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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오늘날 국제상사 재는 국제소송과 비교하 을 때 문성, 차

의 유연성,비 성,국제분쟁에 있어서 립성,집행의 용이성 등

많은 장 으로 국제거래에서 표 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자리잡았

다.한편, 재 정에 차 ,실체 으로 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그러한 수단 하나

가 재 정의 취소이다.그러나 재 정에 차 ,실체 하자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재 정을 취소한다면,당사자 자치

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 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재제도의 취지

가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이에 재의 장 을 유지하면서도 재

정의 차 ,실체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법원이 재 정을

어느 정도로 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우리는 1999년에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onInternationalTradeLaw)의 국제상사 재에 한

모델법(ModelLaw o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면 으로 수용하여 재법을 개정함으로써

세계 인 수 의 재규범을 갖게 되었는데,그 이후 실질 인 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변화된 실에 맞게 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재법 개정을 한 사 작업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

가 있는데,① 우리 기업이 당사자가 된 국제계약에서 국법을

거법으로 정하고, 국을 재지로 정하여 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② 국은 16세기부터 재가 성행하여 재의 역사가 우리

보다 훨씬 오래되어 재에 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 되었

고, 국 법원의 재 정 취소에 한 단은 홍콩,싱가포르 등

재지로 선호되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도 존 받고 있으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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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1996년 재법을 개정하면서 모델법을 그 로 수용한 부

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모델법의 향을 받았으면서도 법률문제에

한 항소 등 자국 특유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 재법

과 재 정 취소에 한 국 법원의 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과 우리의 재법상 재 정 취소사

유와 례의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법원의 재 정에 한 정

한 통제의 정도를 살피고자 하 고,아울러 재 정 취소의 소송

차,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재 정

취소와 승인․집행과의 계에 하여도 논하고자 하 다.

우리 재법과 국 재법은 모두 모델법의 향을 받아 국내

제와 국제 재를 함께 규율하고 있고,양자 모두 민사 재와 상사

재를 구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의 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의 재에 을 맞춘 것이므로,제2장에서

는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를 논의하기 한 제로 국제상사 재

의 개념 장․단 에 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상사 재 정 취소의 필요성과 한계,모델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 취소의 소송 차,모델법을 받아들 으나

모델법보다 확장된 재 정 취소사유 는 제한된 취소사유를 인

정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과 우리 재법의 제정배경에 하여 본 후,제

5장에서는 국 재법과 우리 재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와 그

에 한 학설 례의 태도를 검토하 다.이를 통하여 국

재법이 우리 재법보다 재 정에 하여 범 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이는 역사 으로 재 정의 취소사유를 제한하려는 방향

으로 재법이 개정된 결과이고, 국 법원이 재 정에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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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매우 신 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제6장에서는 국 재법과 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의 소송

차의 이동(異同)을 분석하고,입법론 시사 을 얻고자 하 다.

제7장에서는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에 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우리나라의 태도를 분석하

여 배제합의의 허용 여부 그 범 에 하여 고찰하 으며,제8

장에서는 모델법과 국 재법,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

와 승인․집행거부사유를 비교하고, 재 정 승인․집행단계에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한 사 권리구제 차로 재지

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 을 것이 요구되는지와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 정 승인 집행단계에

서 승인 집행의 거부사유로 재 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검토하 다.

법원은 재 정에 정의의 에서 묵과할 수 없는 차 ,실

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 정을 취소하여야 하고,국

제상사 재에 해 필요불가결한 한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그

것이 소송에 우선하여 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국제거래의 발 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법원의

재 정에 한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자 자치에 의한 신속

하고 효율 인 분쟁해결방안인 재제도의 존 과 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 재 정 취소, 국 재법, 법률문제에 한 항소,

exclusionagreement,seriousirregularity,UNCITRAL모델법

학 번 :2012-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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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목

오늘날 국제상사 재는 국제소송과 비교되는 여러 가지 장 으로 인하

여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장 표 인 분쟁해결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그

런데 각 국가의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인 재를 존

하면서도 재 정에 차 는 실체 하자가 있는 경우 재 정에

개입하여 그 하자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그 방편으로

인정된 것이 재 정의 취소이다.그런데 재 정에 차 ,실체 하

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재 정을 취소하게 된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

한 신속하고 효율 인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재의 장 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과 재 정의 실체 ․ 차 타

당성 사이의 균형 을 찾기 해 어느 한도에서 재 정의 취소를 인정

할 것인지의 문제가 요해진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onInternationalTradeLaw)의 국제상사 재에 한 모델법

(ModelLaw o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선진화된 재규범을 갖게 되었는데,1999년 이후로

재법의 실질 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변화된 국제추세에 맞게,

특히 모델법이 2006년에 개정된 을 고려하여 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재법의 개정을 한 사 작업으로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아

야 한다.그 에서도 국의 재법을 검토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 기업이 체결하는 국제계약에서 국법을 거법으로 정하고,

국을 재지로 하는 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 재법과

재 정 취소에 한 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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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은 표 인 재선진국으로서 재의 역사가 오래되어 재

에 한 지식과 경험이 축 되었고, 재 정에 한 국 법원의 단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재지로 선호되는 다른 국가들의 법원에서도 존

되므로, 국 재법과 이에 한 국 법원의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재

정 취소에 한 세계 인 기 을 악할 수 있다.

셋째,우리나라,일본,독일, 랑스 등 모델법을 부분 수용한 국가들

과는 달리 국은 모델법의 향을 받았으면서도 재 정 취소사유의 한

유형으로 법률문제에 한 항소와 같은 자국 특유의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모델법 수용국가들에 비하여 재 정을 범 하게 통제하고 있음

에도 여 히 재지로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므로,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재 정의 취소에 하여 국 재법과 우리

재법의 이동(異同)을 분석하여 법원의 재에 한 통제의 정한 정도와

우리 재법 개정을 한 입법론 시사 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방법 범

이 논문에서는 재 정 취소에 한 여러 논 에 하여 국법과 모

델법,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 국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의 재에 을

맞추고 있으므로,제2장에서는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를 논의하기 한

제로 국제상사 재의 개념 장․단 에 하여 본다.

제3장에서는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의 필요성과 한계,모델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 취소의 소송 차,모델법을 받아들 으나 모델법보다

확장된 재 정 취소사유 는 제한된 취소사유를 인정하는 각국의 입법

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국과 우리 재법의 제정 배경에 하여 본 후,제5장에

서는 국 재법과 우리 재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와 그에 한 학

설 례의 태도를,제6장에서는 국 재법과 우리 재법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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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취소의 소송 차의 이동(異同)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7장에서는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

부에 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우리나라의 태도를 분석하여 배제합의

의 허용 여부 그 범 에 하여 고찰하도록 하고,제8장에서는 모델법

과 국 재법,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와 승인․집행거부사유

를 비교하고, 재 정 승인․집행단계에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

하기 한 사 권리구제 차로 재지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

을 것이 요구되는지와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

정 승인 집행단계에서 승인 집행의 거부사유로 재 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2장 국제상사 재의 개념 장․단

제1 국제상사 재의 개념

본 논문의 연구 상은 국제거래의 표 인 분쟁해결방법인 재의 취

소와 련된 논 들인데,국제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재라면 국

제 이고 상사에 한 재가 될 것이다. 재 정 취소의 맥락에서는,국

제 재의 경우 국내 재보다 내국 련성이 약하여 그 취소사유를 엄격하

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에서도 논의의 실익이 있다.모델법도 국제상사

재를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1),국제상사 재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국제상사 재는 ‘재’ 에서도 ‘국제 ’이고 ‘상사’에 한 재이

다.

1)Article1

(1)ThisLaw appliesto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subjectto

anyagreementinforcebetweenthisStateandanyotherStateo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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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재는 표 인 체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DisputeResolution)

하나이다.많은 학자들이 재의 정의에서 공통 으로 들고 있는 요소

는 재합의,분쟁,제3자에게 분쟁 해결을 의뢰하는 것,제3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2)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재는 사인 간의 분쟁해

결을 사인인 립 제3자에게 의뢰하고,당사자간에 그 제3자에 의한

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한 분쟁해결방안을 말한다.3)우리 재법 제3조

제1호는 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 에 의

하지 아니하고 재인의 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차’로 규정하고 있고,

국 재법 제6조 제1항은 ‘재합의는 계약 이든 아니든 이미 발생하

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재에 부탁하는 당사자의 합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제성

국내 재는 한 국가의 국민 간 소송 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가

계약당사자간 불균형 제거,소비자와 근로자 등 경제 약자의 보호 등

국가정책의 수행을 하여 재에 여할 필요가 크지만,국제 재는 계

약당사자간 경제 지 에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 련성도 상

으로 희박하므로 그 여의 정도가 낮아진다.4) 한 우리 재법상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공서에 반하는 때에는 재 정 취소사유

가 되는데,국제 재의 경우의 공서는 국제 공서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

고,국제 재의 경우 국제 재의 제논 에 한 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5)따라서 국제 재와 국내 재의 구별이 요하다.

국제성의 단기 과 련하여 분쟁의 성질을 기 으로 하는 견해,당

2)A.Tweedale& K.Tweedale,ArbitrationofCommercialDisputes,Oxford

UinversityPress,2005(이하 ‘TweedaleandTweedale’이라 약칭한다),para2.02.

