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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SDS 포럼쇼핑과 MFN조항의 관계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이하 MFN)’란 일방당사국이 다른 협정에

서 이 협정 보다 유리한 혜택을 상대국에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혜택이 이 협정의 당사

국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원칙1)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내 투자챕터에 포함되어 있다.2) 기본적으로 MFN조항이 투자협정에 포함되게 된

이유는, 각기 다른 투자협정을 통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국제투자

법’의 조화(harmonization)를 통해 투자자들 간 비차별적인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3)

즉, 투자유치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함을 약속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MFN조항을 삽입함으로

써 해당 투자협정의 협상 시 다른 투자협정 당사국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수준을 미

리 확보할 수 있으므로 훨씬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양자투자협정의 구조상 언제나 이러한 혜택은 상호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자국이 해외 투자자의 국적국인 경우와 투자유치국인 경우 모두

상정하여 MFN조항의 삽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자 협상의 경우 상대국가

와 자국 간 투자시장 현황과 상호 해외투자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더욱

이 FTA와 같이 투자분야는 물론 포괄적인 시장 자유화 협정의 경우, 단순히 투자시장에

대한 분석 외에도 전체 양자 교역 현황을 분석하여 투자챕터의 MFN조항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어떠한 투자협정에서 MFN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면, 그 다

음 단계는 이러한 MFN조항의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부 투자협정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MFN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4) MFN

1) 아직까지 MFN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국가가 타 국가에게 부여하였

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 및 혜택을 제 3국에게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일컫는다. UN 국제법위원회(ILC)

의1978년 ‘최혜국대우조항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 on Most Favored- Nation Clauses) 참조, UN ILC,

“Report on the most-favoured-nation clause, by Mr. Nikolai A. Ushakov, Special Rapporteur”,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 II, Part One, A/CN.4/309 and Add.1 and 2, 1978, p. 12.

2)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Mapping of IIA Contents”에서 MFN조

항을 포함한 투자협정 목록. 참조.(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mappedContent#sectionContainer_38)

3) Tony Cole, “The Boundaries of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Issue 3, 2012, pp. 539-540.

4) 극히 일부 투자협정들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MFN 조항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영국-북아

일랜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 BIT (2002) 제3.2조의 경우, MFN 조항의 적용범위가 “투자의 경영, 유지,

사용, 향유, 처분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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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일반

적으로 매우 단순한 구조의 MFN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5)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투자

협정 체결 상대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더 큰 혜택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는 경우 이는 본 투자협정의 MFN조항에 의해 원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FN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위 “포럼 쇼핑”을 가능하게 한

다는 역기능도 발생한다.6) 예를 들어 절차적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이하 ISDS)”절차에 대한 MFN조

항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각 투자조약에 따라 ISDS 절차의 세부 요건이나 관할 규정에

차이가 있을 때 보다 유리한 요건이나 관할을 선택하기 위해 조약 당사국이 MFN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게다가 문제된 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는 합의되

지 못하여 배제되었던 실체적 규정이 그 투자유치국이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상 존재한다

면, 해당 투자협정 당사국의 외국인 투자자는 MFN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게

되어버린다. 만약 조약의 절차적·실체적 적용범위가 예상치 못하게 확대될 수 있게 된다

면, 이는 결국 조약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당사국간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여러 ISDS 사례에서는 위와 같이 MFN조항으로 인한 ‘ISDS 포럼쇼핑’이 문제

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MFN 배제조항’이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투자조약에서 MFN 배제조항이 규정된 것은 아니며, 만약 포

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제투자규범의 특성상 양자 협상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ISDS 포럼쇼핑”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MFN 배제조항을 분석해보고, 특정 당사국들 간 투자조약 체결에 있어서

는 어떠한 형식의 MFN 배제조항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본 논문은, 투자협정 내 MFN조항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적용범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투자협정상 MFN조항이 어떻게 ISDS 포럼쇼핑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포럼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MFN 배제조항의 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MFN조항은 단순히 당사국이 다른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

