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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간접투자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이 되었고 

교류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거래는 분쟁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에 국제적 분쟁해결의 주요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제도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를 한·

중 양국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만, 중국법원은 외국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국가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

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상호보증의 인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향적인 태

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동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해서

는 동 조약의 해석이 승인·집행 문제에서 관건이 된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에 대한 보고제도를 통

해 동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신청의 기간준수여부에 관한 유연한 해석이라든

지, 뉴욕협약상 ‘공서’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등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경우라면 중국과 재판의 승인·집행

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는 것이 한

국법원을 관할로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혹은, 뉴욕협약

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규칙

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

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어가는 한·중 교류상황에 비추어, 우리 법원의 재판

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판결

에 대한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 체결’에 관한 검토가 해결책으

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주요어: 승인, 집행, 외국판결, 상호주의, 호혜원칙, 외국중재,	

뉴욕협약, 중국. 

학  번 : 201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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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본 논문의 중국어 표기는 인명, 지명, 상호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현지의 원어 표준발음을 기준으로 

하되, 고유명사 중 특히 상호에 포함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적 개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법률용어로 번역하였고, 

‘국제’,  ‘그룹’ 등 원어발음을 적는 경우 친숙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의미전달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해당 한자의 한국어 독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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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간접투자에 있어서 주요 상대국이 되었

다. 특히 교류의 증대는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아울러 높여오

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거래의 다양한 양상은 분쟁

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며, 이에 대한 해결 역시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기존의 전형적인 분쟁해결방식인 국가의 사법제도에 의한 해결

은 국제적인 요소를 가진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는 주권독립의 원

칙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재판이란 어느 국가 법원

의 재판권 행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당해 국가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타국법원의 판단의 

효력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각국이 ‘외

국법원의 재판의 승인·집행’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당

초 재판이란 어느 국가의 재판권의 행사의 결과인 만큼, 어떠한 

요건에서 타국의 재판의 효력을 승인할 것인지, 당해 외국법원의 

재판에 승인국이 어떠한 효력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갖는 효력을 승인국에 확장시키는 것인지의 문제는 모두 

개별국가가 결정할 사항이어서 각국의 태도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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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법상 외국법원의 재판이 승인·집행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2013년 개정된 

중국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알아본다. 나아가 중국법원

이 외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

는지 판례를 통해 살핌으로써 대중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에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한편, 전통적인 국가주권에 기반한 사법제도에 의한 해결 이외

에 국제적인 상거래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는 대

체적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중재판정도 개별국가에서 집행되기 위

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

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 년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국제연합 국제무역

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1985년 마련하고 2006년 개정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이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 중

국역시 1986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동 협약이 발효하

고 있으며, 모델법의 취지를 받아들인 단행법으로서의 중재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집행 내

지 그 거부사례를 살핌으로써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실

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중국거래에서 중재제도의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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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외국법원의 재판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결과

물인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법 내지 중국법원이 취하는 태도

를 밝힘으로써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외국적 요소를 가진 분쟁에 대

한 해결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 2장에서는 중국의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제를 통해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

펴보고 한국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중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승인·집행

된 사례 및 그 승인 내지 집행을 거절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

무의 동향을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의 태도 및 뉴욕협약

의 적용에 관한 중국법의 규정 일반을 한국법의 관련 규정들과 더

불어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중국법원이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뉴욕협약 제 5조가 정하는 각 거

부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실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법과 법원

의 태도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자면 매우 적은 수의 판례만을 공간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검색체제도 구비되어 가고 있는 중이나, 

아직 전국의 각급법원이 통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원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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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원의 실무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국 법원의 판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원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자 가급적 2005

년 이후의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중요한 법리를 설시하는 판례의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 없이 소개하였다. 중국법원이 외국법원 재

판의 승인∙집행을 다룬 사건은 극히 드물어 제 3장에서 소개한 판

례는 원문이 입수가능한 범위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라고 할 것이

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건은 비교적 그 수가 많

아 제 5장에 소개한 판례들은 원문이 입수가능한 20여개의 판례 

중에서 승인거부사유별로 분류하고 선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

았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본토만을 

의미하며, 별개의 법역(法域)으로 취급되는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는 제외한다. 이 글의 논의 

범위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 외에 모든 사항은 중국본토에 

관련된 것이며, 구별이 필요한 경우 ‘홍콩’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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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제 1절 서론 

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법원의 재판은 한 국가의 주권행사의 결과물이다. 국가의 형벌

권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이나 행정권의 행사에 따른 행정사건의 재

판은 물론이거니와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상사 사건에 대한 재

판 또한 당해 법원이 설치된 국가가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재판권

을 행사한 결과물이다. 국가주권원칙이 확립된 현실에서 재판은 

당해 국가에서 유효하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타국에 역외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이 국가주권에 기반한 결과물이기에 다른 국가 역시 

타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각국 간에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거래와 교역에 따른 문제에

는 여러 국가의 당사자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집행의 대

상이 여러 국가에 산재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민·상

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보편적 관할권을 갖는 세계법원이 없는 

현실에서 개별국가의 재판이 타국에서 효력을 가질 필요성이 인정

된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자국 또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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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 하에 타국의 재판을 승인하고 그 집행을 허용하는 제

도를 두게 된다.  

Ⅱ.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개념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흔히 ‘승인과 집행’으로 통칭하기도 하나,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

이다.  

외국법원 재판에 대한 승인의 효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1 한국의 통설은 이른바 효력확장설인데, 

이에 따르면 재판권이 있는 외국법원의 재판의 효력이 승인국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 승인국에 존재

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법률적 효력까지 확장되는지에 관해서는 견

해의 대립이 있다.2  

한편 외국법원의 재판의 집행은 승인이 전제가 되어 그 재판에

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어떠한 

외국 법원의 재판의 내용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승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집행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외국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법률

관계의 확정을 위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라면 그 집행의 문제는 남

지 않는다. 또한 집행은 이행판결에서만 가능하므로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에 대해서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실익

                            
1
 이하 견해대립에 관한 논의는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410~411면 참조.  
2
 석광현, 위의 책, 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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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때에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 판례와 유

력설의 태도이다.3  

Ⅲ.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의 효력 

외국법원이 행한 재판의 승인의 효력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국

가의 재판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판결을 승인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건을 요구할 것인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는 

개별국가가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통설인 효력확장설(Wirkungserstreckungs-

theorie)은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의 본질은 당해 국가에서의 효력

이 승인국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반면에 독일의 소수

설인 동등설(Gleichstellungstheorie)에 따르면 승인된 외국법원 

재판은 승인된 국가의 확정재판이 가지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누적설(Kumulationstheorie)

은 승인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재판국법에 의하나 승인국법

상 당해 외국재판에 상응하는 재판의 효력을 한도로 인정한다는 

견해를 취한다.4 

 독일과 한국의 통설인 효력확장설이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을 

통해 승인국에서 그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 승인국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법률적 효력까지 확장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5    

                            
3
 석광현, 앞의 책, 417 면 각주 205. 

4
 이하의 논의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 앞의 책, 409~410 면 참조.  

5
 석광현, 앞의 책, 411 면. 



8 

제 2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Ⅰ. 한국법상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한국법은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민사 

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었으나 해당 법이 2002년 7월 1일자로 민사소송법 

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외국법원의 재판이 한국에서 일정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민사소송법 제 217 조
6
는 1) 외국판결이 확정판결일 것, 2)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3) 패소한 피고가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 

하였을 것, 4)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5)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다섯가지를 요구한다.7 

                            
6
 제 217 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 

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 6 증보판, 2012, 593~59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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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당해 외국재판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승인(이른바 자동적 승인)되며, 이 점은 승인에도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중국 민사소송법의 태도와 다르다. 한편 승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외국에서 재판이 선고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한국에서 기판력, 형성력 등 기타 효력을 갖게 된다.8  

2. 외국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6조·제 27조 

한국법에 의하면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법원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는 별도의 절차가 요구된다.9 이는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른 

것인데, 승인된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형식상 심사를 거친 후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집행력이 부여되는 영국, 싱가폴, 홍콩 등이 

취한 보통법계의 법제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 민사집행법 

제 27 조
10
는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요건을 갖춘 판결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집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11
고 하여 

이른바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8
 석광현,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  

215 면.  
9
 민사집행법 제 26 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0
 민사집행법 제 27 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11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 6 판, 2013, 123~12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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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중국역시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승인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민사소송법
12
에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규정한 제 281 조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1조13
는 외국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하여 

승인·집행이 필요한 때에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당사자 외에도 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규정, 또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외국법원 역시 

인민법원에 승인·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을 규정한 제 282 조 

중국민사소송법 제 282조14
는 “인민법원은 승인과 집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외국법원이 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裁

                            
12
 2012년 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해서는 구법과 비교하여 조문번호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13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 第二百八十一条 

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需要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承认和执

行的,可以由当事人直接向中华人民共和国有管辖权的中级人民法院申请承认和执行,

也可以由外国法院依照该国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或者

按照互惠原则,请求人民法院承认和执行. 
14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 第二百八十二条  

人民法院对申请或者请求承认和执行的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 

依照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则进行审查后,认为不

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裁定承

认其效力,需要执行的,发出执行令,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

律的基本原则或者国家主权、安全、社会公共利益的,不予承认和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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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15
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의 이익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

는 경우, 재정(裁定)으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

우 집행령을 발하여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승인·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석상 1) 외국재판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을 것16, 2) 

외국과 중국 간에 국제조약 또는 호혜관계가 존재할 것, 3) 당해 

외국재판이 중국의 법률적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

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떤 외국법원의 재판이 중국법원에서 승인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판결을 내린 국가

가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된다. 만약 

1) 당해 확정재판을 행한 법원이 속한 국가가 조약이 체결된 당사

국인 경우라면 조약상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

고, 당해 판결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국가주

                            
15
 중국민사소송법은 판결과 결정 그리고 한국법이 알지 못하는 재정(裁定)을 

판결의 형식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재정(裁定)은 한국법상 결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에 대비되는 관념으로 우리 법상 결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裁定)’으로 표기한다. 

중국법상 판결과 결정, 재정의 차이에 관해서는 한대원, 현대중국법개론, 

개정판, 박영사, 2009, 646~649 면; 푸위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 12 권 제 2 호, 2007, 426~428면 참조. 
16
 이에 대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판결에 구속력과 집행력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李广辉·宋磊， 试论对外国法院判决承认与执行的条， 河南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1 年 第 4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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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

인·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17 한편 2) 문제된 확정재판이 조약

이 체결된 당사국의 재판이 아니라면 호혜원칙이 적용되는데, 호

혜원칙상 승인의 요건을 확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약이 

체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판결이 중국법률의 기본원칙에 반

하는지 여부와 국가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Ⅲ. 양국 법제의 비교검토  

1. 개관 

한국과 중국 모두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라 외국법원 재판의 승

인·집행에 있어서 한국법상 자동적 승인을 제외하면 법원의 재판

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가 비교적 상세

한 요건을 두어 외국판결의 승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하

여, 중국 민사소송법은 제 282 조가 정한 바와 같이 ‘조약’에서 정

한 요건에 비중을 두며,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호혜원칙’이라는 

다소 모호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즉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 외국판결이 확정판결일 것, 

2)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3) 패소한 피고가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17
 중국법이 말하는 社会公共利益은 대체적으로 ‘공서(ordre public)’와 유사 

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국가주권, 안전과 병렬적으로 열거되고 있어 

‘공서’그 자체는 아니고 이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회공공 

이익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허익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상사 중재의 

법제와 국제화 동향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22~ 23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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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두고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하였

을 것, 4)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5) 상호

보증이 있을 것이 요구됨에 반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1) 

외국재판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을 것18, 2) 외국과 중국 간에 국

제조약 또는 호혜관계가 존재할 것, 3) 당해 외국재판이 중국의 

법률적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 그 요건이 된다. 이렇듯 중국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상세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탓에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에 대하여 문헌에 따라 상이한 언급이 있다.   

중국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다수의 문헌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요건에 관해 상술한 중국민사소송법 제 282조의 규정외에 상이한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혹자는 1) 외국법원의 관할권 존재, 2) 

소송절차의 공정성, 3) 외국판결이 확정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 

4) 외국판결은 기타 관련법원의 판결과 저촉되지 않을 것, 5) 호

혜원칙이 준수될 것과 6)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중국의 공공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19 또다른 학자는 1) 관할권의 

존재, 2)확정된 종국판결일 것, 3) 조약 또는 호혜관계의 존재, 

4) 중국의 법룰의 기본원칙, 공공정책, 국가주권과 안전에 반하지 

않을 것, 5)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을 것, 6) 중국법상 승인·집행 

절차의 준수를 요건으로
20 한다는 등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  

                            
18
 이에 대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판결에 구속력과 집행력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李广辉·宋磊, 앞의 논문 참조. 
19
 천쥐엔, 중국 국제사법의 개관, 국제사법연구 제 9호, 2003, 165면. 

20
 钱锋, 论外国法院民商事判决的承认与执行, 对外经济贸易大学 博士学位论文, 

145~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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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의 사법실무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판결과 판정이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받으려면 하나의 전제조건과 7가지 

실질적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면서 그 전제조건은, 판결과 

판정을 내린 사법기관이 소재한 국가와 중국 간에 법원의 판결과 

판정에 관하여 상호 승인 및 집행한다는 국제조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상호호혜관계원칙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7 가지 

실질적 사항은 1) 외국사법기관이 동 사건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국의 전속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것, 2) 

외국판결은 반드시 효력을 발생한 최종적인 판결일 것, 3) 외국 

판결을 선고한 사법기관이 소재한 소송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호할 기회를 가졌을 것, 4) 외국판 

결이 기만적인 소송절차를 통하여 내려지지 않았을 것, 5) 외국 

판결이 중국법원이 이미 내린 관련판결과 모순이 존재하지 않을 

것, 6)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을경우 외국법원이 우선 수리할 수 있을 것, 7) 중국의 사회 

공공이익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다.21 

 그런데 법에서 명문으로 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추가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데다가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중국 

법원의 실무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을 다루는데 매우 

인색하여
22
 판례를 많이 남기고 있지 않아 중국 사법실무의 정확한 

입장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21
 广东省高级人民法院编, 中国涉外商事审判实务, 法律出版社, 2004, 32 면 (왕홍 

펑, 한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 13호 에서 

재인용). 
22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 2 편 심판절차상 통상의 제 1 심 절차규정에 따르면 

‘기소와 수리(起诉和受理)’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소제기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법 제 124 조에 따르면 관할인민법원은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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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견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과 중국 민사소송

법 제 282조가 정한 요건이 상이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중국이 체결

한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보다 상

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일반조약이 부재한 상황 

에서, 중국은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23 

                            
(起诉)를 받은 이후 심리로 나아갈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는 수리(受理)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의 관념에 따르면 법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가 제기되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있은 후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우리 민사소송의 체계와 달리 

법원이 입안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 외국 

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신청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 법원이 수리를 

거부하여 사건의 성립 자체를 차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한다. 중국 민사소송 

법상 수리제도에 대한 상세는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61~265 면 참조.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 第一百二十四条  

人民法院对下列起诉,分别情形,予以处理： 

（一）依照行政诉讼法的规定,属于行政诉讼受案范围的,告知原告提起行政诉讼； 

（二）依照法律规定,双方当事人达成书面仲裁协议申请仲裁、不得向人民法院起诉

的，告知原告向仲裁机构申请仲裁； 

（三）依照法律规定,应当由其他机关处理的争议,告知原告向有关机关申请解决； 

（四）对不属于本院管辖的案件,告知原告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起诉； 

（五）对判决、裁定、调解书已经发生法律效力的案件,当事人又起诉的,告知原告申

请再审，但人民法院准许撤诉的裁定除外； 

（六）依照法律规定,在一定期限内不得起诉的案件,在不得起诉的期限内起诉的,不

予受理； 

（七）判决不准离婚和调解和好的离婚案件,判决、调解维持收养关系的案件,没有新

情况、新理由,原告在六个月内又起诉的,不予受理。 
23
 한국과 중국 모두 가입한 1969 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제 10 조는 (동 조약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그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의 재심형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a) 판결이 기만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또는 (b) 피소인에게 합리적인 통고 및 자기 입장을 진술 

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국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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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와의 사법협조 협정을 체결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상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 24 중국이 프랑스, 폴란드, 몽고, 

필리핀 등과 체결한 사법협조 협정에서는 재판의 승인·집행을 

포함한 사법공조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2005 년 한·중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 

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은 양국간의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협의의 사법공조만을 규정하고 있다.25 

중국이 체결한 사법협조 협정들에서 구체화 하고 있는 승인 

·집행의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26  

                            
24
 2011 년 6 월 현재 중국의 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32 개국이다. 중국 사법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2009 년 8 월 26 일까지의 현황만이 공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30 개국과 민·상사 관련 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다. 그 국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France, Poland, Belgium, Mongolia, Romania, Russia, Belarus, 

Cuba, Spain, Ukraine, Bulgaria, Egypt, Kazakhstan, Italy, Turkey, Cyprus, 

Greece, Kyrgyzstan, Hungary, Tajikistan, Uzbekistan, Morocco, Vietnam, 

Tunisia, Laos, Lithuania, Argentina, UAE, North Korea, Kuwait, Peru and 

Brazil. (2013년 9월 1일 최종방문) 

http://www.moj.gov.cn/sfxzws/content/2009-08/26/content_1144120.htm 
25
 한중조약 체결 당시 중국측이 제안한 초안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공조를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한국은 수정안에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중국재판의 전면적인 승인을 조약에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외하였었다. 석광현, 한국법원에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223 면. 
26
 2001 년 <중국과 아르헨티나간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은 1) 본국의 주권, 

안전 또는 중대한 공공이익, 또는 본국법률의 기본원칙을 손상시키는 특정 

판결의 승인; 2) 재판을 내린 일방의 법률에 따라, 본재판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고 또는 집행력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 3) 피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내린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4) 판결을 내린 일방의 법률에 따라, 

패소당사자가 아직 합법적 소환을 경유하지 못한 경우; 5) 피청구국 법원에 

의해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목적의 안건이 현재 심리중이거나 또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내려졌거나 또는 이미 제 3 국이 사안에 대해 내린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승인한 경우; 6) 본 조약의 제 17 조에서 규정된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승인·집행의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는 조약으로 1993 년 <중국과 루마니아간 민사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1998 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민사 및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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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청구국 법률에 의할 때 재판을 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2) 재판을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유효하며 집행가능한 재판일 것 

3) 재판을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송달을 받았거나 

절차에 참여하였고, 소송무능력자의 경우 소송대리가 있었을 것 

4) 피청구국의 법원이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이미 내려진 확정판결이 없으며, 제 3 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피청구국 법률의 기본원칙, 주권, 안전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이상의 요건은 한국민사소송법 제 217 조가 규정한 1) 외국 

판결이 확정판결일 것, 2)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3)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하였을 것, 4)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 5)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조약이 체결된 국가들 사이에는 

개념상 5) 상호보증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될 성질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 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중국 민사소송법의 문언 및 다기한 견해들 중 어느 것을 따르더

라도 승인·집행을 신청한 외국재판을 행한 국가가 중국과 조약을 

                            
공조조약>, 1999 년 <중국과 리투아니아간 민사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및 

2006 년 <중국과 북한간 민사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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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조가 규정한 ‘호혜

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조

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의 요건이 되는 ‘호혜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1) 중국 민사소송법상 호혜원칙의 의미  

중국 민사소송법은 ‘호혜원칙’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

고 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 역시 그에 대한 사법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의 통설은 ‘호혜’에 대하여 “사실상의 문제

(事实互惠)”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호혜(法律互惠)

에 대비되는 개념이다.27  

중국에서는 법률호혜를 “문제된 재판을 행한 국가의 법률에 의

하여 외국법원 재판의 효력이 승인내지 집행을 신청받은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그보다 관대한 조건 하에 승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28 그러면서 사실호혜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의 판례 

또는 실제의 관행 등 구체적인 선례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중국법의 호혜원칙이란 ‘사실호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

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견해도 상당하다.29  

                            
27
赵相林 主编, 国际私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5, 442 면; 林倩, 再论承认与 

执行外国法院判决中的互惠原则, 法制与社会, 761 면. 
28
齐湘泉·刘畅 韩国法院判决在中国获得承认和及执行的路径-以互惠原则为切入点, 

2012 中韩国际私法研讨会论文集, 192 면. 
29
 이에 대한 비판으로 호혜원칙을 사실호혜로 이해한다면 민사소송법상의 호혜 

원칙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李旺, 国际民事诉讼法 第2版, 

清华大学出版社, 제 134 면 참조. 중국법원의 실무에서 사실호혜가 아닌 법률 

호혜를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으로는 모스지엔, 중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표준의 조화문제에 관한 중국의 시각,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 15 권, 

94 면 참조. 한편, 林倩, 承认与执行外国法院判决中的互惠原则制度研究, 复旦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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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판국과 한국간에 실제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승인 및 집행가능성만으로 족하다고 보는 한국

과 일본 및 독일 등의 예와 다른 태도이다.30  

더욱이 상호주의에 관하여 ‘재판국이 동등하거나 그보다 관대한 

조건 하에 외국재판이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에 따르면 만일 

당해 재판국 역시 상호보증을 요구하고 재판국의 외국재판 승인의 

요건이 승인이 문제된 국가의 요건보다 관대한 경우에는 재판국 

측에서 보면 승인이 문제된 국가의 요건이 더 엄격한 것이 되어 

승인이 불가하며, 승인을 신청받은 국가는 상호보증이 없다고 보

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동등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는 견해가 보다 널리 인정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31 ‘사

실호혜’를 취한다는 중국법원의 태도는 차이가 크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은 1971 년 10월 22일 선고 71다 1393 판결

에서 ‘동일 또는 관대한 조건설’을 취한 바있으나 대법원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2다 74213판결은 이를 완화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

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 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

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

                            
学 法学院 博士学位论文, 제 31 면 역시 중국법상 호혜원칙이 사실호혜인지 

법률호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0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397 면.  