3)목 ,상사 재법,박 사,2011(이하 ‘목 ’이라 약칭한다),6면.

4)석 ,국제상사 재법연구 제1권,박 사,2007,8면;목 ,21면.

5)석 (註 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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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기 으로 하는 견해,양자를 혼합한 견해가 존재한다.6)

분쟁의 성질을 기 으로 한 견해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ofCommerce,이하 ‘ICC’라 한다) 재규칙을 들 수 있다.ICC

재규칙 제1조 제1항은 ICC 재법원의 기능이 국제 성질을 가지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CC의 설명책자(explanatory

booklet)7)에 따르면 국제 성질을 가지는 분쟁은 반드시 당사자의 국

이 다를 것을 요하지는 않고,동일한 국 의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하더라

도 외국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는 국가와 외국회사의 자회사가 그

국가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도 분쟁이 국제 성질을 가진다

고 한다. 랑스 민사소송법(2011.1.13.개정된 것)제1504조8)도 ‘국제성

은 일반 으로 물품과 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당사자의 국 ,계약체결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는

랑스 법원의 례를 반 하여 국제거래의 이익에 계되는 경우 국제성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

당사자를 기 으로 한 견해로는 국제상사 재에 한 유럽 약

(EuropeanConventiono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이 있는

데, 약은 약이 용되는 재의 범 에 하여 ‘계약 체결 당시

상이한 국가에 주소 는 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로 인

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한 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6)A.RedfernandM.Hunter,LawandPracticeofInternationalCommercial

Arbitration,Sweet& Maxwell,1991(이하 ‘RedfernandHunter’라 약칭한다),

pp.14-20;N.Blackaby,C.Partasides,A.Redfern,M.Hunter,Redfernand

Hunter on InternationalArbitration,Oxford University Press,2009(이하

‘Blackabyetal.’이라 약칭한다),paras1.23-1.24;석 (註 4),5-9면.

7) The International Solu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ICC

Arbitration,ICCPublicationNo.301,1977,p.19,RedfernandHunter,p.16.에

서 재인용.

8)Article1504

Estinternationall'arbitragequimetencausedesintérêtsducommerce
international.

이하 랑스 민사소송법,독일 민사소송법, 국 재법 등 외국법 주요
조문의 국문 번역은 이 논문의 부록 제1항 내지 제7항 참조.

9)RedfernandHunter,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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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혼합한 견해로는 모델법 제1조 제3항을 들 수 있다.10)이는 국

제 재는 (a) 재합의의 당사자가 재합의 당시 상이한 국가에서 업

을 하고 있었던 경우,(b)ⅰ) 재합의에 정한 는 재합의에 따라 결

정되는 재지 는 ⅱ)상거래 계에서의 의무 실질 인 부분이 이행

되어야 하는 장소 는 분쟁의 상과 가장 한 련이 있는 장소

의 하나가 외국에 있는 경우,(c)당사자가 명시 으로 재합의가 1개 이

상의 국가와 련되어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 재에 국제성이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살피건 ,당사자 는 분쟁의 성질 어느 하나의 기 만으로는 국제

성을 정의하기에 부족하므로,양자를 혼합한 견해가 타당하다. 한상사

재원 재규칙 제2조 제4호도 양자를 혼합한 견해를 기 로 국제성을 정

의하고 있다.11)

3.상사

특정 국가에서는 상사분쟁에 한하여 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륙법계에서는 통 으로 민사와 상사를 구별하여 민법과 구별되는

상법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결국 무엇이 상사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이 결

정할 사항이다.12)

1923년 제네바 의정서(TheGenevaProtocolof1923)는 당사국에게 상

사문제 는 그 외에 재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한 재합의

의 유효성을 인정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당사국은 상사문제에 하여

10)Ibid.,p.19.

11) 한상사 재원 국제 재규칙 제2조

4.“국제 재”라 함은 재 차의 당사자들이 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

른 국가에 업소를 갖고 있거나,다음 장소 의 한 곳이 당사자들의

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치한 경우를 말한다.

(a)당사자간의 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재지

(b)계약상의무의실질 인부분이이행되는장소 는분쟁의 상과가장

한 련을 갖고 있는 장소

12)석 (註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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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 고,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한 유엔 약(ConventionontheRecognitionandEnforcement

ofForeignArbitralAwards,이하 ‘뉴욕 약’이라 한다)제1조 제3항도

당사국은 약에 하여 상사유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13)

모델법은 제1조 제1항에 한 각주에서 ‘상사의 개념은 계약 이든 아

니든 상사 성질을 가지는 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상사 성질을 가지는 계는 물품 는 용역의 공 과

교환을 한 거래, 매 계약(distributionagreement),상사 리,팩토링,

리스,공장 건설,컨설 ,엔지니어링,라이센스,투자, 융,은행업,보험,

실시계약 는 양허,합작투자 다른 형태의 산업 는 사업 력,항공,

해상,철도,도로를 통한 사람과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4)

한편,우리 재법은 모델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용범 를 상사에 한

정하지 않고 민사에까지 확장하 으므로 우리 재법의 맥락에서는 민사

와 상사의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다.15)

제2 국제상사 재의 장․단

1.국제상사 재의 장

가.유연성

소송과 비교하 을 때 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 자치이다.당사자

들은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단할 주체( 재인 는 재기 ), 재 차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시간과 차에 있어서 소송보다 유연하다.

당사자가 신속한 단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는 신속하게 단할 수 있는

재인을 선정하면 된다. 재는 소송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율되는 소

13)RedfernandHunter,p.20.

14)같은 취지로 석 (註 4),9-10면.

15)Ibid.,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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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차와는 달리 당사자가 합의하는 차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차가 유연하다.

재는 분쟁의 실체에 용될 법에 있어서도 소송보다 유연하다.소송

의 경우 실체법을 엄격하게 용하여야 하나, 재의 경우에는 재인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특정 국가의 법 는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

칙, 는 형평과 선에 따라 단할 수 있다.우리 재법 제29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문성

소송에서의 쟁 이 고도의 문 인 사안과 련되는 경우,법 은

문 인 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지식에 의존하게 된다.반면 재에 있어서

는 분쟁의 해결에 문 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당사자가 그 분야의

문가를 재인으로 선정하여 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비 성

소송 차는 공개로 진행되나, 재 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분쟁의

상이 기술 는 노우하우(know-how), 업비 과 련된 것일 경우 당사

자는 그 분쟁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한 주식회사의 경

우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므로,분쟁이 발생하 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릴 수 있

다. 재는 그 차와 정 내용을 비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라.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립성

분쟁의 당사자의 국 이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 일방의 국 국의 법원

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면 상 방은 그 국가 법원의 립성을 우려하

게 된다. 재의 경우 제3국의 재인 는 제3국의 재기 에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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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할 수 있어,그러한 우려를 덜 수 있다.

마. 재 정의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

국제소송의 경우 외국 결의 승인 집행에 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

의에서 2005.6.채택된 할합의에 한 약(ConventiononChoiceof

CourtAgreements)16)이 있기는 하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반면,외국 재

정에 하여는 세계 주요 국가가 가입한 뉴욕 약이 제정되어 있어

국제소송에 비하여 그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다.

2.국제상사 재의 단

가.불확실성

재 정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17)그 결과를 측할 수 없고,형

평과 선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그 결과를 측하기 어렵다.18)

나.진실발견의 어려움

16)이 약은 원칙 으로 속 할합의의 효력과 속 할합의에 기한 외국 결

의 승인 집행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이는 국제소송에 하여,종래 국제

재에서 뉴욕 약이 수행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약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이다.첫째,당사자들의 속 할합의가 있는 경

우,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선택된 국가의 법원은 확실하게 재 할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제5조),둘째,다른 국가들의 법원은 재 할을 부정해야

하고(제6조),셋째,일정한 외 인 사유가 없는 한 할합의에 기 하여 어느

체약국에서 선고된 재 을 다른 체약국들에서 승인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것이다(제8조,제9조).석 ,국제민사소송법,박 사,2012,124면.상세는

석 ,“2005년 헤이그 재 할합의 약의 소개”,국제사법연구 제11호,2005,

192면 이하 참고.

17) 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용되나, 륙법계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18)목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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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차의 경우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재 정부에는 그런 권한이 없으므로 증거조

사에 어려움이 있고,따라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9)

다.다수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취약

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소송참가,인수,소송고지,변론의 병합 등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재의

경우 재 정부가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당사자를 추가하

거나 탈퇴시킬 수 없어 분쟁의 일회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20)

제3장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

제1 국제상사 재 정 취소의 필요와 한계

1.국제상사 재 정 취소의 필요성

재합의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재인 선정 등 재 차에서 용인

될 수 없는 법행 가 있는 경우, 재 정에 이른 과정에 재인의 범

죄행 가 있었던 경우 등 재 정에 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 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한 차가 필요하게

된다.21)

19)Ibid.,9면

20)Ibid.,9면;D.Sutton,J.GillandM.Gearing,RussellonArbitration,

Sweet& Maxwell,2007(이하 'Suttonetal.'이라 약칭한다),para1-031.