니한 대우를 상대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 호주-인도 BIT (1999) “A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treat investments in its own territory on a basis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6) Jorun Baumgartner, Treaty Shopp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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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SDS 포럼쇼핑 근거로서의 MFN 조항

1. MFN조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ISDS 포럼쇼핑의 가능성

오늘날 국제투자조약상 MFN 조항의 적용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소위

“ISDS 포럼쇼핑”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조약의 경우와는 달리 독특한

ISDS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절차부분에 대한 MFN 조항 적용 여부를 둘

러싸고 뚜렷이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까닭이다. 즉 조약에 따라 ISDS 제도의 세부

요건이나 관할 규정에 차이가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유리한 요건이나 관할을 선

택하기 위해 - 마치 분쟁해결의 장(forum)을 쇼핑하듯이 - MFN 조항을 사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7)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ISDS 절차를 개시한 이후

에도 다른 투자협정상 실체적조항의 MFN적용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8) 즉,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관련된 여러 투자협정들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

한 절차뿐 아니라 타 조약상 실체적 권리까지도 함께 골라서 차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

여받는 것 이다.

투자조약상 ‘포럼쇼핑’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MFN조항에 관한 상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알려진 경우로는 투자자 기업의 국적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이를 판별하느냐에 따라 해당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조약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인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유치국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의 구제를 위하여 여러 국적기준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투

자협정의 당사국을 국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9) 하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ISDS포럼쇼핑’은 MFN조항을 통해 한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유

치국과 제3국 간) 투자협정의 ISDS절차 및 실체적 규정을 차용해오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자 한다.

또한 어떠한 규범이 투자협정이라는 조약상 ‘실체적 (substantive) 조항’인지 또는 ‘절차

적(procedural) 조항’인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

7) 김석호, “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호, 한국법학회, 2013, pp. 215-217.

8) Facundo Perez-Aznar, “The Use of Most-Favoured-Nation Clauses to Import Substantive Pro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0, Issue 4, 2017, pp. 781-782.

9) 소위 ‘중복구제절차’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여선, “국제투자법에서의 ISD의 중복구제절차와 규제”, 통상법

률 , 법무부, 제103호, 2012, pp. 10-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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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투자협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적 권리’일 것이다. 반면

이러한 투자협정이라는 조약상 투자유치국이 지니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조약체결 타방당

사국 또는 개인인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투자협정 내 조항들이 바로 ‘절차

적 권리’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는 투자협정의 가장 큰 특징인 ISDS절차가 포함된다. 즉,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실체적 의무’들을 담고 있는 조약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이며, 이로 인한 분쟁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투

자조약상 ‘절차적 의무’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ISDS 중재판정 사례들 중에는 MFN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특히 투자협

정상 절차적 조항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중재판정부도 있었다.10) 이러한 결정의 요지는 조

약의 실체적 부분과 절차적 부분은 그 성격상 상이하여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

다.11) 또한 분쟁해결절차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 것

이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는 추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문제된 투자협정의 해석상 절차적 조항에 관하여 MFN조항의 적용을 인정하고 다른 협정

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투자협정상 실체적 조항의 경우 MFN조항 자체가 투자자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의 차용가능성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12) 그

러나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실체적 조항의 차용이 허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경

계가 모호하다. 그 결과 양자투자협정의 구조상 상호 투자관계를 고려한 양자 협상을 통

하여 합의된 실체적 의무 규정의 결과가 MFN조항으로 인하여 무의미하여질 수도 있

다.13) 결국 MFN조항에 따라 다른 투자협정상 실체적 ·절차적 조항을 어느 정도 범위까

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ISDS 포럼쇼핑의 가능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2. MFN조항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조항의 원용 인정 사례

지금까지 개별 투자협정에 따른 각 중재판정부는 해당 투자협정 내 MFN조항의 구체적

인 규정에 따라 실체적 ·절차적 규정에 대한 MFN조항 적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

여 왔다. 이 때, MFN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정부 조치 외에

10)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Decision on Jurisdiction, 8 Feb. 2005, ICSID Case No.