31
 석광현, 위의 책, 39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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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

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상호보증이 있다는 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2) 호혜원칙 적용의 예외문제 

한편, 중국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정하는 호혜원칙의 적용이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설명된다.3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인 ‘중국공민의 외국법원 이혼재판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 

(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제 1 조에

서 ‘중국과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에 대해 중국의 당사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해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
33
할 뿐, 명시적 

으로 ‘호혜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 사법해석 제 12 조
34
는 외국법원 이혼판결의 불승인 

사유로 1)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2) 판결을 행한 

외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결석한 채 판결이 

                            
32
 齐湘泉·刘畅, 앞의 논문, 192 면; 秦瑞亭 主编, 国际私法, 南开大学出版社, 

2008, 351 면. 
33
 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 第一条 

对与我国没有订立司法协助协议的外国法院作出的离婚判决,中国籍当事人可以根据

本规定向人民法院申请承认该外国法院的离婚判决. 
34
 最高人民法院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 第十二条 

经审查, 外国法院的离婚判决具有下列情形之一的, 不予承认： 

（一）判决尚未发生法律效力； 

（二）作出判决的外国法院对案件没有管辖权； 

（三）判决是在被告缺席且未得到合法传唤情况下作出的； 

（四）该当事人之间的离婚案件,我国法院正在审理或已作出判决, 或者第三国法院 

对该当事人之间作出的离婚案件判决已为我国法院所承认； 

（五）判决违反我国法律的基本原则或者危害我国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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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거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당사자간의 

이혼에 관하여 중국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제 3국의 판결이 승인 

된 경우, 5) 중국법률의 기본질서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 

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호혜원칙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동 규정 제 12 조에서 정하고 있는 1)과 5)의 내용은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 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2) 판결을 

행한 외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3) 피고가 결석한 채 

판결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당사 

자 간의 이혼에 관하여 중국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제 3 국의 판결 

이 승인된 경우”라는 사항들은 민사소송법 제 28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동 사법해석은 민사소송법 

제 282조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법해석을 두고 호혜원칙 적용의 예외라고 보며, 

제 3 장에 소개한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 실무의 운영도 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법해석의 지위에 관련 

하여 호혜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일단 사법해석이 중국법의 법원(法源)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실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35 다만 사법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의 ‘해석’이라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중국의 현실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권 행사는 많은 경우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35
 김주,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 15 권 2 호, 380~382 면; 정이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제도 

검토, 공법학연구 제 11 권 제 3 호, 1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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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입법기관이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을 최고인민 

법원이 필요에 따라 해석을 진행한다는 비판
36
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법해석의 형식 중 ‘규정’은 제정법 입법취지에 근거 

하여 심판업무에서 제정이 필요한 규범·의견 등에 대한 규범의 

마련으로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행하는 목적론적인 해석이다. 이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단지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사법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법해석의 입법화가 뚜렷이 나타난다.37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기에 월권해석이라는 비판이나, 입법 

기관이 아닌 최고인민법원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파악할지도 의문 

시된다는 지적
38
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통해 법률에 규정 

되지 아니한 요건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입법기관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법률규정을 개폐할 수는 없다. 

‘호혜원칙’은 중국 민사소송법상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요건으로 

명시한 원칙이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호혜원칙’이 무엇인지 

에 관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해석을 통해 법률에 

명시한 요건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사법해석과 법률의 

체계적 지위에 합당하다. 다만 사법해석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는 중국의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법해석제도 전반의 개혁과 연관된 

방대한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2년 총칭시(重庆市) 중급인민법원은 캐나다 이혼판결 

승인재정을 하면서, “현재 중국과 캐나다간에 사법공조조약이 

                            
36
 정이근, 앞의 논문, 146~147 면.  

37
 김주, 앞의 논문, 383~384 면.  

38
 贺日开, 司法解释权能的复位与宪法的实施, 中国法学, 2004, 第3期,6면 (김주, 

위의 논문, 제 384 면 각주 2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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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지 않았기에, 법원은 마땅히 호혜원칙과 중국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라고 밝혀 이혼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호혜 

원칙을 언급한 바 있는데, 사실호혜든 법률호혜든 호혜관계의 성 

립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39 

4.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 조의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정론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조가 정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부족 

하다는 인식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 

요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민대학교의 지앙웨이(江伟)교수가 주축이 되어 만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건의(제 3 고) 및 입법이유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修改建议稿(第三稿)及立法理由, 이하 ‘개정건의’)’로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 282 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건의 제 50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법원의 재판에 다음 각호의 사정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 

인민공화국 법원은 당해 재판의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2)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판결을 행한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이 법의 전속관할규정에 의할 때 당해 

외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39
 何捷申请承认加拿大伯塔省艾德寨特法院离婚判决案 1992 年民字第 594 号, 

重庆中级人民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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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소당사자가 합법적인 소환을 받지 못하여 결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소송무능력인 때 합당한 소송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인 경우 

(5)  당해 재판의 소송이 공정하고 독립된 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것을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절차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6)  사기에 의하여 획득된 판결인 경우 

(7)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미 판결이 행 

하여진 경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제 3 국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8)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조약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규정에 의한 기타 승인·집행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 규정은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학설로 논의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승인·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조 제 8 호가 포괄적인 승인·집행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개정건의 외에도 호혜원칙 영역에서 1) 호혜원칙에 대 

해서 실제 승인·집행의 선례를 요구하는 ‘사실호혜’가 아니라 

문제된 재판을 행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법원 재판의 효력 

이 승인 내지 집행을 신청받은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그보다 관대 

한 조건 하에 승인될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법률호혜’로 확대 

하여야 하며, 2)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사법 제 92조 제 2항의 규정 

과 같이 호혜관계의 유무에 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호혜 

관계가 있는 것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승인·집행이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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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없으면 호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40  

그러나 이러한 개정논의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 통과 

되어 2013 년부터 시행되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구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40
林倩, 앞의 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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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원이 재판이 승인·집행되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중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것과 학설들이 요건으로 

삼은 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가 규정한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우선 당해 외국판결이 ‘확정판결’일 

것을 요하는데, 중국 민사소송법은 외국재판이 법적 효력을 발생

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의 ‘법적효력’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

적으로 판결에 기판력 내지 구속력과 집행력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한

국법원에서는 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 가합 26523 판결

에서 일찍이 산둥성(山东省) 웨이팡시(潍坊市) 중급 인민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그 기판력을 인정한 바 있었다. 

다만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민사소송법이 기판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심사유가 너무 광범하므로 기판력을 인

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41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경청할 만 

한데, 광범한 재심사유로 말미암아 기판력의 핵심적인 요소인 차

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된가면 중국법원의 재판을 한국법

원이 승인함에 있어서 ‘확정판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법원과 실무에서 너무 완화

된 재심요건과 그 사유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

여 기판력을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41
 손한기, 중국의 재심절차(再審節次)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 15 권 제 2 호, 2011, 40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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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민사소송법은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하였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상 외국과 중국 간에 국제조약 또는 호혜관계가 

존재할 것 내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이 체결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

한 조약에는 한국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요건들과 거의 동일한 사

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

소송법이 정한 호혜원칙 외에 해석을 통한 요건들이 중국이 체결

한 양자조약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호혜원칙’과 관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상호주

의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와 달리 승인을 신청받은 재판을 행한 국

가가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호혜’로 이해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국의 통설적 

견해이며, 실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거의 인정하

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평가됨
42
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르면 외국재판의 승인은 그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함에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승인에 대

                            
42
 钱锋, 앞의 논문, 150~151 면. 동 논문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2000 년부터 

2005 년까지 외국법원 재판이 승인된 사례는 총 12 건으로 2000 년 4 건, 2001 년 

3 건, 2002 년 3 건, 2004 년 2 건이며, 2003 년과 2005 년은 0 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승인·집행사례의 대부분이 이혼관련 사례라고 하나, 그 구체적인 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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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재판이 요구되므로 그 요건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

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가합 26523 판결은 중국법원과의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

고 보았는데, 상호보증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이 점에 관

한 판단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국 민사소송법이 외국판결의 승인

이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한 사항과 중국 민사소

송법상 ‘당해 외국재판이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는 

일응 ‘공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풀어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중국법원들이, 뉴욕협약상 외국중

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안이긴 하지만, ‘공서’에 대한 판

단에서 ‘사회공공이익에 반한다’라거나 ‘중국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적용에 있어서 그 

범위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서’와 같은 요건으로 여김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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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

국법원의 판례분석 

제 1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있는 경우  

이탈리아 B&T	Ceramic	Group유한회사의 이탈리아법원 

파산결정 승인·집행 신청사건
43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난하이시엔펑주형유한회사(南海先锋模具有限公司, 이하 ‘난하이

시엔펑’)는 중외합자기업으로서 난하이시(南海市) 지리도자실업회

사(吉利陶瓷实业公司, 이하 ‘지리도자’)가 2%의 지분을, 이탈리아

의 Nassetti Ettore s.p.a회사가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1993년 

설립되었다. 1997년 11월 19일 ‘난하이시엔펑’은 그 명칭을 난하

이나싸이티시엔펑도자기계유한회사(南海娜塞提先锋陶瓷机械有限公

司, 이하 ‘난하이나싸이티시엔펑’)로 변경하였다. 1997년 5월 9

일 Nassetti Ettore s.p.a.는 그 명칭을 E.N.Group s.p.a.그룹(股

份集团公司)으로 변경하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1997년 10월 24 일 E.N.Group s.p.a.그룹은 이탈리아 밀라노법

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99년 4 월 14 일 

밀라노 파산법원은 ‘E.N.Group s.p.a. 그룹의 자회사에 대한 파산

                            
43
 B&T Ceramic Group s.r.l. 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意大利法院破产判决案, 

2001 年 11 月 13 日作出（2000）佛中法经初字第 633 号民事裁定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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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의 매각 불허가명령’을 내렸다. 1999년 9월 30일 밀라노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피압류재산전부명령’을 발하여 E.N.Group 

s.p.a. 그룹의 재산 및 권리들과 해외지사의 지분들을 모두 합하

여 일정한 가액에 신청인인 Ceramic Group s.r.l. 유한회사에 이

전하며, 파산관재인의 책임하에 앞서 언급한 재산들을 이전·교부

토록 하였다.  

1995년 2월 1 일 Nassetti Ettore s.p.a유한회사와 홍콩 롱쉬

안국제유한회사(隆轩国际有限公司, Broao Win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롱쉬안국제’)는 Nassetti Ettore s.p.a유한회사가 

보유한 ‘난하이나싸이티시엔펑’의 지분 98%를 매각하는 ‘주식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44 1999년 7월 21일 난하이시(南海市)는 위의 

주식이전을 승인하였고, ‘난하이나싸이티시엔펑’의 해외투자지분은 

‘롱쉬안국제’에 이전되었다.  

이에 신청인 B&T Ceramic Group s.r.l. 유한회사는 Nassetti 

Ettore s.p.a.가 ‘난하이나싸이티시엔펑’의 지분 98%를 위법하게 

권한 없이 매각하였으며, 신청인이 유일하고도 특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E.N.Group s.p.a.그룹의 해외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

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년 12월 18일 포샨시(佛山市) 

중급인민법원에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의 판결들을 승인·집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4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Roberto 

Nassetti 등은 지분매도계약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민사불법행위 책임과 파산사기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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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포샨시(佛山市) 중급인민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의 파산선고 내지 파산신청에 따른 결정들과 피압류재산의 전

부명령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이탈리아

공화국의 민사사법협조조약(中华人民共和国和意大利共和国关于民

事司法协助的条约)’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승인·집행 거절사유

가 없으며,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

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Nassetti Ettore s.p.a.가 이를 제 3자인 ‘롱쉬안국제’에 

이전하였으므로,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은 곧바로 집행할 수 없으

며, 집행 당사자를 확정하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어서 본 사안에서 처리할 수 없다. 신청인은 이 승인결정을 가지

고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라는 태도를 취

하고 있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건은 중국법원이 외국법원의 파산선고 내지 파산신청에 따

른 결정들을 승인한 최초의 사건이다. 다만 이 사건이 중국법원에

서 승인되는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중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사법공조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이탈리아공화국의 민사사법협조

조약(中华人民共和国和意大利共和国关于民事司法协助的条约)’의 존재

이다.   

중국 파산법은 국제도산법(international bankruptcy, trans-

national bankruptcy, cross border bankruptcy)적 요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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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제 5조45 에 단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외국의 파산선고 내지 결정에 대하여 중국의 인

민법원에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국제

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승인·집행에 관한 재정을 

한다는 것이어서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조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조항들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개괄적인 조항일 뿐이어

서 이 판결이 중국의 국제도산법 분야에서 가지는 의의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46  

한편 이 사건은 이탈리아와 중국 및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라는 상이한 법역(法域)에 걸쳐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중외합자

기업의 주식지분을 양수받은 ‘롱쉬안국제’는 홍콩에 등기된 법인

이어서 홍콩 역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중국법원의 이 사건 승

인재정(裁定)은 홍콩법인인 제 3채무자에게 유효한 집행력을 자동

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이 기존 이탈리아 

법원의 판결에서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롱쉬안국제’를 대상으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어느 법원에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응 ‘난하이나싸이티시엔펑’

                            
45
 中华人民共和国 破产法 第五条  

依照本法开始的破产程序,对债务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的财产发生效力. 

对外国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破产案件的判决、裁定,涉及债务人在中华人民共

和国领域内的财产,申请或者请求人民法院承认和执行的,人民法院依照中华人民共和

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则进行审查,认为不违反中华人民共和国

法律的基本原则,不损害国家主权、安全和社会公共利益,不损害中华人民共和国领域

内债权人的合法权益的,裁定承认和执行. 
46
 이에 관하여, 동 사건을 단순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문제가 아닌 외국의 

‘주된 파산결정의 승인’과 그에 부수하는 파산절차의 승인문제로 상세히 

살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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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법에 따른 중외합자기업으로서 중국법인이므로, 그 주식에 

관한 소의 관할권이 있는 중국대륙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견해47가 

유력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단일한 법제를 취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이다. 분명 홍콩은 중국영토의 일부에 속하지만, 특별행정

구로서 ‘헌법’의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 중국 헌법과 별개로 존재

하며, 법제도 역시 영국식민지의 영향에 따라 커먼로(common law)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국 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에

도 판결의 효력 역시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의 요건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효

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48 

 

                            
47
 한편, 중국최고인민법원과 홍콩법무부 사이에 체결한 협정(Arrangement on 

Reciproc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y the Courts of the Mainland and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ursuant to Choice of Court Agreements between Parties 

Concerned)은 간이한 승인·집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노동법 문제를 

제외한 민·상사 사건에 대하여 중국의 특정법원들의 판결을 간단히 

승인·집행함을 정한다. 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라니라면 홍콩법상 외국재판 

승인·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원문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legislation.gov.hk/intracountry/eng/pdf/mainlandrej20060719e.pdf 
48 홍콩에서 외국법원의 재판이 승인·집행되는 방법에는 1) 홍콩의 외국재판 

상호승인법의 적용을 받거나, 2)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재판의 상호집행협의 

의 적용을 받는 경우, 3) 커먼로에 의해 승인되는 세가지 경우가 있다.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홍콩의 입법(Ordinance)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 

하다.  

http://www.legislation.gov.hk/blis_pdf.nsf/6799165D2FEE3FA94825755E0033E53

2/78F350B74A272F51482575EF000AFEB7/$FILE/CAP_471_e_b5.pdf 

http://www.legislation.gov.hk/blis_pdf.nsf/CurAllEngDoc/215BD8E7AFF742A348

2575EE00332E65/$FILE/CAP_46_e_b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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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없는	 경우	 	
Ⅰ. 일본국민 고미 아키라(五味晃)의 일본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49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신청인 고미 아키라(五味晃)는 일본국민으로서, 일본 

르종물산유한회사(日中物产有限公司， 이하 ‘르종물산’)와의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국 요코하마(横滨)지방법

원 오다와라(小田原)지원으로부터 ‘르종물산’과 그 대표자 우사 

쿠니오(宇佐邦夫)가 1억 4천엔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

다. ‘르종물산’과 그 대표자 우사 쿠니오(宇佐邦夫)가 일본국 내에

서 상환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본국 구마모토(熊本)지방법

원 다마나(玉名)지원은 압류 및 채권전부명령을 발하였고, 추가로 

우사 쿠니오(宇佐邦夫)가 중국에 투자한 중일합자기업인 ‘다롄파

르해산식품유한회사(大连发日海产食品有限公司，이하 ‘다롄파르해

산’)’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우사 쿠니오(宇佐邦夫)의 투자금 485

만 위안을 압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과 압류 및 채권 

전부명령은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다롄파르해산’에 송달되었으

며, 당해 회사는 일본국 법원의 판결이 중국법인에게는 효력이 없

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고미 아키라(五味晃)는 다

                            
49
日本公民五味晃申请中国法院承认和执行日本法院判决案,最高人民法院 1994 年 

11月 0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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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시(大连市)중급인민법원에 일본국 법원의 판결과 압류 및 채권 

전부명령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50 

이에 대하여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과 일본 간에는 양국

이 공통으로 참여한 관련 법원판결의 상호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

제조약이 없고, 호혜근거(互惠根据)도 없다”라며 거부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일본국 요

코하마(横滨)지방법원 오다와라(小田原)지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서는 “당사자가 모두 일본국 국민에 해당하고, 당사자들간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역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국법인인 ‘다

롄파르해산’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다”라고 하였으며, 일본국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 다마나(玉名)지원의 명령에 관해서는 “당

해 결정의 집행에 있어, 중국 ‘다롄파르해산’을 제 3채무자로 추가

함에 있어서 중국 측에 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에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

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속한다”라고 설시하였다. 이에 덧

붙여 “피고 우사 쿠니오(宇佐邦夫)가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

이고, 일본국 법원이 우사 쿠니오(宇佐邦夫)에게 출석을 위한 통

                            
50

日本横滨地方法院小田原分院做出的判决,其当事人均系日本国国民,且双方借贷行

为也发生在日本,与中国大连发日海产食品有限公司无任何法律关系.日本国熊本县地

方法院在执行上述判决不成情况下,未经通知中方,便追加中国大连发日海产食品有限

公司中为债务第三人,没有任何法律依据,实属侵犯中华人民共和国司法主权之行为. 