21)석 (註 4),193면;목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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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 정이 내려진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제상사 재의 경우 국내

재의 경우보다 재 정에 개입할 필요성과 동기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재 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그 국가의 공익 는

공공질서와 어 나는 재 정이 내려진 경우, 재 정의 집행에 조하

지 않음은 물론 그 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려 하게 된다.22)

2.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의 한계

그러나 법원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재 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재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

될 우려가 있고,국제거래의 안정도 해하게 된다.따라서 분쟁해결방법으

로 소송이 아니라 재를 선택한 당사자의 의도를 최 한 존 하면서도

국제거래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재 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에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의 한계가 있다.

제2 모델법상 재 정의 취소

1.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원회의 모델법 채택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 원회가 모델법을 채택한 결과

재 세계 국가 60여개국이 모델법을 기 로 입법을 함으로써23)모

델법은 세계 국가의 재법의 조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하 다.특히,

재 정 취소사유의 통일은 모델법의 가장 큰 목표 하나 는데,모델법

제34조에 의하여 각국의 재 정 취소사유가 부분 통일되었다.24)

22)목 ,235면;이호원,“ 재 정의 취소”,법조 제575호,법조 회,2004,7

면.

23)2014.4. 재 UNCITRAL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

ion_status.html)

24) P.Binder,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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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델법의 재 정 취소사유

모델법 제34조는 재 정에 한 유일한 불복수단으로서 취소신청을

규정하고 있다.모델법 제34조는 재의 당사자 자치와 법원의 재에

한 통제 사이의 균형을 다룬 조항이다.25)법원이 재에 개입할수록 재

의 장 인 신속성과 효율성,비 성이 감소되므로,이와 같은 재의 장

을 고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재의 독립성을 최 한 지키기 해서, 재

정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취소되어야 한다.26)모델법 제34조 제2항

은 재 정의 취소사유로 당사자의 입증을 요하는 것과 법원이 직권으로

단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뉴욕 약 제5조27)를

UNCITRAL ModelLaw Jurisdictions,3rdEdition,Sweet& Maxwell,2009

(이하 ‘Binder’라고 약칭한다),para7-042.

25)Ibid.,para7-004.

26)Ibid.,para7-004.

27)ArticleV

1.Recognitionandenforcementoftheawardmayberefused,atthe

requestofthepartyagainstwhom itisinvoked,onlyifthat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issought,proofthat:

(a)thepartiestotheagreementreferredtoinarticleIIwere,under

thelaw applicabletothem,undersomeincapacity,orthesaid

agreementisnotvalidunderthelaw towhichthepartieshave

subjecteditor,failinganyindicationthereon,underthelaw ofthe

countrywheretheawardwasmade;or

(b)theparty againstwhom theaward isinvoked wasnotgiven

propernotice ofthe appointmentofthe arbitratororofthe

arbitration proceedingsorwasotherwiseunabletopresenthis

case;or

(c)theaward dealswith adifferencenotcontemplatedby ornot

falling within theterm ofthesubmission to arbitration,orit

containsdecisionsonmattersbeyondthescopeofthesubmission

toarbitration,providedthat,ifthedecisionsonmatters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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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 한 것이다.모델법 제34조가 재 정의 취소사유로 뉴욕 약의

재 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재 정의 취소와

재 정의 승인․집행거부는 모두 재 정을 공격하기 한 것이고,뉴욕

약 제5조 제1항 (e)는 재 정이 정지국의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재 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재

정의 취소와 재 정의 승인․집행이 서로 동떨어진 채 독립 으로 움

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8)모델법에 한 비보고서29)에서는 모델

법상 재 정 취소사유를 뉴욕 약의 승인거부사유와 일치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델법 제36조 제1항 (a)의 승인거부사유는 사실상 뉴욕 약의 승인거부사유

toarbitrationcanbeseparatedfrom thosenotsosubmitted,that

partoftheawardwhichcontainsdecisionsonmatterssubmitted

toarbitrationmayberecognizedandenforced;or

(d)thecompositionofthearbitralauthorityorthearbitralprocedure

was not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ofthe parties,or

failingsuchagreement,wasnotinaccordancewiththelaw ofthe

countrywherethearbitrationtookplace;or

(e)theawardhasnotyetbecomebindingontheparties,orhasbeen

setasideorsuspendedbyacompetentauthorityofthecountryin

which,orunderthelaw ofwhich,thatawardwasmade.

2.Recognitionandenforcementofanarbitralawardmayalsoberefused

ifthe competent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issoughtfindsthat:

(a)thesubjectmatterofthedifferenceisnotcapableofsettlementby

arbitrationunderthelaw ofthecountry;or

(b)therecognitionandenforcementoftheawardwouldbecontrary

topublicpolicyofthecountry.

28)Binder,para7-011.

29)A/CN.9/264.ReportoftheSecretary-General:"AnalyticalCompilationon

DraftTextofaModelLaw o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art.34,

para8.

(http://www.uncitral.org/pdf/english/yearbooks/yb-1985-e/yb_1985_e.pdf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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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용한 것인데, 모델법 제34조의 재 정 취소사유와 모델법 제36조의 승인

거부사유를 일치시킨 것은 재지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기 한 것이다. 제34

조는 재 정을 취소하기 한 것이고 제36조는 재 정의 승인 ․ 집행을 거부

하기 한 것으로서 각 그 목 이 다르기는 하나, 당사자에게 재 정에 한

방어방법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승인 ․ 집행을 막을 것인지에

한 선택권을 주고 있으므로,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 권한 있는 법원 는

기 에서 재지에 특유하고 친숙한 법제 하에서 용되는 통 인 개념과 규

칙들을 용하여 재 정을 취소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모델법 제36조

제1항 (a) (5)[ 는 뉴욕 약 제5조 제1항 (e)]에 의하여 그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을 거부하게 될 것이므로, 재지에 특유한 법제가 다른 국가들로 확장

되게 된다.”    

모델법 제3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입증을 요하는 취소사유로 ① 재합

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는 재합의가 당사자가 합의한

거법,당사자가 합의한 거법이 없는 경우 재 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

에 의하여 무효인 때[제34조 제2항 (a)(1)],②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한 한 통지를 받지 못하 거나 기

타의 이유로 변론할 수 없었을 때[제34조 제2항 (a)(2)],③ 재 정이

재부탁범 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재부탁의 범 를 넘는 사항에

한 단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일 재부탁된 사항과 부탁되지 않은 사항

이 분리될 수 있다면 부탁되지 않은 사항 부분만 취소된다)[제34조 제2항

(a)(3)],④ 재 정부의 구성과 재 차가 재합의에 부합하지 않을

때(다만 이러한 합의가 이 법의 강행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다.만일 와 같은 재합의가 없다면 이 법과 배치될 때)를,법원이 직

권으로 단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 ① 분쟁의 상이 그 나라의 법상

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때[제34조 제2항 (b)(1)],② 재 정이 그

나라의 공공질서에 배될 때[제34조 제2항 (b)(2)]를 들고 있다.

제34조 제2항 (a)는 재 차에서 일응(primafacie) 차 하자가 있

는 경우로서 상 으로 단하기 용이한 반면,제34조 제2항 (b)(2))는

단이 어려워 법원이 재 정을 쉽게 공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30)

제34조 제2항의 취소사유는 한정 열거이다(모델법 제34조 제2항).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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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제34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 를 들어 사실인정이나 법률

용의 오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이 논문 제5장 제2 제

4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재법의 해석론으로는 재인의 명백

한 법 는 계약조건의 무시는 재인의 권한유월로 재 정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모델법상 재 정취소의 차

모델법 제3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재 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하 거나,제33조( 재 정문의 정정,해석,추가 정)의 요청이 재

정부에 의하여 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재 정 취소신

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소기간을 3개월로 정하 다.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재 정 취소신청을 받은 때, 하다고 단되

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취소의 소송 차를 지하

고 재 정부에게 재 차를 재개하거나 그 밖에 재 정 취소의 근거

를 제거할 다른 차를 진행할 기회를 수 있다(모델법 제34조 제4항).

제3 입법례

모델법을 수용한 각 국가들은 법원이 재 정에 하여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에 한 정책 인 단을 반 하여 자국의 사정

에 맞추어 재 정의 취소사유를 모델법보다 넓게 는 좁게 입법하

다.모델법상 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서 각국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

표 으로 문제되는 것은 재인의 실체 단의 오류이다.31)

재 정 취소사유에 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 쪽 끝에는,국제 재

정에 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는 랑스와,스 스인이 아닌 당사자

들에게 합의로써 통제를 면 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 스가

30)Binder,para7-042.

31)G.Born,InternationalArbitration:Law andPractice,WoltersKluwer,

2012,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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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간에는 우리나라처럼 모델법이 정한 취소사유를 채택한 국가들이

있으며,다른 한 쪽 끝에는 국과 같이 다양한 통제를 하는 국가가 있

다.32)그러나 통상 재 정의 본안 단에 한 사법심사를 인정하는 국

가에서도,이러한 심사는 극도로 한정되고 주로 사실인정이 아닌 법률

용의 잘못에 하여 용된다.33)

1.모델법보다 재 정 취소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가.미국

미국은 연방 재법 제10조,제11조34)에서 재 정의 취소,변경 수

32)석 (註 4),197면.