ARB/03/24; Aktiengesellschaft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4/14, Award, 8 December 2008

참조.

11) Plama Consortium Ltd v. Republic of Bulgaria, supra note 10, para. 198.

12) Facundo Perez-Azna, supra note 8, p. 793.

13) 이기평, “한중 FTA투자챕터상 MFN조항의 ISDS절차에 대한 적용문제 연구”, 법학논고 , 제40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12. 10, pp. 72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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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투자유치국이 다른 제3국에게 조약으로써 보장한 혜택과 권리 또한 MFN조항상 ‘대우

(treatment)’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14) 다시 말해 A국과 B국이 맺은 MFN 조항을

통해서 B국이 C국과 합의한 보장과 권리를 A국이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만

약 가능하다고 본다면 과연 그 범위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같이 투자협정상 실체적

조항상 혜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약상 분쟁해결절차인 ISDS절차와 같은

절차적 권리로 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15) 이와 관련하여

실체적 조항 또는 절차적 조항의 차용가능성을 인정한 중재판정부들의 경우, 대부분 해당

투자협정들 내 MFN조항상 ‘대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였다. 또한 투자협정 내에 별도의

MFN 배제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MFN조항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1) 실체적 조항의 원용

중재판정부의 해석은 투자자가 어떠한 형식으로 MFN조항을 이용하여 제3국과의 협정

내 조항을 원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원용하려는 제3국과의 BIT내 조항이 원래

의 BIT 보다 더 유리한가? 둘째, 원용하려는 제3국과의 BIT내 조항이 원래의 BIT에 포함

되지 않는 내용인가? 일례로 Rumeli v. Kazakhstan 의 경우처럼 투자자가 원용하려는 투

자유치국과 제3국과의 BIT내 조항이 원래의 BIT 보다 더 유리한 규정인 경우,16) 대부분

의 중재판정부들은 MFN조항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원용을 인정하였다.17)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원용하려는 투자유치국과 제3국의 BIT내 조항이 원래의 BIT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 경우, 과연 이러한 내용이 해당 투자협정 당사국들에 의해

서 일부러 배제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18) 일부 중재판정부들은 그러한 실체적

조항의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협정의 본질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MFN조항을 이

용하여 원래의 BIT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BIT내 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즉, 제3국 투자자에게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반드시 해당 투자협정 내 규정된

‘대우’의 수준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투자협정에서 투자유치국에게

의무로서 부여된 ‘대우’의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MFN조항의 목적이

14) Suzy H. Nikièma, “The Most-Favoured-Nation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IISD Best Practices Series -

February 201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pp. 10-21 참조

15) Ibid.

16) Rumeli vs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Case No. ARB/05/16, Award, (July, 2008), Para 560.

17) ADF Group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ARB (AF)/00/1, Award, (January, 2003); CME Czech
Republic B.V.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March 14, 2003.

18) White Industries Australia Limited v. The Republic of India, (UNCITRAL), Award, (November. 2011); MTD v.
Republic of Chile, ICSID Case No. ARB/01/7 Award (May, 2004); Bayindir vs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ARB/03/29, Award,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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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러한 해석에는 당사국 간 협상에 의해 설정한 국가의 의무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

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크다.

(2) 절차적 조항의 원용

투자협정상 MFN조항에 따라 다른 투자협정 내 절차적 조항을 원용할 수 있을지는

ISDS절차가 ‘대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투자자가 MFN조항을 통해 절차적 조

항을 원용하려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ISDS절차의 관할권분쟁에서 타 협정 내 조항의 원용

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19) 만약 해당 투자협정에서 투자

자가 ISDS절차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결국 MFN조항을 통해 다른 투

자협정상 관할권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다.