另外,日本国横滨地方法院小田原分院的判决系在被告之一字佐邦夫缺席情况下做出

的,申请人未能向中国法院提供足以证明受案法院已向字佐邦夫发出过合法传唤的证

据.故对于申请人请求承认和执行的上述日本国法院的判决、债权扣押令和债权转让

命令等, 我国法院不能承认. 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 268 条的规定, 

大连市中级人民法院于 1994 年 11 月 15 日裁定如下：驳回申请人五味晃的请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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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절차를 적법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중국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신청인의 상기 일본국 법원의 판결,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 등의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일본국 법원의 판결들이 1) 

중국법인인 피집행인과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인 금전소비대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2) 일본에서 중국 내의 피집행인을 

제 3 채무자로 추가하여 집행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 

가 없는 것이어서 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므로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3) 결석재판인 본 재판에 우사 쿠니오 

(宇佐邦夫)에 대해 출석을 위한 절차요건이 준수되었는지를 증명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최근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개한 것은 이 판결은 

중국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즉, 1)에서 언급한 중국법인인 피집행인과 이 사건 일본국 법원 

판결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당해 판결의 관할에 관한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3)에서 언급한 

‘출석을 위한 절차요건의 준수여부’역시 당사자의 절차보장에 

관한 점에 관한 것이어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의 요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된다.51 

                            
51
 물론 이들 사항은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 조에‘사회공공의 이익’이라고 

표현된 공서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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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호주 푸라시동력발동기유한회사（弗拉西动力发动机 

有限公司）의 호주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52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호주 푸라시동력발동기유한회사(弗拉西动力发动机有限公

司,	 이하 ‘푸라시동력’)는 호주회사로서 쩡시용(郑锡勇)을 제 1 피

고로, 웨이빙빙(魏兵兵)을 제 2 피고로 하여 2002년 호주 대법원

에서 2005 년 11월 2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해 판결은 1) 제 1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호주달러와 2) 이자 6만 854.79 호주달러

를 지급하고 3) 원고가 이미 지급한 소송비용과 관련 세금 및 비

용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푸라시동력’은 2006년 5

월 11일 션쩐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에 이 판정의 승인·집행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션쩐시 중급인민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 268조(현행 민사소송

법 제 282조)의 규정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호주 사이에는 상호 체

결하거나 참가한 조약이 없으며 호혜관계 역시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푸라시동력’으로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

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 제 318 조의 규정에 

                            
52

最高人民法院关于申请人弗拉西动力发动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澳大利亚法院

判决一案的请示的复函, 民四他字[2006]第 45 号 2007 年 3 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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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국의 관할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중국법원이 외국법원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경우 전형적으로 

판시하는 사항이 이 재정(裁定)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호혜원칙이 ‘사실호혜’라고 해석하는 근거로 원용 

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법원의 판단에서 승인이 문제된 재판을 

행한 국가의 법이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외국법원 재판을 승인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호혜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법원이 조약체결이 없이 ‘호혜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외국법원 재판을 승인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한국법원이 

중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한 사례가 있음에도 호혜관계를 부정한 바 

있는데다
53 호혜원칙이나 호혜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없으므로 ‘사실호혜’를 택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법원은 양자조약 내지는 다자 

조약을 통한 경우 외에 호혜원칙에 따른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에 

대해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가합 6806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중국의 재판으로 

2011 年 9 月 30 日 (2011)深中民一初字第 45 号 재정을 바로 뒤에 소개한다. 한편 

산둥성(山东省) 웨이팡시(潍坊市)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한국법원의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 가합 26523 판결. 석광현, 한국법원에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 51 권 제 3 호, 221~2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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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주식회사 SPRING	COMM의	 한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5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피신청인 박종근은 한국국적자로서 아버지 및 형제들과 공모하여 

신청인에게 미국 내 부동산 중개회사 ‘포하니’를 대기업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외국회사 ‘퍼펙트트레이딩’으로부터 버섯분말을 수입 

하여 한국에서 가공한 다음 외국회사에 수출하는 방식의 임가공 

수출독점권을 포하니의 경영자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속여, 피신청 

인 및 공모자들은 신청인 주식회사 SPRING COMM에게, 위 퍼펙트 

트레이딩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수출로 인한 순수익을 분배하면 

투자금의 5%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인 주식회사 

SPRING COMM은 퍼펙트트레이딩에 2004년 11월 13일 부터 5회에 

걸쳐 1,986,864,1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액의 일부인 19 억 원
55 및 

이에 대한 2010년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
56
을 

받았고, 이는 2011년 2월 2 일에 확정되었다.  

이에 신청인 주식회사 SPRING COMM은 피신청인 소유의 재산이 

중국 션쩐시(深圳市) 난샨취(南山区) 19동 16층에 있음을 파악 

                            
54
 2011 年 9 月 30 日 (2011)深中民一初字第 45 号 재정. 

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가합 6806 판결의 원문에는 손해배상액이 19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국판결인 2011 年 9 月 30 日 (2011)深中民一初字第 45 号 

재정에는 한화 1.9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로 보인다.  
56
 2010. 1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가합 6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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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을 중국 션쩐시(深圳市) 중급인민 

법원에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신청을 수리한 션쩐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은 서울서부지방 

법원에 의하여 2010년 12월 14일 선고된 대상판결이 2011년 2월 

2 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중국과 한국 간에 법원의 

판결·재정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상호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이 

없고, 상응 하는 호혜관계가 건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SPRING COMM의 신청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9월 

30일 이를 기각한다는 재정(裁定)을 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한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현재 유일 

하게 국내에 알려진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중국 션쩐시 중급인민 

법원은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하거나 양국이 가입한 조약이 없고, 호혜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중국법원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행하는 전형적인 설시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법원이 ‘호혜관계’에 관하여 한국 대법원이 취하는 ‘상호 

주의’보다 더 엄격한 입장에서 실제 중국법원의 판결이 승인이 

문제된 재판을 행한 국가에서 승인·집행된 경우가 있는지를 고려 

하는 ‘사실호혜’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이 션쩐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청된 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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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거의 10년 이상 이전에 한국에서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 가합 

26523 판결에서 일찍이 산둥성(山东省) 웨이팡시(潍坊市) 중급 

인민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그 기판력을 인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상호주의에 관한 ‘사실호혜’원칙에 따를 때 

한국법원이 중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한 이 사건이 알려졌더라면 

호혜관계를 인정하였으리라는 가정적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소극적인 중국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위 서울지방법원의 99가합 26523 판결이 외국에서 

패소한 원고가 한국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이어서 중국판결의 

승인, 즉 기판력의 확장만 문제되었고 집행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재판의 승인에 관해서는 

한국법원이 중국법원 판결을 승인한 선례가 있으므로 호혜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의 문제에 관해서는 선례가 없어 

호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57  

그러나 한국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집행의 요건은 승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집행이 

이루어졌을 것인데다가 중국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호혜원칙’을 ‘사실호혜’로 해석하여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 

가사 ‘사실호혜’로 해석하더라도 상호주의의 인정사례에 관하여 

승인과 집행을 엄격히 나누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58 

                            
57
 齐湘泉·刘畅, 앞의 논문, 197면.  

58
 林倩, 앞의 논문, 제 31 면에서도 중국법상 호혜원칙이 사실호혜인지 법률 

호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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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법원이 지금까지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이 체결되거나 다자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와의 

사이에 호혜원칙에 근거하여 승인·집행을 한 사례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타국이 중국법원의 재판을 승인·집행한 

선례가 없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법원이 외국법원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중국법원의 태도는 후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법원이 중국법원 재판의 승인에서 더 나아가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면 중국법원 역시 사실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반드시 한국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단언 

하는 견해59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IV. 중국공민 리껑(李庚)과 띵잉치우(丁映秋)의 일본국 

법원 이혼화해의 승인 신청사건
60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리껑（李庚）과 띵잉치우(丁映秋)는 1974년 11월 결혼

한 후 혼인중 1녀 리루오루오(李落落)를 두었다. 1980년 11월 

리껑（李庚）은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시작하였고 이후 상호 감

정이 냉담해졌다. 1988년 1월 띵잉치우(丁映秋) 또한 일본으로 

유학하였는데, 잠시 공동생활한 이후 별거에 들어가 1989년 가

을 띵잉치우(丁映秋)가 일본국 오사카(大阪)부 지방법원에 이혼

                            
59
 齐湘泉·刘畅, 앞의 논문, 197면. 

60
 中国公民李庚、丁映秋申请承认日本国法院作出的离婚调解协议案. 



43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절차미비로 오사카부 지방법원은 이를 수

리하지 아니하였다. 1990년 12월 띵잉치우(丁映秋)는 이혼소송

을 다시 제기하여 1991년 2월 27일 이혼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당해 화해조서는, 띵잉치우(丁映秋)와 리껑(李庚)의 혼인관계

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일본국과 중국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

유로 하며, 리껑（李庚）은 띵잉치우(丁映秋)에게 월 200만엔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자 리루오루오(李落落)는 띵잉치우(丁映秋)

가 양육하고 리껑（李庚）은 띵잉치우(丁映秋)에게 월 200만엔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혼 후, 양 당사자는 일본국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혼신청수

리증명서’를 받았고, 띵잉치우(丁映秋)는 중국에 귀국을 앞두고 

일본국 오사카부 지방법원에 상기 생활비와 양육비의 지급을 청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사카부 지방법원은 위 화해조서가 중국

에서 승인되어야 당해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므로 

띵잉치우(丁映秋)와 리껑（李庚）은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화해

조서의 승인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중국 구 민사소

송법 제 267조와 제 26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 282조와 제 283조)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인한다고 판시하였다.61   

 한편, 동 법원은 주석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인 ‘중국공민

의 외국법원 이혼재판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 (关于中国公民申请承

                            
61

日本国大阪府地方法院对李庚、丁映秋离婚一案作出的解除双方婚姻关系的调解协

议书,与我国法律规定的承认外国法院判决、裁定的条件不抵触,应予承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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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을 언급하면서, 당해 규정이 

외국법원의 판결과 재정(裁定)의 승인문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화

해조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해조서에 동 규정

이 적용될 것이 의문이지만, 화해조서 역시 법원의 재판에 따른 

결과이며, 관련 법규가 재판의 결과를 승인의 대상으로 하며 별다

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중국이 폴란드와 프랑스 등과 체

결한 사법협조조약에서 이를 승인·집행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면서, 외국법원의 화해조서 역시 승인·집행의 대상인 외국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시
62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화해조서 중 혼인관계의 해소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만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인 ‘중국공민의 외국법원 이혼재

판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 (关于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

程序问题的规定)’ 제 2조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범

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 구 민사소송법 제 267조와 

제 26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 282조·제 283조)의 정한 바에 의하

여 엄격하게 승인·집행의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건에서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이 이혼사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적용하면서도 중국 구 민사소송법 제 

267조와 제26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2조와 제 283조)의 규정에 

                            
62

根据该外国的有关法律规定,只要规定法院有权以调解的方式处理案件,并有权出具

调解协议书,调解就属于法院的一种裁决文书,其调解协议书就是一种具有执行效力的

法律文书,属于一国法院作出的生效的裁决.一般理解,法院作出的裁决,除了判决、裁

定以外,还应该包括法院作出的调解协议.我国与波兰、法国等国所缔结的司法协助协

定中,都明确规定,协定中所指“裁决”,包括调解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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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인한다고 한 것은 사법해석과 민사 

소송법간의 체계적 지위에 비추어 당연한 판시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화해조서가 승인대상인 외국법원의 판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중국이 타국과 체결한 양자조약을 언급한 

판시는 당해 사건에 조약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을 참고하여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혼인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법해석에 따라서 승인·집행의 요건이 결정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함으로써, 중국에서 하나의 재판에 대한 일부 

승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데에도 의미가 있다.63 

V. 중국공민 깐웨이민(甘为民)과 황잉저(黄英泽)의 

캐나다 법원 이혼판결 승인 신청사건
6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009년 7월 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깐웨이민(甘为

民)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서 깐웨이민(甘为民)과 황잉저(黄英

泽)의 이혼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깐웨이민(甘为民)은 이에 

대한 승인을 난닝시(南宁市)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였다.  

                            
63
 하나의 화해조서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 중 이혼에 관한 부분만 승인·집행되고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호혜원칙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고, 

중국법원은 일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보증을 부정하므로, 중국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중국법원에 새로이 제소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64
 甘为民申请承认外国法院判决纠纷案, (2011)南市民三特字第 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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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인신청에 대한 심리 중 난닝시(南宁市) 중급인민법원

은 신청인에게 캐나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의 피고이자 피신청인인 황잉저(黄英泽)에 대한 적법한 출석

요구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깐웨이민(甘为民)은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캐나다 온

타라오주 법원의 판결은 승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65   

3. 판시사항의 검토 

중국법원의 실무상 가사사건 중 이혼에 관해서는 호혜원칙을 

요건으로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법원이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 조가 가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판단
66
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일반적으로 상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문제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신분관계의 

창설로 말미암아 거래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상호보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
67
이 많고, 

                            
65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외국법원이 유효한 

법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소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 

사법해석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 다 22952 판결. 

67
 상세는 석광현, 앞의 책, 42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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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이혼재판의 승인에 관한 중국의 태도는 

사법해석을 통한 입법권에 대한 침해문제와 별론으로 전향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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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승인·집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사법공조조약’의 체결여부 내지 

가입한 다자조약의 존재여부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법원이 승인·집행을 규정한 양자조약을 체

결하지 않은 국가의 재판을 승인한 사례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

석인 ‘중국공민의 외국법원 이혼재판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关于

中国公民申请承认外国法院离婚判决程序问题的规定)’이 적용되는 이혼

사건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즉,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인정하는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

러한 내용을 담은 다자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재판에 대

해서는 승인·집행을 인정하지 않아 왔고 이러한 태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국과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호 간에 법원의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전술

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법원은 서울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가합 26523 판결을 통해 일찌감치 중국법원

의 판결이 승인·집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중국 광둥성(广东省) 션쩐시(深圳市) 중급인민법원은 한

국법원의 판결을 ‘호혜원칙’에 비추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68  

                            
68
 2011年 9月 30日 (2011)深中民一初字第 45 号 재정(裁定). 중국법원의 당해 

결정은 중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회사인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09 가합 6806 

판결에 관한 승인·집행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석광현, 앞의 책, 4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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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원이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 호혜관계의 

성립, 우리의 표현에 따르면 상호보증 존재의 인정을 쉽게 인정하

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호보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약 등에 의해 규정될 필요는 없고 

당해 외국이 법령, 판례 또는 실제의 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되면 

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존재의 인정을 위하여 구체적인 선례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승인 및 집행가능성으로 

족하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69 따라서 중국법원의 태도는 호혜원

칙의 심사에서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다 전

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는 길이다.  

중국법원이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승인·집행에 관한 요건을 구체

화하면서 상호보증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법해석이 적용

되는 이혼사건을 제외하고, 일반 민·상사 사건에서 ‘호혜원칙’을 

근거로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의 당사자로서는 법

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경우라면 중국과 재판

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어서 살펴볼 것과 같이 중재에 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한·중 당사자간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

이 될 것이다.  

2005년 4월 27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69
 석광현, 앞의 책, 39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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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ERCIAL MATTERS)’의 체결 당시 중국측이 제안한 초안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공조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한국은 

수정안에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중국재판의 전면적인 승인을 조

약에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외하였었다.70  

위 조약의 교섭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에도 중국법원의 재판에 기

판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

며, 당초 조약의 교섭단계에서 우려되었던 중국법원의 민사 및 상

사에 관한 재판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에 관한 우려가 상존하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법원의 실무도 법치주의의 확립노력과 

더불어 기판력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선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한국법원이 중국법

원의 재판을 승인∙집행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재판에 대한 승인∙집행을 거

부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한국법원의 재판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불편과 

분쟁해결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건대, 이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요

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날로 증대되어가는 한·중 교

류상황에 비추어, 이미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에 양국간에 재판의 

상호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

며,71 이에 대해서는 승인∙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이 체

결한 수많은 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이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72  

                            
70
 석광현, 앞의 논문, 223면.  

71
 리우동진, 중한 ‘민상사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양자조약’에 관한 

전망,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 15 권, 155면. 
72
 중국이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각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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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제1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Ⅰ. 한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 39조 

우리 중재법은 제 38 조에서 ‘국내 중재판정’을, 제 39 조에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제 1 항에서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동 협약에 따라 승인·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며, 

제 2항은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밝혀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 및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과 그렇지 않은 중재판정을 구별하고 있다.73  

다만, 상호주의 유보에 따라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 

판정과 동 협약의 적용이 없는 외국 중재판정을 구별하는 태도에 

                            
73
 중재법 제 39 조 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217 조, 민사집행법 

제 26 조 제 1 항 및 제 27 조를 준용한다.  

이는, 내국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구별 없이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제 35 조 

제 1 항의 태도와는 상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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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비체약국의 중재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 ·집행을 

거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4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 37조75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인절차 없이 

승인되는데, 외국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자동적 승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은 당해 외국 

에서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한국 중재법 제 37조 제 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 

판정의 승인은 법원의 승인판결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자동적 승인의 관념에 어긋난 잘못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76 

                            
74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57 면;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336 면. 

한편 내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는 중재 판정의 취소사유와 동일한데, 이는 

뉴욕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 중재법상 국내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 사이에 승인·집행 요건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박영사, 2007, 336 면.  
75
 중재법 제 37 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동조는 중재판정의 국적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조문이나, 여기에서는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집행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76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327~328 면. 그 외의 개정론에 관해서는 

같은 책, 337~34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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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3 조 

중국 국내법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적 근거는 중국 중재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83조77
이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는 “국외중재기관의 판정이 중화인민 

공화국에서 승인·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그의 재산의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승인과 집행에 재판이 필요함을 밝힌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호혜원칙(互惠原則)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 민사소송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법원의 재판에 대한 승인·집행에 관한 

동법 제282조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82조가 

외국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재정(裁定)으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령을 발하여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한 것에 반해서 중재판정에 관한 제283조는 

이러한 정함이 없는데, 중국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1호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은 재정(裁定)으로 하게 되어 결국 외국 

판결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승인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동법 제273조에 따라 

                            
77
 中华人民共和国 民事诉讼法 二百八十三条 

国外仲裁机构的裁决,需要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承认和执行的,应当由当事人直接

向被执行人住所地或者其财产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人民法院应当依照中华人

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互惠原则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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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재산소재지 관할 중급인민법원에 승인재정을 얻은 

외국중재판정을 집행신청을 하면되므로
78 집행령에 의하는 외국 

법원 재판의 집행과 규정상 차이가 있다. 한편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거부는 동법 제154조 제9호에 의하여 재정(裁定)으로 한다.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적용되거나 중국이 가입한 조약이 있을 

경우, 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승인 

·집행이 문제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대부분은 뉴욕협약이 정한 요건 

에 따라 심사되고 있다. 한편 양자조약의 형태로 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각국의 중재판정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사법공조조약도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79  

따라서 상호주의 유보를 선언하였지만 중국 역시 전 세계 140여 

개국이 가입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이고, 중국이 개별국가들과 체결 

한 사법공조조약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 

행과 관련한 중국의 실무에서 호혜원칙에 의한 심사는 등장한 바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8
 손한기, 중국 민사집행절차 개관 - 개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 

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 12 권 제 1 호, 2008, 518면.  
79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제 25 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각 당사국은 1958 년 6 월 10 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한다. 