33) G.Bor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Volume Ⅱ,Wolters

Kluwer,2009,p.2552;이호원,“국제 재 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는 제한 -

법원에 의한 본안의 심사와 련하여”,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국제거래법

학회,2012,187면.

34)FederalArbitrationAct

Section10

(a)InanyofthefollowingcasestheUnitedStatescourtinandfor

thedistrictwherein theaward wasmademay makean order

vacating the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any party to the

arbitration—

(1)wheretheawardwasprocuredbycorruption,fraud,orundue

means;

(2)where there was evident partiality or corruption in the

arbitrators,oreitherofthem;

(3)wherethearbitratorswereguiltyofmisconductinrefusingto

postpone the hearing,upon sufficient cause shown,or in

refusing to hear evidence pertinent and material to the

controversy;orofanyothermisbehaviorbywhichtherightsof

anypartyhavebeenprejudiced;or

(4)wherethearbitratorsexceededtheirpowers,orsoimperfectly

executedthem thatamutual,final,anddefiniteawardupo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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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나,미국 법원은 재 정에

하여 재가능성,공공질서와 같이 보통법에 의한 추가 인 취소사유를

인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이는 모델법 제34조와 같다),사실인정과 법률

용의 한 잘못도 취소사유로 인정하여 왔다.35)미국 법원은 연방

재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도 례법상 ‘명백한 법의 무시(manifest

disregardoflaw)’도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시하여 왔다.36)

subjectmattersubmittedwasnotmade.

(b)Ifanawardisvacatedandthetimewithinwhichtheagreement

requiredtheawardtobemadehasnotexpired,thecourtmay,in

itsdiscretion,directarehearingbythearbitrators.

(c)TheUnitedStatesdistrictcourtforthedistrictwhereinanaward

wasmadethatwasissuedpursuanttosection580oftitle5may

make an ordervacating the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a

person,otherthan aparty tothearbitration,whoisadversely

affectedoraggrievedbytheaward,iftheuseofarbitrationorthe

awardisclearlyinconsistentwiththefactorssetforthinsection

572oftitle5.

Section11

IneitherofthefollowingcasestheUnitedStatescourtinandforthe

districtwhereintheawardwasmademaymakeanordermodifying

orcorrecting theaward upon theapplication ofany party tothe

arbitration—

(a)Wheretherewasanevidentmaterialmiscalculationoffiguresor

anevidentmaterialmistakeinthedescriptionofany person,

thing,orpropertyreferredtointheaward.

(b)Where the arbitrators have awarded upon a matter not

submittedtothem,unlessitisamatternotaffectingthemerits

ofthedecisionuponthemattersubmitted.

(c)Wheretheawardisimperfectinmatterofform notaffecting

themeritsofthecontroversy.

Theordermaymodifyandcorrecttheaward,soastoeffectthe

intentthereofandpromotejusticebetweentheparties.

35)G.Born,supranote33,p.2637.

36)WilkovSwan,346U.S427,436~43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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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례의 지배 인 경향이 재인의 실체 인 법률 단에 한 사

법심사권을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것이고,37) 최근 미국 법원이 Hall

StreetAssoc.,LLcvMattelInc.38)사건에서 연방 재법 제10조,제11조

는 재 정을 취소할 수 있는 한정 인 사유이고, WilkovSwan사

건의 결은 새로운 심사의 근거가 아니라 연방 재법 제10조의 취소사유

를 포 으로 언 한 것이라고 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연방 재법에 규

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 정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9)

나. 국

국은 이 논문 제5장 제1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

우 재 정에 하여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허용함으로써 재 정에

하여 모델법보다 범 한 통제를 하고 있다.

다.기타

아일랜드, 국,호주,싱가포르,아부다비,리비아,사우디아라비아,이

집트에서는 실체 사유로 인한 재 정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40)

2.모델법보다 재 정 취소사유를 좁게 인정하는

가. 랑스

랑스 민사소송법(2011.1.13.개정된 것)제1520조41)는 국제 재에

37)G.Born,supranote31,p.329.

38)128S.Ct.1396(2008)

39)이호원(註 33),188면;석 (註 4),184면.

40)G.Born,supranote31,p.329.

41)Article1520

Lerecoursenannulationn'estouvertquesi:

(1)Letribunalarbitrals'estdéclaréàtortcompétentouincompé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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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① 재 정부가 할권에 한 단을 잘못한 때,② 재 정부

가 부 법하게 구성된 때,③ 재인이 권한을 유월한 때,④ 정 차원

칙이 지켜지지 않은 때,⑤ 재 정의 승인과 집행이 국제 공서에 반

하는 때를 재 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모델법상 취소사유보다 제한

된 취소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스 스

스 스 국제사법 제190조42)도 재 정의 취소사유로 ① 단독 재인이

부 법하게 선정되거나 재 정부가 부 법하게 구성된 때,② 재 정

부가 할권에 한 단을 잘못한 때,③ 재 정부가 재부탁사항이

아닌 사항을 단하 거나 재부탁사항에 속한 사항을 단하지 아니한

때,④ 당사자의 동등한 취 을 받을 권리 는 당사자의 변론권이 침해

된 때 ⑤ 재 정이 공공질서에 배되는 때를 열거하여,모델법보다 제

ou

(2)Letribunalarbitralaétéirrégulièrementconstituéou

(3)Letribunalarbitralastatuésansseconformeràlamissionquilui
avaitétéconfiéeou

(4)Leprincipedelacontradictionn'apasétérespectéou

(5)Lareconnaissanceoul'exécutiondelasentenceestcontraireà
l'ordrepublicinternational

42)스 스 국제사법 제190조 [Ⅸ.종국성,취소 1.원칙]

(1)공지에 의하여 정은 종국 인 것으로 된다.

(2) 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a.단독 재인이 규정에 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는 재 정부가 규정에
반하여 구성된 경우

b. 재 정부가 부당하게 할이 있다거나 는 없다고 선고한 경우

c. 재 정부가 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쟁 에 하여 정한 경우
는 재 정부가 권리의 신청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d.당사자들의 평등취 의 원칙 는 법률상의 청문의 원칙이 침해된 경
우

e. 정이 공서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스 스 국제사법의 국문번역은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2001,567면 이
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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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취소사유를 인정하고 있다.43)

3. 재 정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벨기에는 1985년 재법을 개정하여 벨기에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에

내려진 정에 하여 벨기에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

는 것으로 입법하 다가,1998년 재법을 개정하여 당사자가 취소신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한 경우 외에는 벨기에에서 내려진 재 정

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회복시켰다.44)

말 이시아도 벨기에처럼 재 정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 재법을 개정하여 모델법과 동일한 취소사유를 규정하 다.45)

제4장 국과 우리 재법의 제정배경

제1 모델법의 수용

우리 재법과 국 재법( 재 시행되고 있는 1996년 재법을 의미

한다)은 모두 모델법을 수용하여 입법되었다.46)모델법은 국 재법의

발 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47)우리나라의 재법도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세계 인 수 의 재규범을 갖추게 되었다.

43)G.Born,supranote31,p.334.

44)Ibid.,p.334.

45)Ibid.,p.334.

46) 국 재법은 모델법을 면 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당사자자치 등

모델법의 요한 규정들을 그 로 는 변형을 가하여 수용하 다고 평가된다.

J.Lew,H.Bor,G.FulleloveandJ.Greenaway,ArbitrationinEngland,with

chaptersonScotlandandIreland,KluwerLaw International,2013(이하 ‘Bor

etal.'이라 약칭한다),para11.3.구체 인 조문별 평가로는 강병근,“1985년

UNCITRAL모델법이 국 재법에 미친 향”, 재학회지 제7권,한국 재학

회,1997,224-245면 참고.

47)Suttonetal.,para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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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 재법

1. 국 재법의 발 과정

국 상법의 발 에는 상인들이 큰 기여를 하 다.상인들은 거래 계

를 통하여 국제 ,국내 으로 통일된 형태의 계약법을 발 시켰고,자신

의 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한

규칙들을 창조하여 왔다.48)이에 따라 국에서는 16세기부터 길드 기타

실업단체를 심으로 재재 이 활성화되었는데, 국이 세계무역의

심지 던 19세기 반까지는 보통법(commonlaw)상의 재만 성행하

으나,1889년에 재법(ArbitrationAct1889)이 제정되면서 보통법상의

재와 제정법상의 재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재제도가 공존하게 되었

다.제정법상의 재는 재합의 성립 당시부터 구속력이 있고, 재합의

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인을 선정할 방법이 있었으며, 재 정

의 집행이 용이하여 보통법상의 재보다 선호되었다.49)

그런데 국 법원은 재제도가 법원의 할을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

여 재에 한 사법심사를 강화하 는데,그 표 결이 Scottv

Avery50)사건의 결이다.이 사건에서 국 법원(theHouseofthe

Lords)은 재합의는 유효하지만 법원은 언제라도 재 정에 해 사법

심사를 할 수 있고 법률 용에 잘못이 있으면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으므

로 재합의로써 법률문제에 한 법원의 할을 빼앗을 수 없다고 시

하 다.

국 내에는 잉 랜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가 각 독자

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재에 있어 가장 리 쓰이는 것이 잉

48)P.Esposito,“TheDevelopmentofCommercialLaw throughCaseLaw :

Is Section 69 ofthe English Arbitration Act Stifling Progress?”,74

Arbitration4,2008(이하 ‘Esposito’라 약칭한다),p.430.