Maffezini v. Spain 사건에서는 MFN조항이 중재판정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국내법원을

거쳐야 하는 해당투자협정상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20) 동 사건

중재판정부는 결국 신청인의 MFN조항의 원용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MFN 조항을 통해

타 BIT내 조항을 원용하는 것에 대해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즉, MFN조항을 이용

한 타 조항의 원용은 “첫째, 양국이 협정을 체결했을 당시 합의된 공공정책관련 근본적 조

건과 부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정 될 수 없으며, 둘째, 협정 내 조항들이 가지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포럼쇼핑(treaty-shopping)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21)

물론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이와 같은

타 투자협정 내 조항 원용을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포럼

쇼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례로 Salini v. Jordan 사건 중재판정부는

Maffezini사건 중재판정부의 판정 근거를 인용하면서, 중재판정부가 '포럼쇼핑'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이 불명확함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22) Plama v. Bulgaria 사건 중재판정부 역시

Mafezini판례를 바탕으로 제기된 '포럼쇼핑' 판단 근거와 관련하여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chaotic situation) 이러한 상황은 협정 체결국의 원래 의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

다” 고 판시하였다.23)

이처럼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재판정부들 중 일부는 MFN조

19) Suzy H. Nikièma, supra note 14, pp. 10-21 참조.

20) Emilio Agustín Maffezini v. The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25 Jan 2000) paras 62-63.

21) Ibid.

22)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ARB/02/13,

Decision on Jurisdiction, (November 29, 2004). para. 115.

23) Plama Consortium Limited v. Republic of Bulgaria, ICSIDARB/03/24, Decision on Jurisdiction, (February 8,

2005), para.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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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통해 판정부의 판정범위 확대를 인정하였다. RosInvest v. Russia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동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MFN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쟁해결절차로 확대하는 것

과 그 제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을 일반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24) 동 사건 중재판정부는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의 차이를 언급하며, MFN 조항은 투자협정 내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

다.25) 즉, MFN 조항 의무의 대상이 되는 ‘대우’의 개념에 ISDS조항 자체가 포함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투자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

의 보호라는 점, 그리고 ISDS 조항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이어

서 이는 투자 조약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ISDS 조항이 투자 보호를 위

해 행사되는 한, 그것은 조약의 투자보호체계의 ‘일부분(integral part)’을 구성한다는 것이

다.26) 그리하여 투자조약상 대우에 해당하는 주요한 권리에 해당하게 되므로 만약 그 보

다 더 유리한 권리가 타 투자조약에 있다면, 이는 당연히 MFN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

이다. 즉, 당사국들이 ISDS 조항에 대해 MFN 조항 적용을 배제할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

타나지 않는 한 MFN 조항은 ISDS 조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투자협정의 체결 당사국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MFN조항 범위의 확대를 미

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ISDS절차와 같이 투자협정상 절차적 내용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조약상 명시적인 MFN 배제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약 해석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석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명시

적인 MFN 배제조항의 규정 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투자협정상 MFN 배제조항

1. MFN 배제조항의 의의 및 필요성

투자협정상 MFN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논

란의 여지가 다분히 남아 있다. 기존 투자협정에서의 MFN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조약 당사국들이 투자협정상의 MFN조

24) RosInvest v. Russian Federation, SCC Case No. V079/2005, Award on Jurisdiction, (October, 2007), paras.

124-39.

25) Ibid.

26) Emilio Agusti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decision of the tribunal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January,

2000), ICSID Case No. ARB/97/7, par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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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자체에서 명백히 ISDS절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또는 이 조항이 투자자의 실

체적 권리의 일정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다면, 더 이상 해석상의 혼란은 초래

되지 않을 것이다.27) 따라서 투자유치국은 투자협정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미리 확실히

MFN조항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추후 중재판정부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야 할 것이다.