이 조약의 규정들은, 위 협약에 저촉되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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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건의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
80   

 뉴욕협약이 1987년 4월 22일부터 중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조약 및 중국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을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3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이때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재정(裁定)은 

중급인민법원이 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절하는 재정(裁定)은 전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위하여 위의 사법해석에 따라 상급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신청을 받은 중급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 위반 내지 호혜원칙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고자 하면, 고급인민 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고급인민법원 역시 거부 의견을 표명하는 때에는 

최고인민법원에 이를 보고하여 심사하게 된다.81  

                            
80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1995 年 

8 月 28 日) 이는 외국중재판정 이외에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섭외중재사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섭외중재란 외국적요소가 있는 중재사건이지만 중국의 

중재기구에 의하여 중국이 중재지가 된 것으로 우리 중재법의 개념에 따를 

때에는 국내중재에 해당한다.  
81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处理与涉外仲裁及外国仲裁事项有关问题的通知 

二,凡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执行我国涉外仲裁机构裁决,或者向人民法院申请承

认和执行外国仲裁机构的裁决,如果人民法院认为我国涉外仲裁机构裁决具有民事诉

讼法第二百五十八条情形之一的,或者申请承认和执行的外国仲裁裁决不符合我国参

加的国际公约的规定或者不符合互惠原则的,在裁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之

前,必须报请本辖区所属高级人民法院进行审查；如果高级人民法院同意不予执行或

者拒绝承认和执行,应将其审查意见报最高人民法院.待最高人民法院答复后,方可裁

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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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고인민법원이 승인·집행의 거부에 동의하여야만 최종적 

으로 승인거부 내지 집행거부 재정(裁定)이 내려질 수 있다. 결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은 중급인민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신청에 따른 승인·집행 거부의 최종적인 심사와 결정권은 최고 

인민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 2절 중국에서의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

의 승인·집행  

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 

어떤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이어야 하므로 중재판정의 국적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뉴욕협약 제 1 조 제 1 항은 1)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2) 집행국이 내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동 협약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1차적 기준(the first or territorial criterion)으로서 집행국 

이외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과, 제 2차적 기준(the second or 

additional criterion)으로서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하 

지 않는 판정을 외국중재판정이라고 정의한다.  

1.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1차적 기준 

1 차적 기준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국적이 집행국이 아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의 국적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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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재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당사자의 

주소지, 중재기관의 소재지, 실제 중재의 심리가 이루어지는 곳, 

중재판정의 서명지 등과 완전히 절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중재지는 중재판정에 중재지라고 기재된 장소에 불과하며 이러한 

점에서 중재지는 ‘형식적인 법적 주소’ 또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이다. 82  한편 중국의 중재법에는 ‘중재지’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중재위원회와 그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일단 국내중재를 염두한 규정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중재판정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이어서 중국법원의 태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과 영국법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 

된다”라고 약정함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지를 홍콩으로 하여 중재가 이루어진 사안
83
에 대한 최고인민 

법원의 판시가 있다.  

동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받은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시 

(太原市) 중급인민법원은 당해 사안의 중재지가 홍콩이라는 사실 

을 인정하여 뉴욕협약이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의 내지와 홍콩특별 

행정구 간 중재판정의 상호집행에 관한 처리지침 (关于内地与 

香港特别行政区相互执行仲裁裁决的安排, 이하 ‘처리지침’이라 한 

다)’ 84
을 적용하여 집행을 거부하기로 한데에 반해, 최고인민 

                            
82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493 면. 

83
 关于不予执行国际商会仲裁院 10334/AMW/BWD/TE/最终裁决一案的请示的复函. 

84
 동 규정 제 7 조가 정하는 승인·집행 거절사유의 내용은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과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最高人民法院关于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相互执行仲裁裁决的安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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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중재판정은 국제상업회의소가 당사자 

간에 성립된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에 따라 내린 기관중재 판정 

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프랑스에 설립된 중재 

기관인데, 중국과 프랑스 모두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뉴욕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며 ‘처리지침’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중재지’의 관념에 대해 최고인민 법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
85
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중국법원은 중국의 중재법이 중재기구의 소재지를 

중재판정이 행하여진 곳으로 판단하고,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심사도 이를 기준으로 행하도록 되어있음에 비추어,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중재지로 정한 곳에 따라 

중재판정의 국적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중재기구의 소재지를 

중재판정의 국적, 나아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 삼은 것이어서 ‘중재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七、在内地或者香港特区申请执行的仲裁裁决,被申请人接到通知后,提出证据证明有

下列情形之一的,经审查核实,有关法院可裁定不予执行： 

（一）仲裁协议当事人依对其适用的法律属于某种无行为能力的情形；或者该项仲裁

协议依约定的准据法无效；或者未指明以何种法律为准时,依仲裁裁决地的法律是无

效的； 

（二）被申请人未接到指派仲裁员的适当通知,或者因他故未能陈述意见的； 

（三）裁决所处理的争议不是交付仲裁的标的或者不在仲裁协议条款之内,或者裁决

载有关于交付仲裁范围以外事项的决定的；但交付仲裁事项的决定可与未交付仲裁的

事项划分时,裁决中关于交付仲裁事项的决定部分应当予以执行； 

（四）仲裁庭的组成或者仲裁庭程序与当事人之间的协议不符,或者在有关当事人没

有这种协议时与仲裁地的法律不符的； 

（五）裁决对当事人尚无约束力,或者业经仲裁地的法院或者按仲裁地的法律撤销或

者停止执行的。有关法院认定依执行地法律,争议事项不能以仲裁解决的,则可不予执

行该裁决. 

内地法院认定在内地执行该仲裁裁决违反内地社会公共利益,或者香港特区法院决定

在香港特区执行该仲裁裁决违反香港特区的公共政策,则可不予执行该裁决. 
85
 쑤샤오링,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49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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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2차적 기준 

한편, 중국의 국내법에는 한국 중재법과 달리 중재판정의 

국적의 판단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중재에 관한 중국의 

법규범은 ‘국내중재’, ‘섭외중재’, ‘국외중재’를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중재’는 외국적 요소가 없는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를 일컬으며, ‘섭외중재’는 중국의 관련법제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재 중에서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국외중재’는 중국외의 중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지칭한다. 따라서 뉴욕협약에 따라 심사받고 

승인·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은 중국법상 ‘국외중재’가 해당되며, 

섭외중재는 뉴욕협약의 적용 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이 아니라 

국재중재판정이 된다.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 따르면 ‘국내중재’와 ‘섭외 

중재’의 경우는 중국중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86  아울러 ‘국외중재’는 외국중재여야 하므로 

개념상 중재지가 중국일 수가 없다. 그런데 외국중재기관이 행한 

중재판정의 중재지가 ‘중국’인 경우 이러한 중재판정은 중국의 

관련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중재의 세가지 유형인 ‘국내중재’, 

‘섭외중재’, ‘국외중재’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문제 

점이 생긴다.  

                            
86
 民事诉讼法 第 271 条  

涉外经济贸易、运输和海事中发生的纠纷,当事人在合同中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达

成书面仲裁协议,提交中华人民共和国涉外仲裁机构或者其他仲裁机构仲裁的,当事人

不得向人民法院起诉. 

仲裁法 第 66 条  

涉外仲裁委员会可以由中国国际商会组织设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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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종래 중국 중재법의 해석상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 of Commerce, ICC)나 런던국제중재법원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Dispute Resolution, 

ICDR) 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solution, SIAC)와 같은 국재상사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중국 중재법상의 중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합의를 

하여도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
87
가 널리 지지받고 

있다.   

일단 중국 중재법의 해석상 중국 중재법상 외국중재기관이 

자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중국에서 중재 

하거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중국을 중재지로 삼는데 대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국법의 규율범위 밖에 

놓인 중재판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은 중국법상 이를 국내중재 내지 섭외 

중재로 포섭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개념상으로는 국외중재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뉴욕협약의 1차적 기준에 따를 때 이러한 중재판정의 

중재지는 중국이기에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중재판정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도 없고, 중국의 중재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협약에 

따른 2 차적 기준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국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87
 김승현, 중국기업과의 국제거래 시 분쟁해결 및 준거법 결정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제 21 집 제 1 호,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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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사자들로서는 이러한 유형의 중재합의를 피하는 것이 

분쟁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가 있는 바,  2008년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宁波市) 중급 인민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라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는 재정을 하였다
88.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분쟁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물품매매 

협약(CISG)에 따라 중재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 후에 

계약의 이행으로 분쟁이 나타났고 당사자가 이 분쟁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그 중재 

규칙에 따라 한 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북경을 

중재지로 이 사건을 심리하였다. 중재과정에서 중재인은 중재 

규칙에 의하여 피신청인인 닝보공예품사(宁波工艺品社)에 관련 

서면들을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재관할에 대하 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상업 회의소는 피신청인 이 계약위반으로 

신청인인 스위스 DUFERCO(德高钢铁)사에 위약 배상금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관하여 중국 저장성 

(浙江省) 닝보시(宁波市)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에 대하여 뉴욕협약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뉴욕 

협약상 비국내중재판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88
 浙江省宁波市中级人民法院(2008)甬仲监字第 4号民事裁定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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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고인민법원에 보고·심사될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태도는 알 수 없고,89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중재위원회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중국 

중재법의 해석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우려는 여전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제출서류 

 뉴욕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집행국의 

국내법에 따르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국내중재판정의 

집행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의 기간, 관할법원, 대리 

인의 위탁 내지 중재합의에 관한 공증·인증과 같은 절차적 사항이 

포함되므로 어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중국법원에 구하려 

한다면 이상과 같은 절차적 사항들은 중국법률에 의하게 된다. 90 

                            
89
 쑤샤오링, 앞의 논문, 508면. 

90
 뉴욕협약 제 3 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rbitral awards as binding and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erritory where the 

award is relied upon,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following 

articles. There shall not be imposed substantially more onerous conditions 

or higher fees or charges on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an are imposed on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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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욕협약 제 4 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출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91 집행을 구하는 일방 당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가 제 4 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출한 것이 된다.92 

중국법원의 실무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중재 

판정문과 중재합의에 대하여 중재지에서 공증을 거쳐 중국영사관 

에 인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93 판정이 중국 

어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중국어 번역 

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번역본역시 제출 

하여야 한다.   

                            
91
 뉴욕협약 제 4 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 2 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l.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hall,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 The original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2. If the said award or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92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268 면. 

93
 쑤샤오링, 앞의 논문, 50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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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신청기간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은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다. 외국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3 조에 따라 외국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승인과 집행 모두에 법원의 재판이 요구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의 사법해석인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 

(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 94
에 

따르면 승인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청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집행의 필요가 없어서 단지 승인만 신청할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제한 

에 유의해야 한다. 2007년 중국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집행신청기간은 

1년,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런데 중국 

민사소송법의 2007년 개정으로 집행신청의 기간은 2년으로 변경 

되었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95
역시 2년을 유지하고 있다.  

                            
94
 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1987 年 4 月 10 日). 

95
 民事诉讼法 第 239 条  

申请执行的期间为二年. 

申请执行时效的中止、中断,适用法律有关诉讼时效中止、中断的规定. 

前款规定的期间,从法律文书规定履行期间的最后一日起计算;法律文书规定分期履行

的,从规定的每次履行期间的最后一日起计算;法律文书未规定履行期间的,从法律文

书生效之日起计算. 

동조는 집행신청 기간의 중지와 중단은 법률상 시효의 중지와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조에 의하여 판결에 정한 

이행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고, 분할이행인 경우라면 각 분할이행의무의 

이행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각각 기산하며,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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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상소기간이 도과하는 

날로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
96
하는 데 반하여, 중재판정은 중국 

중재법 제 57 조
97
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때에는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집행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중재판정문에 이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주어야 하고, 중재판정문을 당사자 

에게 송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힘
98
에 

따라 중국의 실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 

신청기간은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된다.99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 

뉴욕협약 제 5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를 피신청 

인이 주장·입증 하여야 하는 사유들로 구성된 제 1 항과，승인 

                            
96
 民事诉讼法 第 155 条  

最高人民法院的判决、裁定,以及依法不准上诉或者超过上诉期没有上诉的判决、裁

定,是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 
97
 仲裁法 第 57 条  

裁决书自作出之日起发生法律效力. 
98

最高人民法院关于裁定不予承认和执行英国伦敦仲裁庭作出的塞浦路斯瓦赛斯航运

有限公司与中国粮油饲料有限公司、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河北省分公司、

中国人保控股公司仲裁裁决一案的请示的复函 [2004]民四他字 第 32 号. 
99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재법상의 중재판정의 효력시기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고(쑤샤오링, 앞의 논문, 510 면) 이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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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또는 집행의 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들을 규정한 제 2항으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00  

1. 제 5 조 제 1항 a호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당사자의 무능력이라 함은 당사자의 ‘권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음을 말한다. 뉴욕협약은 당사자의 능력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준거법에 따라”라고 규정하므로 

당사자의 능력의 준거법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능력에 

관한 사항은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신분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당사자의 속인법 (personal law) 에 따르게 된다.101 

한편, 집행단계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a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재 

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를 승인거부사유로 두고 있다. 여기서 준거법의 지정은 묵시 

적 지정을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뉴욕협약 제 2조는 중재합의에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국 중재법에 대한 사법해석
102
에 따르면, 

                            
100
 제 1 항의 사유들은 1)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2) 피신청인의 

방어권의 침해, 3) 중재인의 권한유월,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및 5)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없거나 또는 취소·정지된 경우이고, 제 2 항이 

정한 사유들은 1) 중재가능성의 결여와 2) 공서위반이다. 
10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47 면. 

102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에 관한 약간문제의 해석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若干问题的解释 第 1条  

仲裁法第十六条规定的“其他书面形式”的仲裁协议,包括以合同书、信件和数据电

文（包括电报、电传、传真、电子数据交换和电子邮件）等形式达成的请求仲裁的协

议. 



67 

계약서, 편지, 전신, 텔레팩스, 팩스,	 이메일 모두 서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합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 제 5 조 제 1항 b호 –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뉴욕협약 제 1 항 b 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에서 진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은 

승인거부사유가 된다.  

이는 중재가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여 행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들，특히 중재에 패한 당사자의 방어권 

또는 공정한 심리(fair hearing)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방어권의 보장은 각국에서 사법적 분쟁해결이라는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된 문제로서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적법 절차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다.103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통지가 적당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103
 석광현, 앞의 책, 548 면. 뉴욕협약 제 1 항 b 호는 포괄적으로 “당사자가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치 기술적인 

위반을 포함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승인거부사유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집행을 

요청받은 국가의 법체계 전체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심리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즉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에 대하여 답변하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방어권의 침해가 심하여 공정한 심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승인거부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중재법상 당사자의 방어권과 

관련된 조항의 위반이 모두 승인거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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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쌍방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 중재규칙에 의하며, 그 

중재규칙에도 송달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법에 

따른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제 5 조 제 1항 c호 – 중재인의 권한유월 

중재판정이 중재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당해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 중재인의 

권한유월로서 승인거부사유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이 

중재에 부탁한 사항과 부탁하지 않은 사항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들 양자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한 사항에 대한 판정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유가 존재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당해 

중재절차에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단계에서 이를 주장 

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 

된다. 104  이는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른 차단효 

(preclusive effect)의 문제로서 한국 중재법 제 17조 제 2항과 

제 3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답변서 제출시 

까지,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진행 중 권한의 범위를 벗어 

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중국 중재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시도 없는 상황이다.  

                            
104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28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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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5 조 제 1항 d호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뉴욕협약 제 5 조 제 1항 d호에 의하면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혹은 중재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승인거부사유가 된다. 뉴욕협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절대적 우위 

(absolute priority)를 인정한다. 협약의 문언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절차를 합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여 중재절차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를 명시하므로 이것이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는 뉴욕협약의 해석이며, 개별국가의 중재법의 해석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105 한편 중국법원은 뒤에 살펴볼 것과 같이 

중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 내지는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기를 요구하여, 중재판정부 

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재판정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사소한 것인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와 중재판정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승인 거부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정설과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106 

                            
105
 보다 상세한 논의는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제 550 면.  

106
 한편, 중재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될만한 문제는 이유가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불완전한 경우도 승인거부사유가 되는가하는 점인데, 

중재판정의 이유에 대해 법원판결의 이유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한 척도를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유기재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중대한 

모순이 없다면 d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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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 조 제 1항 e호 – 중재판정의 구속력 결여 또는 

취소·정지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또한 그 

발생시기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개념을 뉴욕협약 자체로부터 도출하여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로 이해하면서， 다만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기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그 

경우 구속력의 발생시기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본다. 

한편 e호 후단은 이미 구속력이 발생한 중재판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특별한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적용된다.107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으나, 

싱가폴 Bunge Agribusiness Singapore Pte．Ltd.의 영국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08
의 하급심이 이를 판단한 바 

있으므로, 제 5장 제 3절의 관련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6. 제 5 조 제 2항 a호 – 중재가능성 

분쟁의 대상이 집행국의 법률상 중재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가 되며, 이는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분쟁의 중재가능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승인거부사유인 

                            
107
 석광현, 전게서, 551 면. 중재판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절차는 그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거부사유가 되나, 특별한 

불복절차의 경우 그 절차에 의해 실효적으로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만 승인거부사유가 된다. 권한 있는 기관은 통상적으로 법원이다.  
108

最高人民法院关于邦基农贸新加坡私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仲裁裁决一案

的请示的复函 2007 年 6 月 25 日 [2006]民四他字第 41 号. 원심은 广东省高级 

人民法院 2006 年 11 月 17 日 [2006]粤高法民四他字第 10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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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불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집행국법이 된다. 어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해 분쟁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중재적격’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준은 국 

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한국 중재법은 제 1조에서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다룬다고만 

함에 비하여 중국 중재법 제 3조109
의 규정을 통해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과 같은 가족법상 분쟁과 행정사건들이 중재 

적격이 부정된다고 하여 중재가능성 없는 분쟁유형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사건으로 신청인의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하고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따라 취득한 재산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몽고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을 신청한 데 대하여 중국 

중재법 제 3 조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110  

7. 제 5 조 제 2항 b호 – 공서위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집행국의 공서에 반하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가 된다. 공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집행국의 본질적인 법원칙， 즉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관념과 정의관념에 

                            
109
 仲裁法 第 3条  

下列纠纷不能仲裁： 

（一）婚姻、收养、监护、扶养、继承纠纷； 

（二）依法应当由行政机关处理的行政争议. 
110

最高法院关于不予承认及执行蒙古国家仲裁庭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2009]民四他

字 第 33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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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내법질서를 보존 

하는 방어적 기능을 가진다.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 제 3호 내지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2조에서 공서위반을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국내적 공서와 구별되는 국제적 공서 (international 

public policy)를 말한다. 국제중재에서 공서위반의 정도는 

사안의 내국관련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국관련의 정도가 낮으면 우리 공서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우리 법의 본질적 원칙과 다소 괴리가 있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단，기본적인 인권 또는 최소한의 ‘자연적 정의’ 

(natural justice)와 같은 보편적 공서위반의 경우에는 내국 

관련이 불필요하다.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가 포함 

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제 5 조 제 1항 b호와 d 호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승인거부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절차적 공서는 

보충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절차적 공서위반 여부는 집행국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11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의 ICC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12
에서 중국법원이 이미 심리하고 재판한 사항에 대하여 

                            
111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54 면 이하. 절차적 기본원칙 

에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중재인의 독립과 공정의 원칙, 법적인 심문보장 

의 원칙 및 당사자평등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및 기판력 또는 기타 구속력이 있는 재판을 무시한 경우 등이 절차적 

공서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112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和执行国际商会仲裁院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 2008 年 

6 月 2 日 [2008]民四他字第 11 号. 원심은 山东省高级人民法院 2008 年 1 月 30 日 

[2007]鲁民四他字第 12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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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재판정을 내린 것은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의 사법관할 

권을 침해하여 공서위반을 구성하므로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중국법원이 공서위반을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한 유일한 사건이며, 이어지는 제 5장 

제 3 절에서 검토할 것과 같이 절차적 공서의 위반을 거부의 

이유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13 

  

                            
113
 한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의 

내용 또는 실질을 재심사할 수는 없으나 공서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질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 20290 판결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 5조의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고, 

뉴욕협약 제 5 조 제 2 항 b 호의 집행 거부사유에는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국 법원이 집행 거부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안에서 판단된 실체적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 

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중재판정을 취소· 
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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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결 

 한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면서, 상호주의유보와 

상사유보를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 중재법에, 중국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 

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내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 및 동 협약의 적용이 없는 중재판정을 나누어 승인·집행 

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함에 특별한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법과 달리, 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중재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 년의 기간 내에 집행신청을 해야한다. 