49)목 ,27면.

50)ScottvAvery(1856)25L.J38. 국 례의 인용방법은 이 논문의 부록

제8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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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재법이므로 이하에서 잉 랜드 재법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950,1975,1979년 재법

1950년에 재법이 개정되었다가,1975년과 1979년에 재법이 다시 개

정되었다.1950년부터 1979년까지의 재법은 재 차에 한 법이 아니

라 주로 불충분한 재합의의 흠결을 메꾸고,1심 법원(HighCourt)의 권

한을 명시하는 역할을 하 다.51)

1950년 재법은 재에 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1996년

재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1975년 재법은 뉴욕 약을 반 한 것이다.1975년 재법은 소송 차

지에 한 1심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여,국제 재합의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1심 법원으로 하여 재합의가 무효,효력 상실 는 이행

불능이 아닌 한 반드시 소송 차를 지(stay)하도록 하 고,일정한 외국

재 정에 하여는 제한 으로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그 재

정을 승인 집행하도록 하 다.52)

1950년 1975년 개정을 거칠 때까지도 재 차 발생하는 법률문

제에 하여는 특별사안(specialcase)라는 이름으로 법원에 그 의견을 구

하여야 하고, 재인의 이러한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합의(exclusion

agreement)53)는 용인되지 않는 등 보통법과 그리 다르지 않은 제약을 가

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외국거래자들이 국을

재지로 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이에 따라 1979년 재법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감독 권한을 과감하게 축소시켜 해사,보험 물품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법률문제에 한 항

소를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 다.54)

51)Suttonetal.,para1-042.

52)Suttonetal.,para1-046.

53)통상 ‘exclusionagreement’는 이 논문 제7장 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사 에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나,

과거 국에서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라는 좁은 의미

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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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6년 재법

1985년에 모델법이 제정되자 국의 통상부는 Mustil 원장 휘하에

재법에 한 자문분과 원회(TheDepartmentalAdvisoryCommitteeon

Arbitration Law,이하 ‘DAC’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 다.그런데

Mustil 원회가 마련한 안은 그간의 법령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에

한정되어 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LordJusticeSaville의 지휘하에 새로운 안이 제시되었는데,이는

모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는 요청 때문에 모델법을 기 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DAC는 그 후 긴

논의과정을 거쳐 법률문제에 한 항소 등 국 특유의 제도를 유지하면

서도 모델법의 구조와 규정들을 최 한 반 한 안을 마련하 고,이를

바탕으로 1996년 재법이 입법되었다(이하 ‘국 재법’이라 함은 1996

년 재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1950,1975,1979년 재법을 각 구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를 명시하기로 한다).55)

구체 으로,① 국 재법 제1조는 모델법 제5조,제19조와 마찬가지

로 당사자들이 분쟁해결 방식에 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재에 한 법원의 여를 제한하고,② 국 재법 제5조는 모델법

제7조 제2항과 같이 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고,③ 국 재법 제7

조,제30조 내지 제32조는 모델법 제16조를 기 로 재 정부의 정권

한(competence-competence)과 재합의의 가분성 독립성을 인정하고,

④ 국 재법 제9조 내지 제11조,제32조 제4항은 모델법 제8조와 유사

하게 재합의가 있음에도 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의 지,소송 계속

재 차의 개시 속행가능성을 규정하고,⑤ 국 재법 제15조 제1

항은 모델법 제10조 제1항과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재인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⑥ 국 재법 제31조는 모델법 제16조 제2항,제3항과 같

이 재 정부가 할권에 한 단을 할권에 한 재 정 는 본

54)목 ,28면.

55)Suttonetal.,paraA4-004;TweedaleandTweedale,paras15.4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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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한 재 정에서 할 수 있고, 할권 항변이 이유 없을 경우 재

차를 속행하여 재 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⑦ 국 재법 제73

조는 모델법 제4조를 반 하여 이의권의 상실을 규정하며,⑧ 국 재

법 제67조,제68조는 모델법 제34조 제2항을 기 로 재 정부의 할권

이 없는 경우와 재 차 는 재 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재 정

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⑨ 국 재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는 뉴욕

약이 용되는 재 정에 하여 모델법 제35조,제36조와 거의 동일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 다.56)따라서 국 재법은 모델법의

요한 규정들을 부분 반 한 것으로 평가된다.57)

국 재법은 1950,1975,1979년 재법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재

련 법률을 하나로 통폐합하고,그 동안의 례법을 반 하여 만들어졌

다[ 를 들어, 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한 HarbourAssuranceCo

(UK)LtdvKansaGeneralInternationalInsuranceCoLtd(1993)1

Lloyd'sRep455사건의 항소법원의 결에 따라 제7조에서 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을 명시하 다].58) 국 재법은 국에서의 재에 한 기

본법으로서,59)국제 재와 국내 재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국 재법은 제1장에 서면에 의한 재합의로 인한 재 차에 용

되는 일반규정,제2장에 소비자 재,법령에 의한 재, 외 으로 사

를 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규정,제3장에 외국 재 정

의 승인과 집행에 한 규정,제4장에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국 재법은 재지가 잉 랜드와 웨일즈,북아일랜드인 재에 용

된다( 국 재법 제2조 제1항).한편, 재지가 외국이거나 당사자가

재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등 차의 지에 한 규정들( 국

재법 제9조 내지 제11조)과 재 정의 승인,집행에 한 규정( 국

재법 제66조)은 용된다.

56)Suttonetal.,parasA4-001-A4-062;강병근(註 46),216-246면.

57)Boretal.,para11-2.

58)Suttonetal.,para1-042.

59)Suttonetal.,para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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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우리 재법

1.제정배경

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최 로 법제화된 것은 재에 한 규정을 두

고 있던 구 일본민사소송법이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제13호에 따라 우

리나라에 의용된 때이다.이는 8․15해방 후의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한민국 독립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 으나 실제로 재가 이루어진 경우

는 없었고,1960년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재에 한 부분이 삭제되

었다.60)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착수한 이후 무역량이 증가하여 정

부와 상공인들이 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에 따라 정부와 한상공회의

소 주도로 1966.3.16. 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한상

공회의소 산하에 상사 재 원회를 설립하여 상사 재업무를 할하 고,

1966년 재법 제18조61)에 따라 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상사 재규칙을

제정하 다.그 후 상사 재 원회가 해체되고 1970.3.22.독립된 사단법

인으로 한상사 재 회가 설립되어 1980.8.29.그 명칭이 한상사

재원으로 변경되었다.62)

2. 재법의 개정

무역분쟁으로 인한 상사 재건수가 계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1973.2.

17.① 종래에는 한상공회의소의 상사 재규칙으로 행하던 상사 재를

60) 한상사 재원,상사 재30년사,1996,39면.

61)구 재법(1966.3.16.법률 제176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 재규칙의 승인)

한상공회의소는 상사 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한상사 재원(註 60),1996,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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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 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인 한상사 재 회의 재규칙에 의하

도록 하고,② 재 정의 기재사항에 주문을 추가하며,③ 재 정 취소

의 소 제기요건 ‘재 차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재법이 개정되었

다.63)

그 후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교역량이 더욱 증가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한편,1980년 에 이르러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편의와 재의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기 해 모델법을 수용하여 완비된 재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하 다.64)이에 발맞추어 우리 재법도 국제 으로 확립된 기 과

선진입법례를 극 수용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재제도의 이용

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재제도의 발 과 그 이용

의 확산을 도모하기 하여,1999.12.31.법률 제6083호로 부개정되었

다.1999년 개정 재법은 모델법을 면 으로 수용하여 국제 재와 국

내 재를 함께 규율하고 있고,상사와 민사를 구별하지 않으며,65)뉴욕

약을 법조문에 편입시키지 않고 이를 그 로 인용하 다66)는 특징이 있

다.67) 재법은 2010.3.31.법문의 표기를 한 화하고,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었고,2013.3.23.타법개정되었

는데,실질 인 내용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법 제개정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136702%2c103956%2c56441%2c

49770%2c3963%2c3962%2c3961%2c3960%2c3959&chrClsCd=010102)

64)목 ,15면.

65)석 ,“ 재법의 개정방향-국제상사 재의 측면을 심으로”,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534면.

66) 재법 제39조

① 외국 재 정의승인 집행에 한 약의 용을 받는 외국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은 동 약에 의한다.

67)목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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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 재법과 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

제1 국 재법의 취소사유

국 재법 제67조 내지 제69조는 재 정에 한 불복방법을 규정하

고 있는데, 재 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재 정부에 할권

(substantivejurisdiction)68)이 없을 때( 국 재법 제67조69)),② 재

68) 국 재법 제30조 제1항,제82조 제1항은, 재 정부의 ‘substantive

jurisdiction’을 ① 유효한 재합의가 있었는지,② 재 정부가 법하게 구성

되었는지,③ 재부탁사항이 재합의의 상이 된 분쟁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라

고 정의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substantivejurisdiction’이라 함은 재 정부가

분쟁의 실체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므로,이를 ‘할권’으

로 번역한다.우리 재법상 용어로는 ‘정권한’에 해당한다. 재 정부의 여러

권한 실체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만을 할권이라고 한다. 재 정부

의 할권 외의 권한은 재 차와 증거 결정에 한 권한,감정인,법률조력자

등을 지정할 권한, 재비용에 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권한,증거보 결정을 할

권한 등 당사자가 재 정부의 권한으로 합의한 권한,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 재법에 규정된 재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이 논문 제46면 이하 참고).