MFN의 적용에 대해 투자협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

자협정은 공통적으로 MFN 적용의 예외(exception)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28) “MFN 예외”

의 경우 다른 협정들에 의해 파생된 특별한 혜택이나 특정 분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

여 MFN조항이 적용될 경우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규정한 것이

다.29) 이는 대부분 MFN조항에 따라 당사국 투자자가 차용할 수 있는 타방 당사국과 제3

국과의 투자협정 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협정’에만 국한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

기 위함이다. 이러한 MFN예외조항은 FTA 및 이중과세면제조약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이들 조약으로 인해 의무화되는 해당 국가 간 대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MFN적용을 제외하고자 함이다. 즉, 투자협정과는 다른 목적과 성격의 양자조약을 체결하

는 국가들이 자칫 투자협정내 MFN조항으로 인하여 동 조약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혜택을

다수의 국가들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좀 더 협의의 의미로서 MFN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소위 “MFN 배제조항”의 경

우 직접적으로 MFN 적용의 확대와 남용으로 인한 협정 당사국간 불이익을 고려하여 일

부 협정상 권리 및 의무를 MFN 적용 범위에서 배제시키고자 한 규정이다. 즉, 이는 해당

투자협정의 당사국들이 체결하고 있는 다른 조약들과의 중복적용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

니라, 해당 투자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투자유치국이 제3국과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이 해

당 투자협정의 권리·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좀 더 구

체적으로 좁은 의미의 MFN 배제조항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7) 박선욱, “양자 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

로”, 법학연구 제39호, 한국법학회, 2010, p. 340.

28) 황지현, “투자분쟁해결규정에 MFN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제42권 제4호, 한국무역학

회, 2017, p. 143.

29) 일례로 프랑스-리비아 BIT (2004) 제4조는 다음과 같다: “This treatment does not extend, however to the

privileges that one Contracting Party grants to the nationals or companies of a third State, by virtue of its

participation in or association with a free trade are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or any other form of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Treatment granted under this article is not applied to taxes and fiscal

deductions and exemptions granted by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investors of a third State under

a double taxation or other tax-relate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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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FN 배제조항의 다양한 유형

앞서 중재사례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MFN조항은 투자유치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

협정을 근거로서 보다 유리한 절차적 대우를 받기 위한 근거로 자주 원용된다. 그리고 일

부 중재판정부들은 문제된 투자협정 내에 ISDS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MFN 배제조항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MFN적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추후 다

수 국가들은 특히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MFN조

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30)

이러한 조약상 절차에 관한 배제 조항의 예로서 콜롬비아-영국 BIT (2010) 제3조,31) 스

위스-조지아 BIT (2014) 제5조,32) 이집트-모리셔스 BIT (2014) 제5조,33) 호주-중국 FTA

(2014) 제9.4조34) 등의 규정이 있다. 동 협정들에서의 배제조항들의 경우, 단어 선택에 있

어서 “포함(encompass)”, “적용(apply)”, 또는 “미치다(extend to)”라든지, “분쟁해결제도

(mechanism)” 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및 제도”처럼 조금씩의 문구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며, 위 배제조항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MFN조항상 ‘대우(treatment)’의 의미가 ‘투자협정’이라는 조약(agreement)상 분쟁해결

절차인 ISDS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MFN조항

해석상 문제를 원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

대해 MFN조항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이러한 배제는 최근 체결되는 FTA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기 체결된 투자협정과 FTA에 대해서만

MFN을 배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추후 체결되는 투자협정과 FTA는 MFN배제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투자협정 이후에 투자유치국이 신규로 제3국과 체결하

는 투자협정상 대우에 관해서는 MFN조항을 원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캐나다-부르키

30) ISDS절차의 MFN 배제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들의 목록은 UNCTAD의 Mapping Project 결과에서 검색할

수 있다.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Mapping of IIA Contents”

에서 “Standards of Treatment” → “Exceptions from MFN” 항목에서 “Procedural Issues (ISDS)” 항목 검색: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mappedContent#iiaInnerMenu)

31) 콜롬비아-영국 BIT 제3조: “2.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to be granted ... does not encompass mechanisms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which are provided for in treaties o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32) 스위스-조지아 BIT 제5조: “It is understood that the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3) does not apply to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provided by this agreement or b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made by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33) 이집트-모리셔스 BIT 제5조: “4. It is understood that the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xtend to the provisions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cluded in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34) 호주-중국 FTA 제9.4조: “2.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ncompas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r mechanisms.”