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이 송달된 

날로 완화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아울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소송의 관할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기준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114 전속관할이 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28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전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그로부터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승인·집행 거부의 최종적 

인 결정권은 최고인민법원에 달려있다는 점 역시 이미 지적하였다.  

  

                            
114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3, 29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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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

국법원의 판례분석 

제 1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판례 

Ⅰ. 독일 Macor	 Neptun	 GmbH 의 스위스 취리히	

Chamber	 of	 Commerce 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15 

1. 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두 

종류의 상황을 규정하는데, 하나는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

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며, 다른 하나는 ‘그 승인 및 집행의 요

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국내(非

内国) 중재판정’이다. 여기서 ‘비국내(非内国)’라 함은 ‘승인·집행

지 소재국’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상하이시(上海市) 중급인민법원

이 이 사건 중재판정이 ‘비국내판정’으로서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문제가 불명확하다고 한 것은 협약의 관련조문에 대해 오해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关

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제5항의 규

                            
115

 最高人民法院关于麦考·奈浦敦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仲裁裁决一案请示的复函 

2001年 4月 23日 法民二[2001]32号. 스위스 취리히 Chamber of Commerce 의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안에서 중국최고인민법원이 행한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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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르면 승인·집행의 신청기간은 6개월
116
이며, 이는 중재판정문

상 이행기의 종기부터 기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서는 중재판정문에 이행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였고, 당사자 

일방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렇다면 이 

때 신청기간은 중재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기산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중재판정문의 작성일자를 승인·집행의 기

산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였지만, 관련규정에

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이를 보충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켰다면, 이

것을 기간을 도과하여 ‘법정기한 내의 유효한 신청이 없었던 경우’

라고 보아 승인·집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117 

2. 판시사항의 검토 

당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범위에 대한 설시를 하고 있다. 상하이시(上海市) 

중급인민법원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뉴욕협약의 제 2 차적 

기준에 따른 ‘비국내판정’으로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지 불명확 

하다고 설시한 데 대해서, 이 사건은 뉴욕협약 제 1 조 제 1항에서 

정한 1차적 기준에 따라 동 협약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고인민법원이 ‘비국내(非内国)’라 함은 

                            
116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2 년의 기간이 적용됨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117
 아울러 상하이시(上海市) 중급인민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한 중재 판정 

초안의 미작성으로 인한 중재지 법률의 위반 문제 내지 당사자가 당초 예정한 

중재범위의 위반, 중재사건의 피소인의 변호사비용에 관한 결정과 같은 사항은 

뉴욕협약 제 5 조의 규정에 따를 때 당사자들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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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집행지 소재국’에 상응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중재지가 스위스이므로 1차적 기준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어서 이 

논문 제 4 장 제 2 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최고인민법원의 2차적 

기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은 알 수 없다.  

더불어 이 사안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절차적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신청함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집행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2년의 제한이 따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선고일 

내지 중재판정일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고 

인민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함이 합당하다고 하여 중재판정 

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법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중국법원이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신청에 있어서 뉴욕협약 제 4조 

가 제시한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 채 기간 내에 집행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간이 도과한 후 서류들이 추후 접수된 경우 

에 최초 접수시점이 기간준수여부의 기준이 된다고 하여 신청인측 

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 역시 위와 같은 평가에 기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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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위스 Bunge	 S．A.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18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신청인 Bunge S．A.는 2003년 5월 6 일 피

신청인 션쩐시(深圳市) 칭추보세무역유한회사(轻出保税贸易有限公

司)와의 사이에 용선계약을 하여, 피신청인이 중국신항운송화물로

부터 브라질의 Sepetiba항까지 운송하기로 했다. 당해 용선계약

에서 계약해석과 분쟁의 해결은 영국법에 의하여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

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신청인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쌍방이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은 쌍방이 선

정한 2인이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119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중재인선정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1996년 영국 중재법 제 17조에 의하여 14일의 기간을 

두어 중재인선정을 최고하고, 윌리엄 패커드를 독임(獨任)중재인

으로 지정하였다.  

당해 중재인들은 2004년 11 월 25일 최종중재판정을 내렸고, 그 

내용은 피신청인이 미화 350,830.69 달러와 그에 대한 2003년 12

월 1일부터 상사이율 연 4%를 부가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재비용 

                            
118
最高人民法院关于申请人瑞士邦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仲裁裁决一案的请

示的复函, 2007 年 5 月 9日 [2006]民四他字第 47 号. 
119
“船东和租船人之间的任何纠纷都应提交在伦敦的 3 名仲裁员裁决,其中 2 名仲裁员

由双方分别指定,第三名仲裁员由双方各自指定的仲裁员共同指定. 

他们的裁决或任何两个仲裁员的裁决都是最终的、可以强制执行的,他们的裁决可能

会成为法庭的裁定. 仲裁员应当是航运界人士、租约受英国法调整并根据英国法解释” 



79 

2,025 파운드와 신청인이 이미 지불한 비용에 연 6.5%의 이자를 

부가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신청인의 중재비용선납보증을 받고 난 후, 중재인 윌리엄 패커드

는 2004년 12월 8일 팩시밀리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사본을 송부하였다. 중재인은 2004년 12 월 13일 신청인이 지급

한 중재비용을 2005년 9월 1일 영수하였다. 피신청인이 당해 중

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2006년 2월 6일 광저우(广

州) 해사법원에 1) 당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것과 2) 중재비

용의 지불을 명할 것, 3) 이 사건 신청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지

불한 변호사비용 10 만 위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였

다.120  

2. 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은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영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의 체약국 

이므로, 중국민사소송법 제 269 조
121
에 따라 승인·집행의 가부는 

뉴욕협약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이 

                            
120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집행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측은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한 것이 2004 년 11 월 25 일이며, 당일 

신청인의 영국소재 대리인에게 교부되었으며, 영국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서에 기재된 날짜가 그 효력 발생의 

기준일이 되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한편 신청인측은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뉴욕협약의 규정을 어겼으며,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는 

유효한 증거력을 갖지 못하고, 중재판정의 조직과 구성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변호사비용청구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항변 

하였다. 
121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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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승인거부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은 당연히 승인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인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 

(关于执行我国加入的〈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

제 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국법률규정에 따른 집행신청기간 내에 그 신청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122
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집행의 기간은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6 

개월
123
로, 그 기산점은 중재판정에서 정한 이행기의 종기로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 중재판정서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에게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산점 판단을 위하여, 뉴욕협약 제 4 조가 요구하는 신청인이 

받은 중재판정서의 정본 또는 부본의 법원제출이 확인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설시하였다.124  

                            
122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123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기타 단체 구분 없이 

2 년.  
124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 승인·집행 신청이 뉴욕협약 제 4 조에 규정한 서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광저우(广州) 해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신청인이 교부한 중재합의의 공증지가 용선계약에 기재한 장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최고인민법원의 ‘제 2 차 전국 섭외상사·해사심판업무회의요지 (第二次 

全国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会议纪要)’ 제 39 조에 규정에 따를 때 “관련 증명이 

소송주체의 소송수행 자격을 증명하는 것 외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증을 통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중국 외에서 성립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고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규정 (关于 

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복사문서의 증 

명력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팩 

스에 의한 전송 역시 하나의 송달방법으로서 영국중재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공질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유효한 송달방 

식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중재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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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사항의 검토 

최고인민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함이 합당하다고 하여 중재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너그러운 입

장을 취하고 있음은 앞선 판례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출서류의 공증 내지 인증에 관

한 최고인민법원의 태도이다.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중

재합의에 대한 공증이 용선계약에 기재한 장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최고인민법원의 ‘제 2차 전국 섭외상사·해사심판업무회의요지 (第二

次 全国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会议纪要)’ 제 39조에 규정에 따를 때 

“관련 증명이 소송주체의 소송수행 자격을 증명하는 것 외의 사실

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증을 통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중국 외에서 성립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최

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규정 (关于民事诉讼证据

的若干规定)’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복사문서의 증명력

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중재합의가 기재된 서면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증 

내지 인증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천명한 것으로 뉴욕협약 제 4 조 제

1항의 규정과는 상이하다. 다만 2006년 개정된 국제상사중재에 관

한 UNCITRAL모델법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의 중재법 등이 중재합

의서의 제출요건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
125
에 비추어 중국 법원 역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완화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4 년 12 월 8 일부터 효력을 발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2006 년 1 월 26 일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6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하였다. 
125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268 면, 각주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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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에 

관한 뉴욕협약의 적용판례 

Ⅰ. 제 5조 제 1항 a 호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1. 미국 SUBWAY INTERNATIONAL B.V.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2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승인 집행의 대상은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国际争端解决中心)의 중재판정으로 신청인은 사이바이웨이국제 

유한회사(赛百味国际有限公司， Subway International B.V. ,  

이하 ‘서브웨이’) 이며,  피신청인은 베이징사바이웨이찬인 유한 

회사 (北京萨伯威餐饮有限公司, 이하 ‘사바이웨이찬인’)이다.  

‘서브웨이’는 ‘사바이웨이찬인’과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사건에 

대하여,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 John A．Pappalardo로부터 

2007.10.18. 미국 뉴욕에서 종국판정을 받았다. 피신청인 ‘사바이 

웨이찬인’은 중재판정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당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베이징 제 2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2005년 1월 5일 ‘서브 

                            
126

最高人民法院关于赛百味国际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国际争端解决中心国际仲裁

庭作出的 50 114 T 00171 07 号仲裁裁决一案的请示的复函, [2008] 

民四他字第 47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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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와 프랜차이즈 경영계약을 체결한 리우단메이 (刘丹梅)는 

‘서브웨이’ 측에 ‘사바이웨이찬인’의 등기·등록된 주소가 ‘北京市 

朝阳区 亚运村 汇宾大厦 B 동 2 층’이라고 하였으나, ‘사바이 

웨이찬인’은 베이징시(北京市) 공상행정관리국 (工商行政管理局) 

기업등기 데이터베이스에 등기·등록된 사실이 없었다. 당해 주소 

소재 건물 1 층에는 ‘베이징 바이웨이먀오스찬인 관리유한회사 

야윈춘점(北京百味妙思餐饮管理有限公司亚运村店)’ 이 있고, 이곳 

의 총책임자인 리우단메이(刘丹梅)가 베이징바이웨이먀오스찬인 

관리 유한회사(北京百味妙思餐饮管理有限公司)의 법정대표자로 등 

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베이징 제 2중급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 1조가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 

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사바이웨이찬인’이 중국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재 

판정은 부존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판정으로서 승인·집행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역시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고 중재판정을 행한 경우라면 법적인 구속 

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문제는 생길 수 없다면서 

중급인민법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역시 신청인 ‘서브웨이’의 신청을 거부함이 옳다 

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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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사항의 검토 

당사자의 능력문제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a호에 규정된 사

유로 자연인의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문제되나 법인의 경우에는 권

리능력과 행위능력 모두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

인으로 기재된 자가 법인으로 성립된 사실이 없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모두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과 중재합의는 허무인과의 사이에 이

루어진 것이므로 그 합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것이며, 이는 최고인

민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에서 정하는 중재합의의 무효

에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존재하는 일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등록부를 살펴 당해 법인의 존

재여부와 대표자 및 주소지를 명확히 살피는 기본적인 사항의 준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영국 Glencore사의 영국 금속거래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27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영국 글렌코어(Glencore)사는 피신청인 총칭기계설비수

출입사(重庆机械设备进出口公司, 이하 ‘총칭기계설비’)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직원 쑨지엔(孙健)은 영국 글렌코어사

                            
127

最高人民法院关于英国嘉能可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

决一案请示的复函, 2001 年 4 月 19 日 [2001]民四他字第 2 号. 원심은 重庆市 

高级人民法 2000 年 12 月 12 日〔2000〕渝高法执示字第 26 号《关于对英国嘉能可有

限公司申请承认及执行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决一案有关问题的请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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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로 서명함에 있어

서 당해회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고, 대

리관계의 형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 5 조 제 1항 a호에 따르면, 계약당

사자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 사

안에서는 중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구체적으로 ‘총칭기계설비’가 사후적으로 쑨지엔(孙健)의 

상기 행위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고, 쑨지엔

(孙健)의 행위는 양 당사자 간의 기존의 관행에 합치되는 것도 아

니었기에 표현대리의 인정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국 민법통칙(民法通则) 제 66조 제 1항128과 중국 섭외

경제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关于适用〈中

华人民共和国涉外经济合同法〉若干问题的解答)	 제 3조 제 1항129에 

의할 때, 쑨지엔(孙健)은 대리권을 갖지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무효라고 설시

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의 중재조

항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총칭기계설비’에 법률효과를 미칠 

수 없기에, 승인·집행을 거절한다고 판시하였다. 	
                            
128
 中华人民共和国 民法通则 第六十六条  

没有代理权、超越代理权或者代理权终止后的行为,只有经过被代理人的追认,被代理

人才承担民事责任.未经追认的行为,由行为人承担民事责任.本人知道他人以本人名

义实施民事行为而不作否认表示的,视为同意. 理人不履行职责而给被代理人造成损

害的,应当承担民事责任.代理人和第三人串通,损害被代理人的利益的,由代理人和第

三人负连带责任. 
129
 三、关于无效涉外经济合同的确认问题  

涉外经济合同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确认无效： 

1. 订立合同的当事人不具备合法主体资格的；(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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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시사항의 검토 

피신청인인 ‘총칭기계설비’의 대표로 칭하며 계약을 체결한 자가 

무권대표이어서 당해 계약과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사안이다.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계약당사자인 법인의 행위능력 

문제로 판단한 최고인민법원의 태도는 정당하다.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a 호에 따르면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관련준거법’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대륙법계에서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므로,130 집행국인 중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 

되는 준거법에 의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 사안 

에서는 중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한 점은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결과로서 중국법인인 ‘총칭기계설비’에 대핸 타당한 

판시로 여겨진다.  

이는 중국의 국제사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 

法律适用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건이었는데, 최근 제정된 

중국의 국제사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 

法) 제 14 조
131
는 법인 등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등기·등록지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의 속인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130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272 면. 

131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第十四条  

法人及其分支机构的民事权利能力、民事行为能力、组织机构、股东权利义务等事项

,适用登记地法律.法人的主营业地与登记地不一致的,可以适用主营业地法律. 

法人的经常居所地,为其主营业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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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5 조 제 1 항 b호 –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1.	 일본국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学工业)주식회사의 일본 

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32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이 사안은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信越化学工业주식회사, 

이하 ‘신에츠화공’)가 중국법원에 피신청인 티엔진씬마오커지주식

회사(天津鑫茂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씬마오커지’)에 대한 일본

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 ‘신에츠화공’이 2005 년 8월 31일 중재판정부에 신청사

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재협회사무국이 2005년 10월 21일

에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피신청인 ‘씬마오커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씬마오커지’는 이를 수령한 사실

을 부인하고 있으며, ‘신에츠화공’ 역시 중재판정부가 이를 제대로 

송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

판정부도 2005년 10월 21일 당해 문건을 ‘씬마오커지’에 발송하

였다는 여하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 이후 당사자들에게 

기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씬마오커지’는 

이미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기일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132

最高人民法院关于裁定不予承认和执行社团法人日本商事仲裁协会东京 05-03 号 

仲裁裁决的报告的答复, [2008]民四他字第18号 2008年 9月 10日. 원심은 天津市 

高级人民法院[2006]津高民四他字第 0006 号裁定不予承认和执行社团法人日本商事

仲裁协会东京 05-03 号仲裁裁决的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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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은 티엔진시(天津市) 중급인민법원의 보고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일본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日本商事仲裁协会商事仲裁规则, 이하 ‘중재규칙’)에 부합하지 않

고, 뉴욕협약 제 5조 제 1 항 b호와 d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

였다.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선 중재규칙 제 20조는 “1. 동일한 

중재합의 사안에서 신청인은 중재협회에 신청변경서를 제출함으로

서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의 

변경을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전항의 허가를 함에 앞서 반드시 상

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씬마오커지’는 ‘신에츠화공’의 변경신청에 대하

여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신에츠

화공’이 신청을 변경한 상황에서 ‘씬마오커지’는 변경 후의 신청내

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변경사항의 통지

의무는 중재판정 절차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씬마오커지’의 신청에 대한 항변권과 항

변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 호의 ‘중재절차

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사자

들이 선택한 중재규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어서 승인이 불가하

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재규칙 

제 53조는 “1. 중재판정부가 중재심리가 이미 충분하게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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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판정의 심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중재판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뒤 5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

다. 만일 사안이 복잡하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필

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는 연장될 수 있느나 8 주를 초과할 수 

없다. 2. 중재판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리를 종결한 후

에 당사자에게 중재판정을 행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

어있었다. 

 이에 근거해서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규칙상의 통지는 중재판정

부의 의무로, 판정부가 임의로 행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당사자들이 일본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에 따

르기로 합의한 이상 중재규칙의 관련 내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뉴욕협약 제 5 조 제 1항 d호의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승인을 거부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호는 중재가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을 

준수하여 행하여질 것에 대한 요구로서,133 뉴욕협약은 방어권 침

해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법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적법절차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134 

                            
133

 영미에서는 적법절차(due process)의 보장, 독일에서는 법적인 심문 

(rechetliches gehür)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석광현, 국제상사 

중재연구 제 1 권, 280 면.  
134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54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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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통지가 적당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가 동의한 중재규칙에 의하며, 그 중재규칙에도 송달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법에 따른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규칙의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방어권침해 유무에 대한 

판단함은 드러나고 있으나 중국의 적법절차기준에 합당한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b 호를 방어권의 침해가 심하여 공정한 심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승인거부사유가 된다는 통례
135
에 비추어 보건대 

변경된 신청내용이 통지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방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이 사건에서, 승인거부사유가 있다는 최고 

인민법원의 결론은 수긍할 만 하다.  

