당일의 시장환율로 자유롭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수지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와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으로 인해 투자유치국 금융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세

이프가드 조항이 논의 중에 있다.

그 외에도 企業慣行에 관하여 MAI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기업의 정관

에 외국인 투자가를 차별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원에 대한 국적제한, 외

국인의 의결권행사에 차별을 두는 주식의 발행,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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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勞動·環境 關聯 義務

MAI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의 노동 및 환경기준을 약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구속성 여부에 대

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④ 其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民營化過程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투자의 정의와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규정에 이미 내

포되어 있다. 그러나 MAI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이 국내투자가

와 외국인투자가에게 동등하게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에 관

한 별도의 透明性條項을 두어 체약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민영화와 관련

된 정보 및 절차를 신속히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라 ) 例外

모든 규범에는 예외가 있게 마련이며, MAI 역시 상당한 例外規程을 두

고 있다. 비록 MAI가 예외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협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 강력한 구속성,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두는 것이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MAI의 주요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一般的 例外

國家安保,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MAI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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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 단, 투자보호규정 중 수용 및 보상,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규

정은 이러한 예외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公共秩序를 목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 일반적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이를 일반적 예외의 사유로 인정은 하되, 엄격한

적용, 예컨대 매우 제한적인 공공질서에 대한 정의, 남용방지규정의 적용,

분쟁해결대상에의 포함 등을 통해 이의 남발을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의

견이 모아지고 있다.

② 一時的 세이프 가드

이는 체약국이 심각한 국제수지문제, 급격한 자본이동과 같이 巨視經濟

의 運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MAI 협정문에 어긋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러한 조치는 상황의

종료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IMF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상의 심각한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차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아니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③ 金融서비스 關 聯 例外

㉮ 健全性規制(Prudent ial Regulat ion)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예금자나 투자가, 보험가입자 등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監督的 規制措置는 MAI의 여타 규정, 예를 들어 내국민대우원칙이나 최

혜국대우원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MAI 협정상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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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피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남용방지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조치가 MAI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분쟁

해결절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通貨·換率政策의 例外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 통화·환율정책을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정부의 고유권한 행사로 역시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carve-out)된다. 그

러나 이는 통화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가 아니라 당국이 市場參與者의

일원으로서 시장에서 행하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환시장개입등의 거래행

위에 한정된다.

㉰ 相互認定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의 차원에서

타국이 취한 조치를 상호인정하는 절차나 협약은 최혜국대우의 위배이나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相互認定協定이 제3국에 대해 배타적인 협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협상참여를 보장해주어

야 한다.

④ 租稅措置의 例 外

이중과세방지 협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세조치는 MAI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된다. 단, 수용적 성격의 조세조치는 수용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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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紛爭解決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

차를 두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점은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투자가 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가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① 國家 對 國家間의 紛 爭解決

국가 대 국가간의 분쟁해결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협정의 해석과 적

용에 관한 분쟁이며 이러한 분쟁은 사전협의, 조정, 화해, 중재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먼저 분쟁국들은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 냉각기를 갖는다. 즉, 양국은

60일 이내의 協議를 우선적으로 가지며, 양자 협의 실패시에는 양국의 합

의하에 체약국 그룹에서의 다자간협의를 재차 요청할 수 있다.

仲裁는 어느 한나라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중재재

판은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선정된 3인에서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

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재재판에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강제성

을 가진다. 그리고 중재재판의 최종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는 체약국의 조치가 MAI 의무에 위반된다는 선언, 체약국의 조치를 MAI

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는 시정권고, 금전적 배상, 원상회복을 포함한

구제수단 등이 규정되고 있다.

중재결정의 불이행에 따른 勝訴國의 報復措置에 관해서는 국제법상 인

정되는 모든 보복조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패소국의 MAI상의 권

리제한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간에 완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 21 -



② 投資家 對 國家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투자가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미 발생한 손실 뿐만 아니라 곧 발생

할 손실, 즉 投資後損失 뿐 아니라 投資前損失에도 적용된다. 또한 손실

이나 피해가 중재제기시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약국의 위반행

위와 손실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한 투자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

며 여기에는 계획한 투자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또한 MAI는 投資家의 提訴範圍를 비단 MAI 상의 의무위반으로만 국

한하지 않고, 투자가가 체약국과 맺은 여타 계약, 협정 등에 의한 체약국

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투자가가 MAI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와 국가간의 분쟁 역시 협의에 의한 타결을 우선하여, 당사자간

의 협상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실패할 경우 仲裁節次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투자유치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투자가가 선택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적 절차, 사

전에 합의된 해결절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소(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의 해결절차, UN 국제상

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의 중재절차,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의 중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재판의 결과는 최

종적이고 구속적이며, 구제수단에는 체약국의 조치가 MAI 의무에 위반된

다는 선언, 금전적 보상, 원상회복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패소국이 최종

판결을 불이행하는 경우 투자가의 본국이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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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自由化의 義 務 및 方式