ISDS 포럼쇼핑 방지를 위한 투자협정상 MFN 배제조항 183

나파소 FIPA (2015) 부속서 III 제1항의 경우, 추후 발효되는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MFN

배제를 제외하고 있다.35) 이와 같은 조항은 체결 상대국이 추후 발효하는 투자협정 내용

에 일관성을 줄 수 있다.

이러한 MFN배제조항은 일부 투자협정 내에만 삽입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다수의 투자

협정에서는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MFN조항이 배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최

근 체결되는 투자협정, 특히 FTA내 투자 챕터들에서 점점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MFN조항 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6) 특히 ISDS절차 등 절차적 규정에 대한

ISDS 포럼쇼핑 방지를 위하여 다수 투자협정들에서 명시적인 MFN 배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MFN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동 조항이 ISDS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거나, MFN 적용 범위의 예외에 절차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

자협정 당사국들이 협상 당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ISDS절차규범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함이다. 다만 MFN조항의 적용대상인 실체적 규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 MFN 의무가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투자협정이

거의 없다. 아래에서는 최근 투자협정들 중 새로운 형태의 MFN 배제조항을 도입하고자

한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Ⅳ. 최근 투자협정 내 MFN 배제조항 검토

1. EU-캐나다 FTA (CETA)

EU-Canada CETA (2014)의 경우 투자챕터인 제8장의 제8.7조에서 타방당사국의 투자자

에 대한 MFN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2항부터는 다른 국제투자협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MFN 배제조항으로서 가장 핵심

적인 조항은 제4항이다.37) 동 조항은 실체적 규정의 배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당사국들은 ‘명확성을 위해(for greater certainty)' 동 조항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35) 캐나다-부르키나파소 FIPA Annex III Exceptions from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Article 5 (Most-

Favoured-Nation Treatment) does not apply to treatment accorded by a Party und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in force on or signe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is Agreement came into effect.”

36) UNCTAD의 Mapping 조사 결과로는 아직까지 111개의 투자협정들에 불과하다.

37) CETA 제8.7조: “4.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does not include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provided for in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trade agreements. Substantive obligations in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trade agreements do not in themselves constitute “treatment”, and thus cannot

give rise to a breach of this Article, absent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pursuant to thos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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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살펴본 여러 중재사례들에서처럼 MFN조항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범위 확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해석상 제한을 두고자 하는 당사국들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38) 특히 투자협정상 절차적 사안인 ISDS절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당

협정상 MFN ‘대우(treatment)’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절차적 MFN배제

조항의 전형적인 유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ETA 제4항의 2문은 다른 투자협정상 MFN조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나 ISDS절차에 대해서 MFN조

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협정은 물론 나아가 무역협정(trade agreements)상의

“실체적 의무(substantive obligations)”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 문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먼저 MFN원칙상 동 협정 당사국 투자자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대우’의 범위에 있어

서 ‘실체적 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타협정상 절차적 사안을 제외한 기타 의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9) 그러나 반드시 타협정상 모든 실체적 의무가 MFN조항

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 문항은 다른 협정상 모든 실체적 의무는 “그 자

체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do not in themselves constitute treatment)”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그 자체로 (in themselves)”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다른 예외적인 경우의 가

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상 투자유치국의 의무로서의 ‘대우’의 범위에 비록

타협정상 실체적 의무가 “그 자체”로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는 포함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그 자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항의 후반

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동 문항은 “동 협정 당사국이 타협정상 실체적 의무에 근거

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한(absent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pursuant to those obligations)” “동 조항의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thus cannot give rise

to a breach of this Article)”고 명시하였다. 즉, 만약 CETA 의 당사국이 CETA가 아닌 다

른 협정상에만 존재하는 실체적 의무에 근거하여 제3국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

한다면. 비록 그러한 의무 자체는 MFN조항의 위반이 되지 않지만 이에 근거한 조치는

CETA협정상 하나의 ‘대우’로서 MFN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게 되므로 MFN조항 위반

이 될 수 있다. 이는 Bayindir v. Pakistan사건에서처럼 투자자가 타협정상의 규범 자체를

CETA내에 그대로 차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며,40) 따라서 투자자가 타협정상

실체적 의무가 CETA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투자유치국으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해당

38) Nathalie Bernasconi-Osterwalder, Commentary to the Draft Investment Chapter of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3, p. 16.