이에 반하여 d 호 위반의 사유로 든 중재심리 종결 후 

판정기일의 통지의무 미이행은 독자적으로 승인·집행 거부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분명 중재절차의 하자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는 중재심리가 완결된 이후 단지 중재 

판정을 행할 기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린다는 의미만 있는 통지이기 

때문이다. b 호의 ‘방어권 침해’와 비교하여 d 호의 사유에도 

균형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b 호 위반의 

사유로 제시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기일 통지의무 

미이행을 독자적인 승인·집행 거부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135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28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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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다소 의문은 있으나 실무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재심리종결 후 

중재판정기일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d호가 정하는 중재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리스 COSMOS	 MARINE	 MANAGEMENT	 S.A.의 영국 

런던해사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36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004년 12월 28일 피신청인 티엔진시(天津市) 카이치앙무역유한

회사(凯强商贸有限公司, 이하 ‘카이치앙무역’)는 신청인 스지해운

관리회사（世界海运管理公司，COSMOS MARINE MANAGEMENT S.A. 이하 

‘COSMOS MARINE’）로부터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임

차인이 23,000 톤의 식용소금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의 

Kandla항으로부터 중국 리엔윈(连云)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이

와 동시에 쌍방은 당해 계약이 영국법에 근거하여 해석되고 조정

된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국런던해사

중재인협회규칙에 의하여 런던에서 중재토록 정하였다.  

 2005년 1월 ‘COSMOS MARINE’은 용선계약에 근거하여 인도 Kandla

항으로부터 23483.109톤의 화물을 중국 리엔윈(连云)항으로 운송

하였다. 그러나 ‘카이치앙무역’은 용선대금 미화 163,815.38달러를 

                            
136
最高人民法院关于是否裁定不予承认和执行英国伦敦“ABRA 轮 2004 年 12 月 28 日

租约”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 2007年 1月 10日 [2006]民四他字第34号. 원심은 

天津市高级人民法院[2005]津高民四他字第 5 号关于是否裁定不予承认和执行英国伦

敦"ABRA 轮 2004 年 12 月 28 日租约"仲裁裁决的请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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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OSMOS MARINE’은 런던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COSMOS MARINE’이 중재신청을 한 후, 영국런던해사중재

인협회는 1996년 영국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카이치앙무역’에 대

하여 14일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라는 통지를 2005년 2월 22일에 

제 3 자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05 년 3 월 9 일 

‘COSMOS MARINE’은 제 3자를 통하여 ‘카이치앙무역’에 대하여 7일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라는 통지를 재차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COSMOS MARINE’은 ‘카이치앙무역’이 응답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

년 3월 18일 N． S． Sevastoponlos를 단독중재인으로 선임하였

다. ‘카이치앙무역’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

였다.  2005년 7 월 18일 영국런던의 중재인은 ‘카이치앙무역’이 

신청인  ‘COSMOS MARINE’ 에게 1) 운임 미화 163,815.38 달러와 그

에 대한 이자, 2) ‘COSMOS MARINE’이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3) 중재판정비용을 지불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COSMOS MARINE’은 영국 런던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을 티엔진(天津) 해사법원에 신청하였다.137 

(2) 법원의 판단 

 티엔진(天津) 해사법원과 티엔진시 고급인민법원은 “1996년 영

국 중재법의 규정에 의할 때, 당사자들은 일방당사자에게 송달할 

                            
137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카이치앙무역’은 중재인선정 및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는 뉴욕협약 제 5 조의 승인 

거부사유에 해당하며, 신청인 ‘COSMOS MARINE’이 제출한 증거들은 중국법률과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자격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어 당해 중재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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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계약에서 합의한 방식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약정이 없

는 경우에도 당연히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에 의한 송달을 불허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138 이 사건 중재절

차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 중에서 송달방식에 의한 약

정은 없었고, 신청인은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을 선택하였다. 이러

한 방식의 송달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반드시 피신청인이 수령한 후에 회신을 하여야

만 한다. 만일 회신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피신청인에게 

통지사실에 대한 여타의 증거를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송

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송달했

다는 증거나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중국과 영국이 공히 가입하고 있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인이 지정한 자에 의한 통지가 없었

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중재판정은 승인·집행될 수 

없다”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최고인민법원역시 신청인 ‘COSMOS MARINE’과 피신청인 ‘카이치앙 

무역’의 합의에서 정한 미화 50,000 달러를 넘는 미화 163815. 

38달러로,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인을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 

                            
138
 1996 년 영국 중재법 제 14조 제 4 항은 ‘중재인은 당사자의 지정이 필요하며,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에도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의 통지가 

있어야 하며, 중재인의 지정 요구나 동의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된다’라고 

하고 있다. 동법 제 15 조 제 4 항은 ‘중재인의 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1 인의 독임중재인에 의하여 구성된다’라고 정한다. 한편 동법 

제 76 조는 ‘통지의 송달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 1 항에서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한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 3 항은 ‘통지 또는 기타 서면은 기타 어떠한 유효한 방식으로도 송달될 수 

있다’, 제 4 항은 ‘만일 통지 기타 서류에 주소가 기재되었고, 우편요금이 

납부된 경우라면, (1) 수신인이 개인이라면 알려진 최후주소 또는 주요 

영업소로 발송된 때, (2) 수신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된 때에는 이를 유효한 송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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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139  “중재절차에서 신청인은 1996년 영국중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는 바, 이는 중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송달방식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송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청인 

이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의 도달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안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중재인 지정에 관하여 

유효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티엔진 해사법원의 승인·집행 거부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송달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중재지인 영국의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

건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앞서 밝

인 바와 같이 적절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당사자의 약정을 최우선하며, 합의한 중재규칙을 다음으로 하고, 

중재규칙이 송달방식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하다면 중재지법에 의

한다는 중국법원의 원칙에 합치한다.  

                            
139
 분쟁의 총액이 미화 5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당사자 일방이라도 홀로 선임하며 런던해사중재인협회규칙에 따라서 런던에서 

중재한다. 기타 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영국 발틱 

(波罗)거래소 구성원인 중재인 2 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로 

최종해결된다. 각 당사자가 1 인의 중재원을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중재인이 

수석중재인 1 인을 선임한다. 이 계약은 영국법에 의하여 조정·해석된다. 



95 

한편, 일본국 신에츠화학공업주식회사 사건과 달리, 당해 방식

이 ‘중국법’이 금지하는 송달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b호

의 적법절차에 관하여 집행지국의 적법절차 기준에 비추어 판단한

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부합하는 판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약정과 영국법이 전자우편에 의

한 송달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응 유효한 송달이라고 보

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전자우편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발송자측은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

여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140
을 취하고 있다.  

즉,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에는 수령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인

데, 여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안에서 ‘수령의 증명이 없다’

라고만 할 뿐 신청인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않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상대방이 수신확인기능이 있는 전자우편계정을 사용한다면 

발신자측에서 수령사실을 증명하기 쉬울 것이지만, 많은 경우 이

런 기능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전자우편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수령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상대방의 전

자우편계정에 발신자의 전자우편이 도달되었음을 발신자가 증명하

라는 취지라면, 수신자측이 전자우편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고 

수령사실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도달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일이다.  

                            
140
 “중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송달방식이 아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송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96 

따라서 전자우편에 의한 간이한 송달방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 내지 우편에 의한 송달에서의 증명방법에 비추어, 발신자측

이 수신자의 올바른 주소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였고, 발신

자측 또는 수신자측의 서버의 기록을 통하여 상대계정에 전달된 

사실이 증명된다면 일응 수령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 (주) TS 해마루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41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주) TS해마루(海码路, 이하 ‘해마루’)는 피신청인 따칭

파파이스식품유한회사(大庆派派思食品有限公司,  이하 ‘따칭파파

이스’)와의 사이에 2001년 8월 16일 ‘파파이스(PoPeyes)’에 관한 

개발 및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권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계약이 해석되어야 하

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재에 의할 수 있

고, 대한상사중재원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의 중재위원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며, 의장은 대한상사위원회가 선

정하도록 합의하였다. 계약에서 피신청인은 그 주소를 “大庆派派

思食品有限公司，中华人民共和国，黑龙江省大庆市让胡路区北方建材

城 11-3 号，总经理王江龙”라고 명시하였다.  

‘해마루’는 계약의 이행 과정 중에서 ‘따칭파파이스’가 약정한 

대로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2004년 10월 

                            
141
 最高人民法院关于是否承认和执行大韩商事仲裁院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 2006年 

3 月 3 日 [2005]民四他字第 46 号. 원심은 黑龙江省高级人民法院 [2005] 

黑高商外他字第 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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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4년 7월 19일과 동년 10 월 27일에 각각 DHL(敦豪快递)을 통

하여 중재통지와 중재판정문을 송달하였고, DHL의 운송장에는 영

문으로 발송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수신인 ‘따칭파파이스’의 전화번

호가 적혀있었고, 주소로는 ‘中国 黑龙江 大庆市 萨尔图区 友谊大

街 12 号’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영업소의 주소는 

아니었다. 당해 중재판정에서 ‘따칭파파이스’가 중재신청서의 송

달 이후에 두차례 미출석·미답변 한 것이 인정되었다.  

당해중재판정은 1) ‘ 따칭파파이스’가 ‘해마루’에게 인민폐 

375,342.14위안과 미화 30,000달러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2004년 4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22일까지의 연 6%에 비율에 

의한 이자와 2004년 10월 23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과 2) ‘따칭파파이스’가 ‘해

마루’와 2001년 8 월 16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가 부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당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였으며, 취소되지 아니하였다.142  

                            
142
 신청인 ‘해마루’가 2005 년 4 월 하얼빈시(哈尔滨市) 중급인민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신청한 데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 

왕지앙롱(王江龙)은 DHL 을 통해 송달된 당해 문건은 수신하였지만, 우편물의 

내용에 중국어 번역본이 없었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의 

통지인 줄 몰랐기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다투었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中华人民共和国 

和大韩民国关于民事和商事司法协助的条约)’ 제 4 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사법 

공조는 반드시 각국이 지정한 중앙기관의 직접적인 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중국측의 경우에는 사법부(司法部)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이다. 대한상자중재원의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직접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신청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아울러 이 사건 

통지는 중문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조약 제 8 조에도 어긋난 것이다. 

피신청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중재판정부로부터의 통지인지 알지 

못하였고,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상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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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1) 하얼빈시(哈尔滨市) 중급인민법원의 판단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인 ‘해마루’와 피신청인 ‘따칭파파

이스’ 사이의 당해 분쟁은 상사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상 분쟁으로

서 중재적격이 있어 중국법상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며,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관할이 인정되지만 ‘중재기구에 대한 합

의가 없는 경우’ 내지는 ‘중재통지의 미이행’의 사유가 있으므로 

중국 민사소송법 제 2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집행을 거부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고급인민법원은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과 뉴욕협약의 집행에 관한 통지(关于执行我国加入的

〈承认和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的通知) 제 4조의 규정에 의할 때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이 승인·거절사유로 내세운 ‘중재기구에 대

한 합의가 없다’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만 법원이 비로소 

심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피신청인이 주장을 한 바 없이 직권으

로 심리한 것이어서 승인·집행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는 관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재기구 선정에 

대한 미합의’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된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와 같은 통지는 중재과정에서의 사용 언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통지가 된 것이 아니므로 뉴욕 

협약 제 5 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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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중재통지의 미이행’에도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대한민국 중

재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중재법은 우편에 의한 송달을 인정하

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DHL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에게 통

지한 것은 유효하고, 송달주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피신청인의 주

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국제특급우편이 반송되지 아니하

였고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왕지앙롱(王江龙)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송달에 있

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하여 송달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143  

다만 이 사건에서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호의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였다.  

먼저 다수의견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기를 계약의 해석은 대한

민국의 법률에 의하기로 하였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

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키로 하였으므로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대

한민국 중재법
144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합의에서 중재시 사용할 언어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어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를 하

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중재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통지

                            
143

 한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법’에 관한 공조를 규정하는 것이지 중재사항의 효력 

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144
 구 중재법 제 23 조 (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 1 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증과 함께 제 1 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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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중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함으로써, 송달된 서류를 중시하지 아니한데 기인하는 것

이지 뉴욕협약 제5조상의 승인·집행 거부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하여 소수의견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지인 대한민국

의 법률에 의하여 송달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당해 국가의 법률이 

이미 체결한 국제조약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을 적용하

여야 함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뉴욕협약 제 5조에 의하

면 중재기구는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게 반드시 ‘적절한 통지(适当通知)’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조약의 해석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비록 뉴욕협약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한’과 ‘통지’를 문리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적어도 ‘적절한 통

지(适当通知)’에는 상대방이 ‘알거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방식’에 

의한 통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수령한 것이 통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통지를 발송한 자의 신분과 통지의 내용, 그

리고 통지의 내용에 따를 것인지 혹은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통지여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즉, 이 사건의 피신청인은 중국법인

이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국적인에 대한 통지, 중재판정 등의 

송달에 있어서 중국의 언어환경을 존중하여 중문번역본을 첨부함

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합당한 통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호에 따라 승인·집행을 거부하

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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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에 대한상사중재원

의 중재규칙을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동 중재규칙에 

의하여 통지가 발송된 사실과 이를 피신청인이 수령한 사실에 대

한 증거가 명확하므로, 중재판정부가 송달한 중재절차 개시에 관

한 통지와 중재판정서에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대한민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어

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의 사유가 없다고 하여 헤이룽장성(黑龙江

省) 고급인민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이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태

도를 취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먼저 뉴욕협약 제 5 조 제 1항의 사유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할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법원이 심리하여야 함을 

지적한 헤이룽장성(黑龙江省) 고급인민법원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

하다. 한편, 당사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명시

적으로 약정하고,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

기로 합의한 사안이므로 각종 통지의 송달 및 중재절차의 진행은 

그에 따르면 된다고 판단한 점 역시 합당하다.  

 다만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의 소수의견은 중국측 피신청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b호 소

정의 ‘합당한 통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통해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을 통지의 요건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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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의 관련규정은 중재절차에서 송달의 유효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며, ‘합당한 통지’에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도출할 근거가 박약하며, 중

재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합의한 중재

규칙 내지 중재지의 중재법에 규정될 것이고, 이를 집행지국의 적

법절차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무리한 해

석이라고 볼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

조약’ 상의 사법공조와 사용언어에 관한 사항은 양국의 사법기관

이 사법절차에서의 공조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중재기관의 각

종 통지 및 중재판정의 송달에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중국어 번

역본의 미첨부를 절차위반으로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한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다수의견의 판시와 같이 ‘피신청인이 중

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인

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송달된 서류를 중시하

지 아니한데 기인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 최고인민법

원 역시 절차적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지지하고 있는

데, 합당한 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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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5 조 제 1 항 d 호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1. 마샬군도 First	 Investment	 Corp.의 영국 런던 

임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45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마샬군도 소재 띠이투자회사(第一投资公司, First 

Investment Corp, 이하 ‘First Investment’）와 피신청인은 2003년 

9월 15일 선택권 협의 제 9조에서 중재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중재판정부에는 3인의 중재인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의 초안이 작성된 이후인 2006년 

3월 2일에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 제 8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재절차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중재인 왕셩창 

(王生长)이 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측의 

신청은 배경사실에 대한 문제 또는 수량에 대한 주장에 불과’ 

하며 ‘가사 왕셩창(王生长)이 심리에 참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심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왕셩창(王生长)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First Investment’가 승인·집행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5

最高人民法院关于马绍尔群岛第一投资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伦敦临时仲裁庭仲

裁裁决案的复函 2008 年 2 月 27 日 [2007]民四他字第 35 号. 원심은 福建省高级 

人民法院 2007 年 10 月 12 日 [2007]闽民他字第 36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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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푸젠성(福建省) 고급인민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선택

권 협의 제 9조의 중재조항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사항

에 대해서도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3 인의 중재인은 당사자의 변론 및 증거

조사 등 중재과정 전체에 걸쳐 모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중재판정의 제 8호에 기재된 사항에 중재인 왕셩창(王生长)

이 참가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아울러 “중재판정의 제 1 초안의 완성은 중재판정의 최

종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 중재판정 제 8호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판정확정 이전에 제 3초안까지 

작성하였으며, 제 1초안 작성 이후로도 사건에 관하여 계속하여 

심리해왔다. 제 8호에서 서술된 사항에 따르면 중재인 왕셩창(王

生长)은 제 1 초안에서는 보류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중재판정의 심

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006년 5월 3일과 동년 7월 28일

자 서면에서 중재인 Martin Hunt와 Bruce Harris가 확인한 바와 

같이 왕셩창(王生长)은 2006 년 2월부터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

니하였고 2006년 3월 20일부터 범죄혐의로 구속상태에 있어서 이

후 심리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최종중재판정에 관여하지 못하였

음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

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조항과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계약에 위

반되므로 당해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자자들이 합의한 중재합의

에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재지 소재지 국가의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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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d호의 승인·집행 

거절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최고인민법원 역시 이 부분판단에 

동의하여 승인·집행을 거부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건 판시를 보면 중국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 내지는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 등 준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가 3 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심리가 이루어져 중재

판정 제 1초안까지 작성, 1인의 중재인이 불참하였다 하더라도 나

머지 중재인들의 의견을 번복할 수 없어
146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실질적으로 중재판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

정의 여러 사항 중 단 한 가지 부분인 제 8항과 관련하여 1인의 

중재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

의 승인·집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그것

이 중재판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사소한 것인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와 중재판정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승인거부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정설
147
과는 상이한 태도로 

보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46
 피신청인의 절차위반의 항변에 대하여 나머지 중재인들이 ‘가사 왕셩창 

(王生长)이 심리에 참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중재절차에서 응답한 바 있었다.  
14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258 면;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295 면. 



106 

2.	 싱가폴 Bunge	 Agribusiness	 Singapore	 Pte．Ltd.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48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004년 3월 4 일 신청인 방지농마오싱가폴유한회사(邦基农贸新

加坡私人有限公司, Bunge Agribusiness Singapore Pte．Ltd., 이하 

‘번지농업’)와 피신청인 광동펑위안양요우그룹유한회사 (广东丰源

粮油集团有限公司, 변경전 广东丰源粮油工业有限公司, 이하 ‘펑위

안양요우’）는 대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신용장개설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차이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약

정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4년 4월 14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매계약과 부속서에 

대해 이를 수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에서는 피신청

인이 지체없이 2004년 6 월 5일부터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4년 6월 10일 피신청인에게 신용장 개설통지

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합의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치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04년 7월 23일 피신청인에게 신용장을 미개설

한데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합계 미화 

3,892,900달러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2004년 8월 10일 런던 FOSFA협

                            
148

最高人民法院关于邦基农贸新加坡私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仲裁裁决一案

的请示的复函 2007 年 6 月 25 日 [2006]民四他字第 41 号. 원심은 广东省高级 

人民法院 2006 年 11 月 17 日 [2006]粤高法民四他字第 10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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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조항에 의하여 R．W．ROOKES를 중

재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FOSFA는 2004년 9월 15일 

피신청인에게 중재인 선정요청을 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FOSFA는

S．Bigwood를 피신청인의 중재인으로 지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지

정된 중재인과 이익충돌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중재인 선정기

간의 연장을 재차 요구하는 팩스를 동년 10월 11일 발송하였으나 

이러한 이의를 거절하고, 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2004년 10월

25일에 이르러, FOSFA는 당초 지정중재인이었던 S．Bigwood가 스

스로 회피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중재인으로 W．PLUG를 지정

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중재과정에서 중재인은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두고 수차례 답변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떠

한 답변이나 회신을 한 바 없었고, 2005년 7월 19일 최종 중재

판정이 이루어졌다.149 

중재인들은 2005 년 7월 27 일 신청인이 납입한 중재비용을 영

수하였고, 중재판정서의 정본은 신청인에게, 부본은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청구에 응하여 FOSFA 는 

2005년 8월 26일 중재판정부가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특급우편(特

快专递)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49
 2005年2月24日, FOSFA在致被申请人的传真中,指令被申请人在21日内提交答辩. 