① 國別留保의 設 定

각국은 자국의 MAI에의 非附合措置를 대상으로 유보를 설정하며, 설정

된 유보에 대해서는 MAI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국은 유보를 설정

함에 있어 개개의 유보사항에 대해 소속 부문, 유보의 내용, 유보의 사유,

관련법규 등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MAI의 의무 중 국별 유보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

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투자의 정의, 분쟁해결절차

의 핵심적 요소 등과 같은 체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를 허용하지

않으며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신규의무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의무에 대

해서만 유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각국은 현존하는 비부합조치에 한해서만 유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향

후 비부합조치의 도입을 예상하여 미리 제출하는 豫備的 留保는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② 現狀凍結

각국이 일단 설정한 유보에는 MAI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규정의 하나

인 現狀凍結(standstill)의 의무가 적용된다. 즉 추후에 새로운 비부합조치

를 유보로서 도입할 수 없으며, 기존의 비부합 정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유보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現狀凍結은 MAI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규정의 하나이나, 일부 조치의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민영화(1차

매각)에 관한 조치, 독점해제시의 조치, 신규업종도입시의 조치에 대해서

는 추후 유보설정의 허용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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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自由化

각국이 설정한 유보에 대해서는 漸進的 撤廢의 원칙이 적용된다. 점진

적 철폐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

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협정 발효 이전의 초기 점진적 철폐와 발

효 이후의 점진적 철폐의 단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며, 점진적 철폐의 방

식에 있어서는 각국의 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서로간의 압력 행사,

유보축소를 목표로 한 라운드 방식의 협상 등이 고려되고 있다.

바 ) 非會員國 의 參與

MAI는 비회원국의 참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MAI는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조약이므로 비회원국이라도 협정의 의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동협정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MAI에의 가입의사를 가진 비회원국들에 대

하여는 별도로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특히 國別留保協商이 진행될 예정

이다.

3 . 協商爭 點

MAI의 협정문안은 대부분 완성단계에 있으나 아직 협상중인 현안들

이 있다. MAI의 타결여부는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먼저 투자의 정의에 金融投資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

부가 아직 불확실하며 투자유인의 문제도 MAI 타결이후 추후 협상대상

이 될 가능성이 크다. 投資規範適用의 例外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상의 문

제로 인한 일시적 위반의 허용여부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세와 금융서비

스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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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노동 및 환경기준, 문화산업의 포함여부, 타국기업에 대한 법

적용 문제,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체에 대한 투자규범의 적용문제 등이 쟁

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중 勞動 및 環境基準은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노동 및 환경기준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29개 OECD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국가별적용유보 문제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신

흥공업국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文化産業에 대해서는 미

국이 반드시 협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측은

영화 등의 분야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을 우려하여 이의 제외를 완

강히 고집하고 있다. 타국기업에 대한 법적용문제도 협상타결에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국측은 쿠바와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이

건 외국기업이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 등 많

은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 등 經濟統合

體에 대한 투자규범의 적용문제의 경우 EU국가들은 역내투자자유화의

이익을 역내 국가에 한정할 수 있도록 MAI의 적용예외를 주장하는 반면

EU국가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는 각국의 投資自由化留保目錄

協商이 있다. 유보목록에 대한 협상은 협정문에 대한 협상과 병행하여 진

행되고 있는데 각국의 유보사항의 개수와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국간 양보사항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상을 진행할 여지가 적어 타결에

애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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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 2> MAI의 主要內容

부 문 내 용

협상지침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분쟁해결

투자자 및 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투자자 자연인, 법인, 법에서 정한 단체

투자

기업, 주식 등 지분에 대한 권리, 채권·

사채·융자 등 기업의 부채, 각종 계약상

의 권리, 대금 및 이행 청구권, 지적재산

권, 면허·인가·허가, 기타 동산·부동

산, 임대·저당유치에 의한 권리, [순수금

융투자, 정부채권]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특별항목
핵심인력, 이행의무조건, 민영화, 독점 및

공기업, [투자유인], 기업관행

투자보호

원칙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완전하고 항시적인 보호와 안전제공

각항
수용, 분쟁으로부터 보호, 송금, 대위에

관한 조항

분쟁해결절차

국가 :국가 협의, 조정, 화해, 중재(중재위원회)

투자자 :국가

협상, 협의, 중재(법원, 행정위원회, 합의

된 절차,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절

차,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절차,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절차)

예외규정

일반적예외
국가안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 공공질서

유지

일시적위반 [국제수지]

국별유보 [각국목록]

기타 문제
[조세], [금융서비스], [환경], 의무조건의 상충,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

비회원국 가입 개방, 원하고 능력있는 경우

협상쟁점사항 [지방정부, 문화, 노동, 국외법적용, 경제통합체문제]

註 : [ ]는 아직 협상중.

資料 : 황진우, OECD다자간투자협정(MAI)과 우리의 대응 , 한화경제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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