39) 예를 들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등 투자유치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여하여야 하

는 모든 대우.

40) Bayindir vs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ARB/03/29, Award, (August,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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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해줄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투자협정의 기본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투자협정상 투자유치

국의 실체적 의무 중 상당부분은 다른 투자협정들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러한 의무들은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으며, 투자유치국은 대부분 자신이 체결한 여러 투

자협정들을 고려한 일관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협정의 ‘양자성’이라는

특색을 고려할 때, 일부 실체적 사안의 경우 특정 투자협정 당사국과만 합의된 사안이 존

재할 수 있다. 따라서 CETA에서는 동 협정 내에 중첩되어 이미 포함되어있는 실체적 의

무에 대해서는 MFN조항의 적용을 허용하지만, 다른 투자협정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실

체적 의무 그 자체에 대해서는 MFN조항을 배제하려 하였다. 이는 국제법으로서 조약은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권리와 의무만을 포함한다는 국제법 형성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

여 ISDS 포럼쇼핑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만약 이에 근거하여 CETA협정의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대우’로서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CETA협정상 MFN조항의 적용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한-미 FTA(2012)는 최근 2018년 3월 개정협상을 통하여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일부 내

용이 수정되었다.41)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의 국내적 비준 동의 절

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공개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발효될 개

정협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기존 한-미 FTA 제11장 투자챕터상 제11.4조 “최혜국 대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투자협정들의 최혜국대우 규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투자의 설립․인수․확

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의 ‘설립’ 단계에서의 최혜국대우를 인정함으로써 투자시장

진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투자시장에서 각

당사국의 투자자들이 타당사국 영역 내 투자 설립 단계에서 받게 되는 모든 혜택은 제3

국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한-미 FTA 제11장에서는 별도로 MFN조항으로 인한 ISDS 포럼쇼핑을 방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11.4조 내에서는 물론, 제2절(section B)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에서도 특별한 MFN 배제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41) 자세한 개정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개한 개정협상 결과문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

es/Press/Releases/KORUS%20Texts%20Outcom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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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수정되는 조항들 중에는 제11.4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11.4조 제2항에 뒤이

어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MFN 배제조항이 포함되게 되었다:

“3. 더욱 분명히 하자면, 동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2절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분쟁해

결절차 또는 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For greater certainty, the treat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does not encompass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r mechanisms,

such as those included in Section B.)”

이처럼 MFN조항 내에서의 명시적인 절차적 MFN 배제조항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ISDS 절차에 관한 규정 또한 수정되었다. 기존 협정 제11.1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서는 제2절에 따른 중재가 제기될 수 없는

청구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동 조에 따르면 손해에 대한 인지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ISDS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국내법원 절차를 중복적으로 동시

에 이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조 제3항에 뒤이어 추가되

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만약 제11.16조에 따라 협정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동일한 상황에서의 동일한 조치

에 관한 청구가 이미 피소국과 비당사국 간 협정에 따라 다음의 청구인들에 의해 개시되

었거나 계속된 것이라면, 투자자는 동 절에 따라 그 청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An investor of a Party may not initiate or continue a claim under this Section if a claim

involving the same measure or measures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under Article 11.16

and arising from the same events or circumstances is initiated or continued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respondent and a non-Party by):

(i) 당사국의 투자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비당사국의 인, 또는 (a person

of a non-Party that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e investor of a Party; or)

(ii)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를 당하는 비당사국의 인 (a

person of a non-Party that i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investor of

a Party.)