2005年3月30日,FOSFA在致被申请人的传真中,再次敦促被申请人在14日内提交答辩. 

2005 年 5 月 11日, FOSFA 在致被申请人的传真中,第三次敦促被申请人在 14日内提交

答辩.由于被申请人始终没有提交答辩, R.W.ROOKES 与 W.PLUG 组成的仲裁庭于 2005

年 7 月 19 日作出终局裁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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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7일, 중재인은 중재판정문 중 오자가 있는 것을 발

견하였고, 즉시 FOSFA를 통하여 수정한 중재판정서를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FOSFA가 우편으로 발

송한 중재판정서에 대한 수령확인을 이유없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촉탁에 의하여 통상변호사사무소(通商律师事务所)의 변

호사 리우원(刘问)이 2005년 10월 12일 전술한 피신청인의 소재

지에서 허치엔(何潜)이라는 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였다.150  

(2) 법원의 판단 

1) 양장시(阳江市) 중급인민법원의 판단 

양장시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FOSFA가 우편

으로 발송한 중재판정서와 기타 서면을 피신청인이 수령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영국 런던 FOSFA의 중

재인 R．W．ROOKES와 W．PLUG의 중재판정문의 수령을 부인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였다는 허치엔(何潜)이라는 인물이 피신

청인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당해 송달은 베

이징시 통상변호사사무소(通商律师事务所)의 변호사 리우원(刘问)

                            
150
 이와 같이 영국 FOSFA 협회 중재인 R.W.ROOKES 와 W.PLUG 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 신청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신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바 없으며, 중재심리개시의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을 할 수 없었고, 2)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과 중재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중재인을 지정할 수 

없었으며, 3)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개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중재판정서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인데, 수령인이라는 

허치엔(何潜)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송달인은 이 사건 중재의 

신청인 자신이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뉴욕협약의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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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중국 소송법상 송달관계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 5조 제 1 항 e호는 ‘판정

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

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

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승인·집행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중재판정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치 아니한 것이

어서 피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승인·집행을 거부한다

고 판시하였다. 

2)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서

는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당사자들이 영국법을 중재합의와 중재절

차의 준거법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법원은 이에 따라 심사한다고 전

제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을 1)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절차가 

FOSFA의 중재규칙에 합치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당해 중재

판정이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3) 당해 중재판정

의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의 세가지로 정리하였다.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FOSFA 의 중재규칙은 당사자에게 중재인 

명부와 중재규칙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FOSFA는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중재규

칙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중재인 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하

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중재인 선정에 관한 통지를 수령치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DHL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된 운송장이 

있고, 피신청인과 FOSFA 사이에 오고간 서신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통지 미발송에 관한 사항을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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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FOSFA의 중재규칙상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

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어 답

변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제출치 아

니하여 피신청인의 항변 없이 심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중재규

칙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두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2004 년 6월 14일 ‘国家质检总局发出 71

号公告’로 신청인의 대두수출자격이 정지되었으나 공고의 내용은 

당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화물에 관하여 직접적용되는 것은 아

니어서, 공공질서에 관한 문제를 이 사건에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

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에 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우편과 팩스에 의하여 송달하였다

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팩스를 수령하였다

는 점을 신청인이 증명하고 있지도 못하므로 FOSFA가 수정된 중

재판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은 인

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상변

호사사무소(通商律师事务所)의 변호사 리우원(刘问)이 중재판정문

을 허치엔(何潜)이라는 인물에게 2005년 10월 12일 직접 전달한 

점은 인정되나, 허치엔(何潜)이 피신청인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신청인이 변호사 리우원(刘问)에게 이를 수령하였

다는 확인서명·날인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당해 중재판정문이 피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뉴욕협약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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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항 e호가 규정한 사유가 있어 승인·집행을 거부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FOSFA(国际油、油籽和油脂协会)의 중재규칙(上

诉和仲裁规则)과 영국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될 중재규칙 제 1조 f 항에 따르면, ‘본 협회의 

통지에도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체 중재인이 

필요한 경우, 본 협회가 중재인 1인을 지정한다. 본 협회의 지정

애 대한 통지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한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지정한 중재인 S．Bigwood가 스스로 회피한 경우

인데, 피신청인인 ‘펑위안양요우’에게 대체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곧바로 새로운 중재인을 선임토록 하지도 않

았다. 중재기관의 새로운 중재인 지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

절차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1 항 d호의 사

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한다고 판

시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건 판시에서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당사

자의 합의 내지는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 등 준거법에서 규정한 사

항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일면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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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서 지정중재인 S．Bigwood가 스스로 회피한 뒤, 피신청인 

에게 새로운 중재인을 선임토록 하지도 않았고, 대체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기관이 새로운 

중재인을 지정한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에 적용될 

FOSFA중재규칙 제 1 조 f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로 판단하고 있

는 것은 아니지만 양장시(阳江市) 중급인민법원과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하여 꾸준히 승인·집행 거

부사유로 삼았던 것은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e 호가 정한 중재

판정의 구속력 결여였다.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개념은 뉴욕협약상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구속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도 특별히 규

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따

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면서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

태로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151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은 선고와 동

시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152
에서, 중국의 하급심 법원들이 이 사

건 중재절차의 준거법상 구속력 발생시기에 대한 검토 없이 피신

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중재판정의 구속력

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뉴욕협약과 중재판정의 구속력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재법 제 57조153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중재판정은 판정문의 작성일에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

하며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부적법한 

송달로 인하여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151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298 면. 

152
 김갑유, 앞의 책, 248 면. 

153
 中华人民共和国 仲裁法 第五十七条  

裁决书自作出之日起发生法律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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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

으나 e호의 사유가 이닌 d호의 사유를 들어 승인·집행을 거부하

고 있음에 비추어 하급심 법원들의 이와 같은 견해를 배척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제 5 조 제 2 항 b호 – 공서위반 

1.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의 ICC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54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신청인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피

신청인 지난용닝제약유한책임회사(济南永宁制药有限责任公司, 이

하 ‘용닝제약’)는 1995년 12월 22일 지난하이모파무제약유한회사

(济南海慕法姆制药有限公司, 이하 ‘합자기업’)를 설립하는 ‘지난하

이모파무제약유한회사합자계약（济南海慕法姆制药有限公司合资合同， 

이하 ‘합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합자계약 제 57조는 적용법

률에 관하여 당해 계약의 성립과 효력 및 해석, 이행에 관해서는 

중국법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동 계약 제 58조는 ‘분

쟁의 해결’이라는 표제 하에 이 계약의 이행 및 이 계약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에 근

거하여 해결하며, 이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파리의 국제

                            
154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和执行国际商会仲裁院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 2008 年 

6 月 2 日 [2008]民四他字第 11 号. 원심은 山东省高级人民法院 2008 年 1 月 30 日 

[2007]鲁民四他字第 12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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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国际商会仲

裁委员会)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Suram Media Ltd. (苏拉么媒体有限公司）는 2000년 

4월 당해 계약에 가입하여 합자기업의 주주가 되었다.  

2002년 8 월 6 일에 이르러, ‘용닝제약’은 제남시 중급인민법원

에 합자계약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차임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합자기업은 법원에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

고, 합자계약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자계약에서 발생한 임대

차관계에 대한 분쟁은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중재에 의해 해

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용닝

제약’이 제기한 소가 합자기업의 자산의 임대차와 생산품의 사용

에 관한 분쟁이며, 합자계약 중 중재조항의 구속력은 투자주체들 

간에만 유효하다고 보아 당해 사건에는 합자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할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소송에서 ‘용닝제약’은 담보를 제공하면서 가처분신청(财产保全

申请)을 하였고,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면서 합자

기업의 예금지분과 생산품을 압류하였다. 2003년 4 월 9 일, 지난 

중급인민법원은 ‘용닝제약’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동년 7월 23

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확정하여 1심판결의 결

론을 유지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17 일 ‘용닝제약’은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합

자기업을 제소하여 토지임차료의 지급과 더불어 미반환토지의 인

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합자기업은 반소를 제기하여 ‘용닝

제약’이 약정한 토지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003년 11월 

25일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용닝제약’의 청구를 인용하고,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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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반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유지하여 2004년 8월 16일 확정되었다.  

2003년 8월 2 일 ‘용닝제약’은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합자기업

을 제소하여 새로이 발생한 임차료의 지급 및 잔여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합자기업은 관할이의의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앞선 소송에서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자 합자기업은 상소하였고,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역시 당해 사건에는 합자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용닝제약’은 당해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2004년 9월에 이

르러 소를 취하한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새로이 소를 제기(重新

起诉)하여, 잔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5년 3월 5일 청구인용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같은 해 10월 18

일에 확정되었다.  

2004년 9월 3일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는 공동으로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国际商会仲裁委员会)

에 공동신청인들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다. 공동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각종 계

약위반행위로 말미암은 투자손실금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있는 점

을 근거로 하여 미화 10,764,514 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공동신청인들은 투자이익의 손실액의 청구도 하였다. 공동

신청인들은 소송에서 확정된 임차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

시하였다. 아울러 공동소송인들은 피신청인에게 ICC중재에 의하

기로 한 중재합의 범위에 포함되는 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를 

취하할 것도 청구하면서 소송에 응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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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소송인들은 피신청인이 합자계약상 중

대한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계약을 해지함을 밝혔으며, 중재절차에 

관련된 비용 일체의 배상도 청구하였다.  .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1) ‘용닝제약’은 자신의 법률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2) ‘용닝제약’은 피신청인들 3 개 회사에 

손해배상액으로 미화 6,458,708.4달러와 소송비용 미화 9,509.55

달러, 법률 및 기타비용 미화 1,270,472.99달러, 중재비용 미화 

295,0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고, 3) ‘용닝제약’은 이 중재판정일 

이후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총액 미화 8,033,690.94달러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용닝

제약’에게 합자기업의 인감과 재무장부를 인도하고, 5) ‘용닝제약’

의 반대청구는 기각하며, 6) 기타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

을 내렸다.  

2007년 3월 16일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을 수령하였고, 같은해 

9월 신청인 3개 회사는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
집행을 신청하였다.155  

                            
155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용닝제약’은 1) 중재판정의 범위가 합자경영계약상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d 호에 해당되어 

승인·집행이 거부되어야 하며, 중국 법에 의하여 합자경영계약의 중재합의의 

범위는 합자경영 당사자들의 주식지분에 관한 사항의 분쟁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용닝제약’과 합자기업사이의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 ‘용닝제약’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과 합자 

기업사이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중재판정은 

‘용닝제약’의 보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판정으로서 당사자의 신청범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용닝제약’은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는바, 이는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b 호와 d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승인·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 3)한편, 당해중재판정은 중국법에 의하면 

중재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뉴욕협약 

제 5 조 제 2 항 a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 4) 아울러, 

당해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은 중국의 공공정책에 위반되므로 뉴욕협약 

제 5 조 제 2 항 b 호의 승인·집행 거절사유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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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1)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재합의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범위는 합자계약 당사자

들 사이의 합자행위에 대한 분쟁에 한정되고 합자행위와 무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에서 임대차관계에 기한 

소송, 보전처분 등은 합자기업과 주주로서의 ‘용닝제약’ 및 신청

인 3개 회사와 무관하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중재신청과 ‘용닝

제약’의 보전처분에 대한 중재판정은 중재합의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심리범위는 합자기업의 실패와 영업중단의 

원인 등의 사항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보전처분이 합자기업의 실

패와 영업중단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재판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용닝제약’ 역시 이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으므로 의견진술권

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신청인이 신청한 바가 합자에 관한 분쟁이라 하더라

도, 중재판정문은 ‘용닝제약’이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배

상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보전처분은 ‘용닝제약’이 신청하

였다 할지라도, 관련된 조치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한 것이고, 

법원은 중국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은 중국 사법기관의 전권사항이며, 중재심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중재가능성

이 없는 사항에 대한 중재판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용닝제약’은 중국법에 의한 법인으로, 중국헌법

상의 기본권의 주체인 것이어서, 회사의 재산과 차임은 합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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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할 것으로서 차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전

처분의 신청과 소 제기가 가능하며, 이는 법이 정한 기본적 권리

의 행사라고 전제한 뒤, ‘용닝제약’이 제기한 소와 합법적인 보전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중국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음에도 중재판정

부가 이를 무시하고 ‘용닝제약’의 정당한 소송행위를 계약위반이

라고 판단한 것은 중국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므로,  

당해 중재판정은 토지임차소송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고 하였으나,  이는 중국법원이 이미 행한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어서 중국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중국의 사회공

공이익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들인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와 ‘용닝제약’이 체결한 합자계약 제 58조의 규정에 의

하면 당해계약에는 명백하게 중국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청인 3 개 회사가 중재절차에서 중국법

의 적용을 통해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으

며, ‘용닝제약’역시 명시적으로 중재조항의 해석에 중국법이 적용

됨을 주장하였기에 당사자들이 중국법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택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이어 “중국법에 의할 때, 합자계약의 체결주체는 중국 외의 투

자자이며, 계약상의 중재조항은 오로지 투자주체들만을 구속할 수 

있어, 합자기업은 합자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며, 합자기

업과의 분쟁에는 중재조항의 구속력이 미치지 이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신청인이 ‘용닝제약’이 중국법원에 합자

계약 위반에 대한 중재신청에 대해 ‘용닝제약’이 명시적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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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있음에도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간에 이미 중국 법원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분쟁사항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

로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뉴욕협약 제 5조 제 2항 a호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

과 집행을 신청한 국가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을 때, 당해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중재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중재판정은 불가능

하므로 당해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집행할 수 없다. 중국 중재

법 제 2조에 의하면 개인 및 법인 기타 단체 등 사인 간의 계약과 

재산권에 관한 분쟁만이 중재가능성을 갖는다. 중국이 뉴욕협약 

가입 당시에 상사유보를 하였으므로, 중국법률상 계약 또는 비계

약적인 상사분쟁이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

어, 승인·집행이 불가하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당해 중재판정

에 중국의 사회기본적 공평관념에 어긋나는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여, 중국

의 사법주권을 손상시켰다. 구체적으로는 1) ‘용닝제약’이 인민법

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한 중재판정은 법

원의 보전처분에 대한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고, 2) ‘용닝제약’의 

토지임대료 소송의 제기가 합자계약상 중재조항에 위반된다는 판

단은 권한 없이 인민법원의 소송관할권을 부정한 것이고, 3) 중재

판정이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간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 부분은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민법원이 이미 행한 판결

에 대한 관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당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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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국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미 판결

을 내린 바 있다. 4) ‘용닝제약’이 신청인들 3개 회사에 대하여 

중국법원에서 진행된 소송비용에 관한 배상을 하도록 명한 부분은 

인민법원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인민법원이 이미 행한 판결· 재정

(裁定)의 기판력(既判力)156
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사법주권

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1)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의 재산 임

대차와 관련한 제 1소송 중,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였는데,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신청이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유있다

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중재판정은 당해 보전처분의 신청이 정당성

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인민법원이 ‘용닝제약’의 보전처분 신청

에 대한 재정(裁定)을 하였음에도, 중재판정은 중국법원이 소송 

중 행한 보전처분의 재정(裁定)과 집행이 합자기업의 경영상 실패

와 운영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실

질적으로 인민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3)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의 뒤이은 두차례의 소송에 대해서 

합자기업이 관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인민법원이 이를 기

각한 바 있는데도, 중재판정부는 ‘용닝제약’이 ‘합자기업’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고 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인민법원의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민법

원이 행한 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4) ‘용닝제약’

의 합자기업에 대한 토지임대차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인민법원은 

                            
156
 중국민사소송법은‘기판력’을 명시하지 않으나 중국법원과 실무는 기판력을 

판결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범위와 동일한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세한 논의는 손한기, 앞의 논문, 4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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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닝제약’의 제소에 대하여 중국법률규정에 합당하게 수리하여 

심리하였고, 합자기업이 관할이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

결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용닝제약’이 제기한 

이 소송이 중재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중국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하

는 것이다. 5) ‘용닝제약’이 신청인들 3개 회사에 대하여 중국법

원에서 진행된 소송비용에 관한 배상을 하도록 명한 부분은 인민

법원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은 중국의 민사소송

법상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위반이다. 민사소송법은 중국의 기본

적인 법률의 하나로, 보전처분 제도는 중국 민사소송법이 확립한 

기본적인 소송제도로서 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송상 권

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용닝제약’이 신청하여 얻은 

보전처분이 계약위반이고 심지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개

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은 '공평원칙

(公平原则)’에 위배된다. 인민법원의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간의 

재산 및 토지 임대차관계에 대한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용닝제약’은 합자기업에 대하여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의 분쟁은 임차료의 미교

부에 기인한 것이고, 중재판정부가 ‘용닝제약’의 정당한 소송행위

인 보전처분의 신청이 합자기업 경영중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용닝제약’에 대해 현저히 공

정에 반한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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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판단  

최고인민법원 역시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와 ‘용닝제약’은 ‘합자계약’ 중 당사

자들과 합자사항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

항을 체결하였고, 이는 합자기업인 ‘합자기업’과 ‘용닝제약’ 사이

의 분쟁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국제상

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国际商会仲裁

委员会) 중재에서 ‘용닝제약’과 합자기업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정한 부분은 합자계약에서 약정

한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법원이 ‘용닝제약’과 ‘합자기업’ 사이의 임차료 분쟁에 

대한 보전처분과 판결을 이미 행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한 것이

므로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d호와 동조 제 2항 b호의 규정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이 사안은 중국법원이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공서에 위반된다

고 판단한 유일한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시(济南市) 중급인

민법원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에 이르기

까지 이 사안의 중재판정에 대해서 공서위반을 이유로 하여 승인·
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재판정은 

기판력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재판을 무시한 판정으로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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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절차적 공서 위반사례에 해당하므로,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라

고 할 것이다.  

다만 사안의 판정을 살펴보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중재

라는 점도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지난시(济南市) 중급

인민법원과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이점을 명확히 지적하

고 있다. 이는 일응 뉴욕협약 제 5조 제 1항 c호의 사유가 있음

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고인민법원의 판

시를 보면 뉴욕협약 제 5 조 제 2항 b 호의 공서위반과 더불어 동

조 제 1항 d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중

재인의 권한유월을 중재절차의 하자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조 제 1 항 c호의 사유를 인정하였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한편, 산둥성(山东省) 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확정

재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집행지국인 중국 중

재법 제 2조에 의할 때 중재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중재로 뉴

욕협약 제 5조 제 2항 a호의 사유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의도한 것은 중국

법원의 판결 자체의 해석 등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피

신청인 회사와의 상사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중재가능성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최고인민법

원의 태도와 같이 절차적 공서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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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D&F	 Maxim (曼氏)의 영국 국제설탕협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57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994년 12월 14일 중국 탕예지우레이그룹(糖业酒类集团, 이하

‘탕예그룹’)과 홍콩 D&F맥심유한회사(D&F 曼氏有限公司, ‘D&F맥심’)

는 8008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D&F맥심’은 ‘탕예그룹’에

게 2차에 걸쳐 원당을 판매하되 1차분은 7,500톤	± 5%의 범위에

서 판매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물품의 인도시기는 1995년 7월

에서 9월 사이로 정하였으며, 매각대금은 미 달러화로 홍콩에서 

지불하기로 하였다. 2차분의 경우 구매자측은 판매자측을 수익자

로 하며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개설하되 우선 10만톤± 5%의 범

위에서 판매자 측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기는 1995년 10

월에서 12월 사이로, 선택권의 행사는 늦어도 1995 년 9월 15일

까지 하기로 하며, 대금은 선택권 행사 후 4일 내에 신용장을 통

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차에 걸친 원당매매가격은 중국 주

요항구의 C&FFO기준운임으로 톤당 미화 345달러로 동일하였다.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런던의 국제설탕협

회(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伦敦糖业协会)의 규정에 

따라 런던당업협회의 중재로 해결되며, 동 계약의 이행은 런던당

업협회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하였다.   