69)Section67Challengingtheaward:substantivejurisdiction

(1)A partytoarbitralproceedingsmay(uponnoticetotheotherparties

andtothetribunal)applytothecourt—

(a)challenginganyawardofthearbitraltribunalastoitssubstantive

jurisdiction;or

(b)foran orderdeclaring an award madeby thetribunalon the

meritstobeofnoeffect,inwholeorinpart,becausethetribunal

didnothavesubstantivejurisdiction.

A partymaylosetherighttoobject(seesection73)andtherightto

applyissubjecttotherestrictionsinsection70(2)and(3).

(2)Thearbitraltribunalmaycontinuethearbitralproceedingsandmake

afurtherawardwhileanapplicationtothecourtunderthissection

ispendinginrelationtoanawardasto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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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 차, 재 정에 한 하자(seriousirregularity)가 있을 때

( 국 재법 제68조70)),③ 법률문제에 의문이 있을 때( 국 재법 제69

(3)Onanapplicationunderthissectionchallenginganawardofthe

arbitraltribunalastoitssubstantivejurisdiction,thecourtmayby

order—

(a)confirm theaward,

(b)varytheaward,or

(c)setasidetheawardinwholeorinpart.

(4)Theleaveofthecourtisrequiredforanyappealfrom adecisionof

thecourtunderthissection.

70)Section68Challengingtheaward:seriousirregularity

(1)A partytoarbitralproceedingsmay(uponnoticetotheotherparties

andtothetribunal)applytothecourtchallenginganawardinthe

proceedings on the ground ofserious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theproceedingsortheaward.

A partymaylosetherighttoobject(seesection73)andtheright

toapplyissubjecttotherestrictionsinsection70(2)and(3).

(2)Seriousirregularity meansan irregularity ofoneormoreofthe

followingkindswhichthecourtconsidershascausedorwillcause

substantialinjusticetotheapplicant—

(a)failurebythetribunaltocomplywithsection33(generaldutyof

tribunal);

(b)thetribunalexceedingitspowers(otherwisethanbyexceedingits

substantivejurisdiction:seesection67);

(c)failurebythetribunaltoconducttheproceedingsinaccordance

withtheprocedureagreedbytheparties;

(d)failurebythetribunaltodealwithalltheissuesthatwereputto

it;

(e)anyarbitralorotherinstitutionorpersonvestedbytheparties

withpowersinrelationtotheproceedingsortheawardexceeding

itspowers;

(f)uncertaintyorambiguityastotheeffectoftheaward;

(g)theawardbeingobtainedbyfraudortheawardorthewayin

whichitwasprocuredbeingcontrarytopublic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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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71))를 들고 있다.

(h)failuretocomplywiththerequirementsastotheform ofthe

award;or

(i) anyirregularityintheconductoftheproceedingsorintheaward

whichisadmittedby thetribunalorby any arbitralorother

institutionorpersonvestedbythepartieswithpowersinrelation

totheproceedingsortheaward.

(3)Ifthereisshowntobeseriousirregularityaffectingthetribunal,the

proceedingsortheaward,thecourtmay—

(a) 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in whole or in part,for

reconsideration,

(b)settheawardasideinwholeorinpart,or

(c)declaretheawardtobeofnoeffect,inwholeorinpart.

Thecourtshallnotexerciseitspowertosetasideortodeclarean

awardtobeofnoeffect,inwholeorinpart,unlessitissatisfiedthatit

wouldbeinappropriatetoremitthemattersinquestiontothetribunal

forreconsideration.

(4)Theleaveofthecourtisrequiredforanyappealfrom adecisionofthe

courtunderthissection.

71)Section69Appealonpointoflaw

(1)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appealtothecourtonaquestionoflaw arisingoutofan

award madein theproceedings.An agreementto dispensewith

reasonsforthetribunal’sawardshallbeconsideredanagreementto

excludethecourt’sjurisdictionunderthissection.

(2)Anappealshallnotbebroughtunderthissectionexcept—

(a)withtheagreementofalltheotherpartiestotheproceedings,or

(b)withtheleaveofthecourt.

Therighttoappealisalsosubjecttotherestrictionsinsection70(2)

and(3).

(3)Leavetoappealshallbegivenonlyifthecourtissatisfied—

(a)thatthedeterminationofthequestionwillsubstantiallyaffectthe

rightsofoneormoreofthe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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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은 재지가 잉 랜드와 웨일즈,북아일랜드인 경우에 용된

다.이는 재지가 국인 경우 국 법원이 독 으로 감독자로서의 기

능을 갖기 때문이다.72)

법원은 ① 재 정부가 할권이 없는 경우 재 정을 확인(confirm)

하거나,변경하거나,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setaside)할 수

있고( 국 재법 제67조 제3항),② 재 정부, 재 차, 재 정에

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재 정부에

(b)that the question is one which the tribunalwas asked to

determine,

(c)that,onthebasisofthefindingsoffactintheaward—

(i)thedecisionofthetribunalonthequestionisobviouslywrong,

or

(ii)thequestionisoneofgeneralpublicimportanceandthedecision

ofthetribunalisatleastopentoseriousdoubt,and

(d)that,despitetheagreementofthepartiestoresolvethematterby

arbitration,itisjustandproperinallthecircumstancesforthe

courttodeterminethequestion.

(7)Onanappealunderthissectionthecourtmaybyorder—

(a)confirm theaward,

(b)varytheaward,

(c)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in whole or in part,for

reconsiderationinthelightofthecourt’sdetermination,or

(d)setasidetheawardinwholeorinpart.

Thecourtshallnotexerciseitspowertosetasideanaward,inwholeor

inpart,unlessitissatisfiedthatitwouldbeinappropriatetoremitthe

mattersinquestiontothetribunalforreconsideration.

(8)Thedecisionofthecourtonanappealunderthissectionshallbe

treatedasajudgmentofthecourtforthepurposesofafurther

appeal.Butnosuchappeallieswithouttheleaveofthecourtwhich

shallnotbegivenunlessthecourtconsidersthatthequestionis

oneofgeneralimportanceorisonewhichforsomeotherspecial

reasonshouldbeconsideredbytheCourtofAppeal.

72)Suttonetal.,para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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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구분 사유 효과

제67조 challenge 재 정부의 할권의 존부

확인

변경

부 는 일부 취소

제68조 challenge
재 정부, 재 차, 재 정

에 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

부 는 일부 환송

부 는 일부 취소

환송(remit)하거나,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 정의

부 는 일부에 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있고( 국 재법 제68조 제3

항),③ 법률문제에 한 항소의 당부를 단하는 경우 재 정을 확인

하거나,변경하거나,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재 정부에 환송하거

나,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9조 제

7항).

이처럼 국 재법 제67조,제68조,제69조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일률 으로 재 정 취소(setaside)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취소 외에도 변경,무효선언,환송 등 다양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재를 선택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 하고 법원의 재에 한 개입을 제한하기 한 것으로 보인

다.즉, 재 정부가 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환송하더라도 재 정부가

분쟁의 실체에 해 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환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재 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반면, 재 정부, 재 차,

재 정에 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 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재 정부에 환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재합의를 존 하고 법원

의 재에 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국 재법 제67조,제68조의 경우 취소(challenge),제69조의 경우 항

소(appeal)라는 표 을 쓰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 있는데,항소는 법원이

재 정에 사실인정이나 법률 용의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재 정을

체하는 내용의 단을 하는 것을 말하고,취소는 이와 달리 재 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73)조문별 표 과 사유,효과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73)RedfernandHunter,p.423.



-32-

하여 실질 부정의가 래되었

거나 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환송하기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부 는 일부 무효

선언(환송하기 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69조 appeal 재 정에 법률문제가 있을 때

확인

변경

부 는 일부 환송

부 는 일부 취소

(환송하기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 재 정의 취소

가. 재 정부의 할권이 없을 때( 국 재법 제67조)

1)불복의 상

재 정부가 할권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재 정부의 할권에

한 정에 하여 법원에 불복하거나[ 국 재법 제67조 제1항 (a)],

재 정부의 본안에 한 정에 하여 법원에 재 정부의 할권이 없

음을 이유로 그 재 정의 부 는 일부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7조 제1항 (b)].

국 재법 제82조,제30조 제1항은 할권은 재 정부가 ① 유효한

재합의가 있었는지,② 재 정부가 법하게 구성되었는지,③ 재부

탁사항이 재합의의 상이 된 분쟁에 해당하는지를 단할 수 있는 권

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 정부의 할권에 한 정에 한 규정인 모델법 제16조

와, 재인의 할권 부존재를 재 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모델법 제

34조 제2항 (a)(ⅲ)을 기 로 한 것이다.74)다만,모델법 제16조 제3항에

서는 재 정부가 할권이 존재한다고 단한 경우에만 법원에 불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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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 재법 제67조 제1항은 재 정부가

할권이 없다고 단한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이

은 재 정부가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법원에 재 정부의 권

한에 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재법 제17조

와, 재인이 스스로 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각하한 재

정은 재 정취소의 소의 상으로 될 수 없다는 우리 법원 례75)

의 태도와 다르다.