(b) 제(a)항과는 별도로, 만약 피소국이 그러한 청구의 진행에 동의하거나, 또는 당사국

의 투자자와 비당사국의 인이 개별 협정에 의해 제기된 청구들을 동 절에 의해 구성된

중재판정부 앞으로 병합하여 진행할 것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에 대해서는 동 절

의 중재가 진행될 수 있다.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the claim may proceed if

the respondent agrees that the claim may proceed, or if the investor of a Party and the

person of a non-Party agree to consolidate the claims under the respective agreements

before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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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른 투자협정들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ISDS 포럼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을 둔 사례는 없었다. 물론 위 규정의 내용은 ISDS 절차에 관한 MFN 배제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는 규범이지만, 개정된 한-미 FTA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

여 좀 더 자세하게 명시적으로 ISDS 포럼쇼핑 방지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V. 결론: ISDS 포럼쇼핑 방지를 위한 MFN 배제조항 규정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투자조약의 양 당사국들은 무분별한 MFN조항의 남용을 방

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시적인 MFN 배제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적용범위

의 예외로서 다른 FTA 등 특혜적 시장자유화 협정들을 명시적으로 MFN 적용대상에서 배

제하게 된다면, 당사국들의 입장에서는 양자 간 포괄적인 협상을 위해 도출한 상호 시장자

유화의 약속을 지키는데 있어 이러한 약속이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전이되는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경우 단순한 BIT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협상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양자성을 좀 더 명확히 지켜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다수 투자협정이 FTA의 한 챕터로 삽입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MFN조

항 예외 설정은 궁극적으로 여타 투자협정의 MFN조항 배제를 도모할 것이다. 결국, MFN

조항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협정상 규범에 따를 수밖에 없으

므로, MFN 배제조항 등을 통해 투자협정에서 이를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ISDS 포럼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MFN 배제조항 중 ‘절차적 배제조항’의 경우 명시적으

로 해당 투자협정상 ISDS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협정상의 내용이 절대 차용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배제를 하게 된다. 이는 협상 당사국들의 입장에서는 양국 간 명시적으로 합의

된 ISDS절차만을 서로 허용하게 되므로 양자적 협상의 결과가 정확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주의한 바와 같이, 자국 투자자가 해당 투자협

정상 ISDS절차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상

대 당사국인 투자유치국이 향후 제3국과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ISDS 절차를 약속하게

된다면, 이미 양자협상이 종료된 이상 이러한 절차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BIT나 FTA 조약 자체에 대한 재협상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으로서 당사국은 MFN조항을 통해 타 협정상 ISDS절차를 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실익도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체적 의무에 대한 MFN 배

제조항’ 역시 당사국 간 양자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필

요한 조항일 것이다. 하지만 자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협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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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의무를 차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 또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MFN조항 및 그 배제조항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여러 상황에 있어서 시의 적절

한 사용이 필요하며, 자국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양자조약’이라는 국제법적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가책임을 수반하는 지

속적인 의무가 상호간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면, 각 국은 다양

한 유형의 MFN 배제조항의 서로 다른 효과를 분석하고, 각 당사국들과의 개별적인 협상

을 통하여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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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FN Restric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for the Prevention of

ISDS Forum Shopping

Nany Hur

MFN provis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a tool for equitable treatment between

foreign investor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non‐discriminatory principle has been

pursued by the host states for further investment promotion. However, it may be abused to

bring the situation of so‐called “ISDS forum shopping” which might harm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vestment agreements by unexpectedly extending the scope of obligations.

While som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scope of MFN provision very

broadly to allow the ISDS forum shopping,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ovisions have

been invoked. To prevent any chaos of unclear boundary of MFN provision, some explicit

MFN restrictions which would limit the scope of MFN provision are needed. Indeed, some

investment agreements have included these MFN restrictions. Specifically, MFN restrictions

deal with both procedural or substantive provisions to prevent ISDS forum shopping.

According to the lessons from the recent examples of MFN restrictions, there must b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having a certain type of MFN restriction as

the parties can be the host state and the home state of their investors at the same time.

Key Words : Investment Agreements, MFN Provisions, MFN Restrictions, ISDS Forum Sho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