8008계약 중 7,5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제 3자인 중량회사(中粮

公司)가 ‘탕예그룹’의 위탁을 받아  ‘D&F맥심’과 수입계약을 체결

                            
157
最高人民法院关于 ED&F 曼氏（香港）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伦敦糖业协会仲裁裁

决案的复函, 2003 年 7 月 1日 [2003]民四他字第 3号. 원심은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京高法[2003] 7 号. 



125 

하여 이를 이행완료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분쟁이 없다. 1995년 6

월 14일부터 1998년 6월 26일까지 ‘탕예그룹’과 ‘D&F맥심’은 19

건의 부가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1996년 4월 9일에 체결한 

6번째 부가합의에 따라 199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인도되어야 

할 원당 10만톤의 인도가 1996년 7 월에서 9 월로 지연되었고, 

1996년 8월 29일 체결한 부가합의 19건의 10만톤 역시 1997년 

10월에서 12월 15일로 그 인도가 지연되었다. ‘D&F맥심’은 8008

계약을 통해 뉴욕선물시장(纽约期货市场)에서, 이 19만톤의 원당

을 가지고 시세를 조종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

다. ‘탕예그룹’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D&F맥심’의 보상액 

내지는 상품 가격하락분에 대한 보전금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

었고, ‘D&F맥심’의 수탁자로서 또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왔다. ‘탕예그룹’은 19건의 부가합의에 있어서 신용장을 개설

하지 않았고, 실제 화물을 발송하지도 아니하였다. ‘D&F맥심’은 

1999년 1월 26일 ‘탕예그룹’에 팩스로 8008계약의 종료를 통지하

였다.  

‘D&F맥심’은 8008계약과 그에 따른 부가합의에 대해서 런던의 국

제설탕협회(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伦敦糖业协会)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탕예그룹’에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

구하면서, 시장가격산정의 표준으로 ‘신청인이 재화를 공급한 당

해일자의 가격 또는 수 일간의 시장가격 중 가장 합당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라며 ‘10월과 11월 및 12월의 상반기 가격의 평균액

이 그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01년 8월 6일 런던당업협회는 1) ‘탕예그룹’은 ‘D&F맥심’에 

미화 14,162,505 달러를 8008계약위반에 따른 배상액으로,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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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533.70달러를 이자로 지급하며, 2) ‘탕예그룹’은 ‘D&F맥심’

에 미화 16,671,038.70달러와 이에 대한 연 4.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3) ‘탕예그룹’은 런던당업협회와 중재판정부에 

비용으로 156,434 영국파운드를 지급할 것, 4) ‘D&F맥심’이 지출

한 중재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다.158  

(2) 법원의 판단 

1) 베이징시(北京市)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법원은 ‘탕예그룹’은 법인으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중국법률이 선물거래와 관련한 계약 또는 비계약적인 

상사법률관계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58
 ‘D&F 맥심’이 2002 년 1 월 22 일 당해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한데 대하여 ‘탕예그룹’은 다음의 승인·집행 거절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1) 중국법에 의할 때, ‘탕예그룹’은 식용설탕의 해외 

수출입거래에 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국법률상 행위능력이 없으며, 

이 사건 원당수출입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중재합의를 행위능력 역시 

없으며, 2) 이 사건 계약에서 중재합의를 한 것은 중국법률의 적용을 회피 

하고자 한 것으로, 위법한 계약이며, 중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중국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배제하는 것으로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b 호의 승인·집행 

거절사유가 있고, 중국법률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중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3)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합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중재로서 ‘탕예그룹’으로서는 당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만 이 사건 중재합의 

의 효력이 미칠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 선물거래에 따른 분쟁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더러 4) 당해 피신청인인 

‘탕예그룹’의 입장에 대한 변론·증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 

어진 중재판정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판정이다. 5) 또한 당해 중재판정은 

위법한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수익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공공정책에 

저촉된다. 8008 계약과 부가합의는 중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투기거래에 관한 

약정으로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승인된다면 양당사자가 중국의 선물거래에 관한 

법률을 회피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에서 행한 거래에 대한 수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중국의 강행규범을 위반하게 되고, 이는 중국법상의 기본적인 

제도와 공공정책에 반하며, 사회공공이익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불법목적의 수익의 인정은 중국법률에 따를 때 집행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제 5 조 제 1 항 a, b 호 및 동조 제 2 항 a, 

b 호의 사유로 말미암아 승인·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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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과정 중에서 ‘탕예그룹’이 중재판정과 그 관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한 바 없어 행위무능력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은 중국의 공공정책 

에 위배된다고 하여 뉴욕협약 제 5조 제 2항 b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8008계약과 부가합의는 선물가격의 조작을 통하 

여 창출된 투기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는 중국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쌍방이 중국의 선물 

거래법규를 회피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에, 중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중국의 공공정책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협약 제 5 조 제 2항 b 호에 해당하여 승인·집행을 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 최고인민법원의 판단 

반면에 최고인민법원은 당해 중재판정에는 뉴욕협약 제 5조의 

어떤 승인·집행 거부사유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쌍방 당사자의 선

물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은 성질상 상사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인 

것이어서 중국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를 때 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법률과 관련규정들에 따르면 국내기업

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없고, 

‘탕예그룹’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중

국법에 의할 때 무효인 법률행위이나 중국법이 정하고 있는 강행

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이 중국의 공공정책에 위반된다는 것과 완전

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

정에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2항이 규정한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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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의 공공정책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승인·집행되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판시사항의 검토 

공서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국의 본질적인 법

원칙, 즉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 또는 근본적인 가치관념과 정의관

념에 반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내법질서를 

보존하는 방어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가능한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159 중국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

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실체적 공서위반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베이징

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중재판정은 중국

의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에 반하여 최고인민

법원은 어떤 행위가 중국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위반과 공서위반의 문제를 분리하고 있음

을 표명하고 있다. 160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국내적 공서와 국제적 공서의 관념을 명확

히 구별하고 이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더불어 사건에서 국유기업인 신청인이 중국 외

                            
159
 석광현, 앞의 책, 315 면.  

160
 이에 대해서 국제적 강행법규(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에 위반한 

계약에 기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문제로서, 문제된 당해 국제적 강행 

법규의 성질 및 취지, 위반의 정도와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국제적 강행법규에 위반한 외국중재판정이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집행국의 

근본적인 정의관념과 기초적인 국가적인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해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석광현, 앞의 책, 32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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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된 등기절차도 하지 아니한 

채 일본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중국의 외환채무비

준에 관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가 당연히 공

서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중국 하이난성 방직공업총

공사의 스웨덴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61이 있음에 비추어 뉴욕협약상의 공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62 

  

                            
161

最高法院关于对海口中院不予承认和执行瑞典斯德哥尔摩商会仲裁院仲裁裁决请示

的复函. 2005 年 7 月 13 日 [2001]民四他字第 12 号. 
162
 쑤샤오링, 앞의 논문, 5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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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소결 

 뉴욕협약의 존재로 말미암아 중재는 국제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물론 협약의 존재 

만으로 중재판정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의 당사국 

법원이 동 협약을 존중하고, 그에 합치하는 해석을 통해 중재 

판정의 승인·집행 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뉴욕협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 

인·집행신청을 받은 중급인민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최종적인 승인·집행의 거부가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 

록 함으로써 하급심법원의 뉴욕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통제하고, 동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 

신청의 기간준수여부에 관한 유연한 해석이라든지, 뉴욕협약 상 

‘공서’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163  이를 제 2장과 제 3장에서 살펴본 외국법원 재판의 

                            
163
 뉴욕협약 제 5 조의 사유에 대한 모든 입장을 검토할 수 있으면 좋았겠으나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이 없는 사건들이 많고,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접근의 

비용이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뉴욕협약 적용상황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최고법원이 2007 년 중국 17 개 성(省)의 법원을 대상 

으로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 수리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사건을 조사한 결과 

집행거부사건은 조사된 총 사건수의 6.76%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 

쑤샤오링, 앞의 논문, 517 면 각주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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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집행사건과 비교하면 적어도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외국재판의 승인·집행보다 용이한 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이의 

집행신청기간 기산점에 대한 불일치 문제라든지, 비국내판정에 

관한 중재법조항의 흠결 문제 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에 

대한 손질은 필요한 상태라고 할 것이지만, 중국측 당사자와 거래 

를 하는 한국측 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승인·집행 

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약과 중재규칙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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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은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아니한 무법지대였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빠르게 변화

해왔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대실패에 따른 반성적 고려를 

통해 고립노선을 버리고 외국과의 교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민사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률인 민법통칙의 제정 이전

에 오히려 대외무역법이 만들어졌던 현대 중국의 법제사를 살펴보

면 경제부문에 있어서 대외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렇듯 법논리와 체계의 확립 이전에 필요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만들어 낸 중국의 법현실은 한편으로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순기능

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규정들 사이의 충돌·저촉과 

중복규제를 통한 비효율의 결점을 노출시키고 있기도 하다. 하지

만 중국은 끊임없는 법률제정과 정비작업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의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법

의 규정에 따르면, 비슷한 요건 하에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

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법의 그것만큼 정치한 규

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두고 있고, 승인·집행도 활발하나, 그렇지 아니

한 국가의 재판에 대해서는 중국 민사소송법이 매우 추상적인 요

건을 나열함에 그치고 있는데다가 중국법원은 그 요건을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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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심리하기를 꺼리며, 별도의 사법해석을 통해 간이한 요건 

하에 승인∙집행이 이루어지는 이혼사건을 제외하면 승인·집행이 이

루어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국법원이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 중국 민사소

송법이 승인·집행의 요건으로 정하는 호혜원칙의 내용인 상호보증

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

기 위해서는 중국법원이 이에 관하여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 상황은 외국법원 판결의 

그것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달리 

승인에 있어서 자동적 승인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여 승인의 

재판도 필요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의 

법제는 뉴욕협약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사건을 심리하는 중급인민법원이 이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그로부터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승인·집행 거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최고인민 

법원에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뉴욕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며, 각 지방의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한국의 입장 

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외국 재판의 승인· 집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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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를 하는 한국의 당사자 

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꾀하고자 할 경우라면 

중국과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제재판 

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면 뉴욕협약 체약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의하도록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한·중 

당사자간의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날로 증대되어가는 한·중 교류상황과 중국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상호간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에 관한 사항을 2005년 

한·중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 추가하는 방법이나 승인·집행에 관한 

새로운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한국법원의 

재판이 중국에서 승인·집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보다 빠른 해결 

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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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外国判决和外国仲裁裁决的承认与执行的 

中华人民共和国法院的案例分析 

郑泰赫 

首尔大学 法学院 

自从 1992 年建交以来，韩中两国通过活跃的交流在贸易、直接投资

及间接投资领域成为对方的主要伙伴国。 由此带来的经济活跃和多元

化交易，加重了争议的复杂性。 因此，本文的研究旨在，从韩中两国

出发通过分析作为国际争议解决主要方式的外国判决的承认及执行和

其执行制度、以及外国仲裁裁决的承认及执行，谋求对中国相关制度的

理解并消除实务上的障碍。 

对于外国裁判的承认及执行而言，韩国民事诉讼法所规定的要件与中

国民事诉讼法的并无太大差异。 但，中国法院不愿在未与中国法院签

署相关条约的国家的判决上认可作为互惠原则内容的相互保证，而是采

取封闭式态度。 这种对于互惠原则中的相互保证的认可态度过于吝啬，

有必要采取符合国际趋势并向前看的态度。 

另外，韩国和中国系有关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的纽约公约的缔约

国，在适用该公约的仲裁裁决中，该公约的解释成为了承认及执行的关

键。 中国最高人民法院对裁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的外国仲

裁裁决施行报请、答复制度，从而使该公约的统一解释、适用成为可能。

而且，从对申请执行是否遵守期限进行富有弹性的解释，以及对纽约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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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中的“公文”进行限制性解释等，可以认为中国法院对于外国仲裁裁

决在中国境内的实现呈现较为友好的态度。 

据此，作为与中国交易的韩国当事人拟通过法院判决解决争议时，约

定与中国签署承认及执行判决相关条约的国家的法院为管辖法院或比

约定韩国法院为管辖法院更有利。 或者，鉴于适用纽约公约的仲裁解

决争议比法院判决更容易在中国境内被承认及执行，应通过在合同中约

定仲裁条款并明示合同适用法律及仲裁规则等方案，就将来可能发生的

争议能够妥善解决，而提供条件。 

考虑到不断扩大的韩中交流现状，作为韩国法院判决在中国拒绝承认及

执行问题的解决方案，研究“修改现在的韩中协约”或者“关于签署承

认及执行相互之间的判决的双边条约”的可行性迫在眉睫。 

 

关键词: 承认、执行、外国判决、相互主义、互惠原则、外国仲裁、 

纽约公约、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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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ehyeok	Chung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China	became	major	partners	in	terms	of	trade,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through	 increasing	 exchange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activ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diversified	 trade	 from	 above-mentioned	 exchange	 increased	 the	complexity	 of	 disputes.	 Therefore,	 study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and	those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which	 are	 regarded	 as	 a	 primary	 method	 for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his	 paper	 aims	 to	 alleviate	difficulties	 in	 practice	 by	 fostering	 a	 greater	 understanding	 of	 legal	system	in	China.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do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Civil	 Procedure	 Act	between	Korea	 and	 China.	 	 But,	 Chinese	 courts	 rarely	 acknowledges	the	rule	of	reciprocity	when	it	comes	to	the	rulings	of	foreign	countries	without	 treaty.	 Since	 this	 can	 be	 considered	 as	 being	 too	 strict,	 it	 is	necessary	 for	 Chinese	 courts	 to	 take	 a	 prospective	 stance	 in	 rule	 of	reciproci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		 	 Since	both	Korea	and	China	are	parties	to	the	in	New	York	Conven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is	a	major	issue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been	 providing	 the	 system	 which	 allows	 the	 unifi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ew	 York	 Convention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about	refusal	of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In	addition,	Chinese	courts	can	be	assessed	to	show	an	amicable	tendency	in	realiza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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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uch	as	a	flexible	interpretation	about	conformation	of	the	term	of	 enforcement	 application	 and	 a	 limited	 interpretation	 about	 ‘Ordre	Public'	in	New	York	Convention.		 	 Thus,	 it	 will	 be	 advantageous	 for	 Korean	 parties	 with	 Chinese	counterpart	to	reach	an	agreement	under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o	the	countries	which	are	parties	of	 the	treaty	abou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rulings	with	China.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solution	 by	 the	 arbitration	 to	which	New	 York	 Convention	 applies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solution	 by	 the	 court	when	 it	 comes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China,	 it	is	necessary	to	pave	the	path	for	 better	 solution	 of	 future	 conflicts	 in	 various	 ways,	 such	 as	 the	inclusion	 of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and	 the	 specification	 of	applicable	law	of	contract.	In	light	of	increasing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time	to	regard	 the	 conclusion	 of	 ‘modifying	 present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r	‘making	new	bilateral	convention	abou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utual	rulings	between	Korea	and	China’	as	a	solution	for	no	recognition	and	no	enforcement	of	Korean	rulings	in	China.		
Key	 Words:	 Recognition,	 Enforcement,	 Foreign	 Judgement,	
Principle	 of	 Reciprocity,	 Foreign	 Arbitration,	 Foreign	 Arbitral	
award,	New	York	Convention,	China	

Student	Number:	2011-22722		 	



142 

감사의 글 

 

이 논문의 출간은 심사위원장이신 석광현(石光現) 교수님, 지도

교수이신 정선주(鄭仙珠) 교수님과 심사위원 지앙광원(姜光文) 교

수님의 학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더 나은 

논문을 위한 예리한 지적과 열과 성을 다한 지도에 다시 한번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검색 및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중국법원의 

각종 판례들과 문헌들을 제공해준 중국 유수의 법무법인인 쫑룬

(中论律师事务所) 베이징 사무소에 근무하는 쩡하이밍(郑海明) 중

국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석사과정 유학을 앞두고 본인 만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법학 논문을 정독하고 교정해준 본교 외교학사 

정희창(鄭熙昌) 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국 청화대학(清华大学)과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에서 수

학한 기간을 포함하여 법학의 길에 들어선지 근 10여년만에 첫 

단독저작을 내어 놓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끊임없는 독려와 한결같

은 믿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嚴親·家慈의 은혜가 있었습

니다. 앞으로 보다 정진하여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되도

록 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맹약합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제1절 서론 
	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Ⅱ.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개념 
	Ⅲ.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의 효력 

	제2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Ⅰ. 한국법상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2. 외국법원 재판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Ⅱ. 중국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절차를 규정한 제281조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을 규정한 제282조 

	Ⅲ. 양국 법제의 비교검토 
	1. 개관 
	2. 조약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3. 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요건 
	4. 중국 민사소송법 제282조의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정론 


	제3절 소결 

	제3장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제1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있는 경우 
	이탈리아 B&T Ceramic Group유한회사의 이탈리아법원 파산결정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제2절 외국법원 재판의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없는 경우 
	Ⅰ. 일본국민 고미 아키라(五味晃)의 일본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Ⅱ. 호주 푸라시동력발동기유한회사（弗拉西力机 有限公司）의 호주 법원 판결 승인 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Ⅲ. 한국 주식회사SPRING COMM의 한국 법원 판결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IV. 중국공민 리껑(李庚)과 띵잉치우(丁映秋)의 일본국 법원 이혼화해의 승인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V. 중국공민 깐웨이민(甘民)과 황잉저(英)의 캐나다 법원 이혼판결 승인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제검토 
	제1절 한국과 중국의 법제 검토 
	Ⅰ. 한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39조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재법 제37조 

	Ⅱ. 중국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규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2.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건의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 


	제2절 중국에서의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Ⅰ.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 
	1.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1차적 기준 
	2. 외국중재판정의 판단에 관한 2차적 기준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제출서류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신청기간 

	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 
	1. 제5조 제1항 a호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2. 제5조 제1항 b호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3. 제5조 제1항 c호  중재인의 권한유월 
	4. 제5조 제1항 d호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5. 제5조 제1항 e호  중재판정의 구속력 결여 또는 취소정지 
	6. 제5조 제2항 a호  중재가능성 
	7. 제5조 제2항 b호  공서위반 


	제3절 소결 

	제5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제1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판례 
	Ⅰ. 독일 Macor Neptun GmbH의 스위스 취리히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법원의 판단 
	2. 판시사항의 검토 
	Ⅱ. 스위스 Bunge S．A.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제2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에 관한 뉴욕협약의 적용판례 
	Ⅰ. 제5조 제1항 a호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1. 미국 SUBWAY INTERNATIONAL B.V.의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2. 영국 Glencore사의 영국 금속거래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Ⅱ. 제5조 제1항 b호  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1. 일본국 신에츠화학공업(信越化工)주식회사의 일본 상사중재협회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2. 그리스 COSMOS MARINE MANAGEMENT S.A.의 영국 런던해사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3. 한국 (주) TS해마루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Ⅲ. 제5조 제1항 d호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하자 
	1. 마샬군도 First Investment Corp.의 영국 런던 임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2. 싱가폴 Bunge Agribusiness Singapore Pte．Ltd.의  영국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Ⅵ. 제5조 제2항 b호  공서위반 
	1. Hemofarm DD, MAG International Trade Holding DD, Suram Media Ltd.의 ICC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2. 홍콩 D&F Maxim (曼氏)의 영국 국제설탕협회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신청사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3) 판시사항의 검토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中文摘要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