국 재법 제32조는 재 차의 당사자는 재 차 진행 법원에

재인의 할권에 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재 차 진행 재인의 할권에 의문이 생긴 경우의 규정이고, 국

재법 제67조는 재 정이 내려진 후에 용되는 규정이라는 에서 이

와 구별된다. 국 재법 제67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

는 강행규정이다( 국 재법 제4조 제1항,스 176)).

재 정부가 당사자 사이에 재합의가 없다고 단한 경우 이에 불복

하려는 당사자는 국 재법 제67조 제1항 (a)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는

것이고,제67조 제1항 (b)에 의할 수 없다.77)LGCaltexGasCovChina

Petroleum Corp78)사건에서 재 정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않아 재합의가 없다고 단하 다. 국 항소법원은 정이 할

권에 한 정이지 본안에 한 정이 아니고, 재 정부가 할권이

없다고 정한 경우 재 정부는 본안에 한 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

서 당사자는 국 재법 제67조 제1항 (b)가 아니라 제67조 제1항 (a)에

의하여 그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재 정부가 자신의 할권에 한 정을 하는 경우,본안에 한

정에 앞서 할권에 한 정을 할 수도 있고, 할권이 있다고 단

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한 정에서 할권에 한 단을 함께 할 수도

74)Boretal.,para25-134;R.MerkinandL.Flannery,ArbitrationAct1996,

4thEdition,Informa,2008(이하 ‘MerkinandFlannery’이라 약칭한다),p.151.

75) 법원 2004.10.14.선고 2003다70249,70256 결.

76) 국 재법은 스 1에서 강행규정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77)TweedaleandTweedale,para27.05.

78)[2001]1WLR1892,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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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 재법 제31조 제4항). 국 재법 제67조에 의한 불복은 할

권에 한 재 정부의 정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제31조 제4항

에 정한 두 가지 방법 재 정부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에 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79) 국 재법 제67조에 의한 불복은 재 정부의 할

권에 한 재 정과,본안과 함께 할권에 한 재 정을 한 경우

할권에 한 부분에 해서만 할 수 있다.따라서 법원은 할권에

한 정에 하여, 재 정부가 본안에 한 기일을 열어 더 많은 증거

를 제출받아 이를 토 로 할권에 한 단을 하는 게 더 나았으리라는

이유로 할권에 한 정을 취소할 수 없다.80)

2) 할권

가) 재가능성

당사자가 재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재합의가 취소,철회된 경우 뿐

만 아니라, 재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하여 재합의를 한 경우에도

재 정부의 할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81)

국에서는 혼인 련(matrimonial)분쟁,82)형사책임 유무,유럽경쟁법

반 련 분쟁은 재가능성이 없고,증권법 반 련 분쟁은 재가능

성이 있다.83)법령에 특별한 재 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들어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근로 재 정부에 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경

우,그 외의 재를 유일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84)

79)TweedaleandTweedale,para27.06.

81)AootKalmneftvGlencoreInternatioanlAG[2002]1AllEr76,2AllER

(Comm)577,[2002]1Lloyd'sRep128.

81)Suttonetal.,para1-034.

82)TweedaleandTweedale,para4.23

83)Suttonetal,para1-035,1-036

84)Clyde& CoLLP v BatesVan Winkelhof[2011]EWHC 668(QB);G.

Pendelland DavisBridge,CMS,Arbitration in England and Wale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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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체 사유

당사자는 권리 포기, 반언,기 력, 차의 남용과 같은 실체법 인

사유로는 제67조에 의하여 재 정에 하여 불복할 수 없다. 와 같은

사유에 하여는 차 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재 정부가 결정하여야

하고,이러한 사유에 한 주장은 재 정부의 할권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85)

다) 재합의의 범

재합의의 유효성과 련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분쟁을 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86) 재

합의의 범 와 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문제된다.87)

○ 반 재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반소에 한 차규정을 용해서

단하여서는 안 되고, 재합의의 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반 재신

청이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88)

○ 재 정부가 재 정을 한 사항 일부에만 할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할권이 없는 부분만을 취소한다.89)

3) 할권에 한 재 정 취소의 속심 성격

국 재법 제67조의 불복사건에 한 법원의 심리는 사후심(review)

GuidetoArbitration,Volume1,2012,p.301.

85)TweedaleandTweedale,para27.07.

86)Suttonetal.,para8-061.

87)Ibid.,para8-062.

88)Metaldistributors(UK)LtdvZCCM InvestmentHoldingsPLC[2005]2

Lloyd'sRep37.

89)PetersonFarmsvC&M FarmingLtd& Another[2004]1Lloyd'sRep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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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 속심(rehearing)에 가깝다.90) 국 재법 제68조의 경우와는

달리,이 경우 법원의 역할은 단지 재 정부가 결론에 이른 과정을 확

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 정부의 결론이 옳고 그른지를 재심

사하는 것이다.91)따라서 법원은 재 정부에 제출된 당사자의 모든 주

장과 증거에 하여 다시 단하여야 한다.92)우리의 경우에도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법원이 독자 으로 재 정부의 권한범 를 심사할 수 있

으므로,이는 우리와 유사하다. 재 정부는 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취소재 이 법원에 계속 인 경우에도 재 차를 계속 진행하여 재

정을 내릴 수 있다( 국 재법 제67조 제2항).

나. 재 정부, 재 차, 재 정에 향을 미친 한 하자가

있을 때( 국 재법 제68조)

1)입법취지

재의 당사자는 재 정부, 재 차, 재 정에 향을 미친 한

하자(seriousirregularity)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8조 제1항).DAC는 조항의 입법취지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93)

“제68조는 재 정부가 재 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나 잘못한 극단 인

경우, 정의의 에서 이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최후의 방법

(a long stop)으로 규정된 것이다.”   

 

제68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국 재법 제4조 제1항,스 1),1950년

재법 제22조 제1항,제23조,모델법 제34조 그간의 국 례를 기

로 한 것이다.94)

90)Suttonetal.,para8-060;MerkinandFlannery,p.152.

91)Suttonetal.,para8-060;MerkinandFlannery,p.152.

92)MerkinandFlannery,p.151.

93)DACReport,1996.2.,para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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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질 인 부정의의 의미

한 하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유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실질 부정의(substantial

injustice)를 래하 거나 래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이를 2단계 조사(twostageinvestigation)라고 하

는데,법원은 ① 제68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② 그

사유로 인하여 실질 인 부정의를 래하 거나 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95)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재 정에

개입하지 않는데,이는 재의 당사자 자치와 최종성을 존 한 결과이

다.96)이와 련하여 DA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97)

“ ‘실질 부정의’ 테스트는 재 차를 존 하기 한 것이지, 재 차에

개입하기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 부정의가 있었다고 하기 해서는

재 차에 한 합리 인 기 와는 거리가 있어 법원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기 되는 경우여야 한다.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떠하 을 것인가의 문제와는

다르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이 아닌 재를 선택하 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실질 부정의 주장이 유효하기 해서는 일

어난 일이 어떠한 에서도 그러한 선택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어야 한다."

LesothoHighlandsAuthorityvImpregiloSpA.98)사건에서 국 법

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 다. 국 법원은 사건에서 1996년

재법의 목 은 재에 한 법원의 간섭의 정도를 격히 이려는 데 있

다고 설시하 다.

94)Boretal.,para25-134;MerkinandFlannery,p.156.

95)Suttonetal.,para8-072.

96)TweedaleandTweedale,para27.14.

97)DACReport,1996.2.,para260.

98)[2006]1AC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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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재법 제68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해서는,① 실질 부정의가

재 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② 신청인에게 실 인

향(realeffect)이 있어야 한다.99) 국 재법 제68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들은 한정 열거로서,그 밖의 사유로는 조항에 따라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100)

가) 재 정에의 향

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없더라도 재 정부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 을 경우에는 국 재법 제68조에 의하여 재 정 취소

를 구할 수 없다.101)ShuttarivSolicitors'IndemnityFund102)사건에서,

Shuttari의 리인은 ‘재 정부가 Shuttrari의 뒤늦은 문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인을 채택하 더라면 재 정이 달라졌을 것

이 인정될 경우 실질 부정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 다.이에 하

여 법원은 그와 같은 기 으로 단할 경우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

사자에게 불합리하게 유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 부정의의 존부를

단함에 있어 ‘재 정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실 인 가능성’이 있었

는지 여부를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실질 부정의가 있었

다는 주장을 배척하 다.

나) 실 인 향(realeffect)

실질 인 부정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련하여,Groundshire Ltd v

VHEConstructionplc103)사건에서 Bowsher 사(judge)는,DAC가 서술

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실질 부정의’를 ‘주장에 한 단을 락함

99)TweedaleandTweedale,paras27.14-27.18.

100)Ibid.,para27.12.

101)AquatorShippingLtdvKleimarNV,TheCapricorn1[1998]2Lloyd's

Rep.

102)[2004]EWHC1537(Ch).

103)[2001]BLR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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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실질 인 향이 없는 불안과 동요를 래한 것과는 비되는,

실 인 향(some realeffectas opposed to failure to dealwith

argumentsthatcausesaffrontordisquietwithoutsubstantialeffect)’으

로 정의하 다.Bowsher 사는 Justice Tuckey가 Egmatra AG v

MarcoTradingCorp104)사건에서 설시하 던,‘사소한 사항(deminimis)

에 지나지 않는 것’은 실질 부정의가 될 수 없다는 단에 동의하면서,

‘실질 ’의 사 의미인,‘실제로 존재하는’,‘본질 인(essential)’,‘충분하

거나 상당한’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조

항에 따른 재 정의 취소를 허가할 수 없다. 단순한 불공평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공평의 원칙이 용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래되었을지 조사할 의무

가 없다.” 

CheckpointLtdvStrathclydePensionFund105)사건에서 LordJustice

Ward는 재 차에서 당사자에게 실질 부정의가 래되었는지 여부를

단할 때 법원은 부정의가 없었을 경우 재 정이 어떤 결과 을지 밝

히려 노력하여서는 안 되고,당사자가 그 부정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

론을 진행하 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 다.요컨 차 부정의는 ‘실

질 부정의를 래한 공정한 변론기회의 부정’인데,기술 인 하자

(technicalirregularity)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본질 인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 다.106)

다) 인 손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실질 부정의가 있

었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하나로 삼고 있다.107)그러나 에서 본

104)[1999]1Lloyd'sRep862.

105)[2003]EWCACiv84.

106)TweedaleandTweedale,para27.17.

107)Ibid.,para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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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hireLtdvVHEConstructionplc108)사건에서 Bowsher 사는,

실질 부정의를 단함에 있어 인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일한

기 은 아니고,부정의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기 들과 함께 그 부정의를

치유하기 해서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Bowsher

사는 인 측면만이 요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단하여야 한다(whatwasrequiredwasameasureofproportionalitynot

soleyincashtermsbutoverall)고 시하 다.

라) 재인의 권한 행사의 오류

국 법원은 재 정부가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잘못 행사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자의 경우에만

국 재법 제68조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고,후자의 경우에는 그 오류의

정도를 불문하고 국 재법 제68조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109) 국 재법 제68조를 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재 정

부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 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 정부의 한

하자로 인하여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되었는지 여부라고 하 다.

3) 국 재법 제68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

가) 재 정부가 국 재법 제33조에 규정된 재인의 일반

의무를 반한 때[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

국 재법 제33조는 재 정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편

이지 않게 행동하여야 하고,당사자 방에게 공격과 방어를 할 합리 인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국 재법 제33조 제1항 (a)], 단의 상이 되는

문제의 해결에 합한 수단을 마련하기 해 구체 인 사건의 상황에

합한 차를 채용하여야 하고[ 국 재법 제33조 제1항 (b)], 재 차의

108)[2001]BLR395.

109)LesothoHighlandsAuthorityvImpregiloSpA.[2006]1AC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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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차와 증거에 한 결정,그 밖에 재 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

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의무를 수하여야 한다( 국 재법 제33조 제

2항)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정 차원칙의 핵심인 공정성에 한 것으

로서,가장 요하고 포 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110)

국 재법 제33조의 의무를 반하 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 재

법 제6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이로써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되어야 한다.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할 재 정부

의 의무는 재 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11)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와 련하여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된다.

(1)자연 정의(NaturalJustice)

국 재법 제33조는 재인이 자연 정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보통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112)자연 정의는 편견 없는 공정한

차에 한 권리로,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상 방의 주장에 하여

반박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113)당사자는 상 방의 주장을 알아야

하며114), 재 정부가 당사자가 모르는 비 스러운 지식에 따라 단하

여서는 안 되고,115) 재 정부가 당사자 어느 쪽에 하여도 편견을 가

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116)자연 정의에 의하면, 재 정부는

당사자의 주장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야 하고,당사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117) 재 정부가 완 히 새로운 (acompletely

110)Boretal.,para25-31.

111)TweedaleandTweedale,para27.22.

112)Tweedaleand Tweedale,para27.21;Sutton etal.,para5-038,para

8-088.

113)MontroseCannedLtdvEricWells(Merchants)Ltd[1965]1Llyod's

Rep597.

114)LovellPartnerships(Northern)Ltdv AW Constructionplc(1996)81

BLR83.

115)FoxvPGWellfairLtd[1981]2Lloyd'sRep514,CA.

116)SSCatalina(Owners)vMVNorma(Owners)(1938)61LILRe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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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int)에서 사건에 하여 단하기 해서는 당사자에게 그 문제에

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그 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재

정부가 의도한 뉘앙스 는 재 정부가 도출하려는 결론이 정확히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재 정부가 이를 일일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

은 아니다.118)

법원은 자연 정의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실질 부정의가 래된 경우

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에 따른

불복을 허용한다.119)GbangbolavSmithandSheriff120)사건에서 법원은

재 정부가 당사자에게 비용에 한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용에 한 단을 하 다고 하면서 재 정을 취소하 다.Guardcliffe

PropertiesLtdvCityandStJames121)사건에서도 법원은 차임 액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는데 재 정부가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차임을 하향조정하 다고 하면서 한 하자가 있다고 시하 다.법원

은 PacolLtdvJointStockCoRossakhar122)사건에서,당사자가 손해액

에 한 단만 구하 는데 재인이 손해배상의무에 하여 단하 다

고 하면서 한 하자가 있다고 단하 다.한편, 재인이 자신의 문

인 지식을 활용하여,당사자에게 언 하지 않고 특정 증거에 하여

단한 것은 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23)

(2) 재인의 차에 한 결정

법원은 국 재법 제33조 제1항 (a)의 재 정부가 공정하고 편

이지 않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와 같은 항 (b)의 한 차를 진행하여

117)TweedaleandTweedale,para27.21.

118)Suttonetal.,para8-081.

119)Ibid.,para8-081.

120)[1998]3AllER730.

121)(2003)25EG143,Ch.D.

122)[1999]2AllER(Comm)778.

123)Tweedale and Tweedale,para 27.21;CheckpointLtd v Strathclyde

PensionFund[2001]EWCACiv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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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를 구별하여,일반 으로 재인의 차에 한 결정에는 개입

하지 않는다.124)RankoGroupvAntarticMaritimeSA125)사건에서 법

원은 재 정부가 청구인이 그 사건과 련이 있다고 주장한 문서의 제

출을 명하지 않은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Egmatrav MarcoTrading

Corp126)사건에서 재 정부는 재 정부가 당사자의 주장에 하여

단할 문 인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문증인 신청을 받

아들이지 않았는데,JusticeTuckey는 재 정부가 문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실질 부정의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시

하 다.

법원의 재 정에 한 개입은 재인이 당사자가 재 차에서 기

하는 것과는 먼 행 를 하 을 때만 정당화된다.127) Warborough

InvestmentsLtdvRobinsonandSons(HoldinsLtd)128)사건에서 Lord

JusticeParker는 법원은 재인이 직무를 이행하는 데 하여 합리 인

범 내에서 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사건에서는

재인이 당사자 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단하는 바람에 당사자 방이 그 평가방법에 하여 이의할 기회를 부

여받지 못하 다.이에 하여 당사자가 재인이 근거 없이 사실인정을

하 다고 주장하 는데, 국 항소법원(CourtofAppeal)은 이러한 행 가

없었더라도 정결과가 하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당사자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재 정부가 재 차를 제 로 지휘하지 못하여 쟁

을 밝히지 못한 채 비용만 증가된 경우에는 국 재법 제33조를 반한

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129)

(3) 정의 오류

124)TweedaleandTweedale,para27.23.

125)[1998]ADRLJ35.

126)[1999]1Lloyd'sRep862.

127)TweedaleandTweedale,para27.23.

128)[2003]EWCACiv751.

129)Claire& CoLtdvThamesWaterUtilitiesLtd[2005]BLR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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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onPlantLtdvCommissionfortheNew Towns130)사건에서 법

원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정의 오류만으로는 법원이 재 정에 개

입할 수 없다고 시하 다.실체 인 이유로 국 재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재 정에 불복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131)법원은

조항이 재 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를 목 으로 한 것이지 재

정 자체가 불공정한 경우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이는 ①

1996년 재법이 그 의 재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던 재 정의 사실인

정이나 법률 용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② 조항에 따라 재인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용의 오류를 이유로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문제에 한 항소가 국

재법 제69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불복과 국 재법 제69조에 의한 불

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 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불복은 아주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 으로 사실인정에 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에서 Lloyd 사는 다음과 같

이 설시하 다.

“입법부는 당사자가 재합의를 한 경우 재법 제68조 는 제69조에 해당하

지 않는 한, 사실인정의 문제 는 법률문제를 불문하고 재 정에 하여 불복

하거나 재 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을 명확

히 하 다.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재가 소송을 포함하여 다른 분쟁해결

차에 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최종 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이 몰각될 것

이다.”  

재 정이 내려진 후 밝 진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재 정의 결론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만약 당사자가 상 방의 사기로 인하여 그 증거가 제출

130)[2000]BLR496.

131)TweedaleandTweedale,para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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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이라는 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에 따른 불복이 가능하다.132)

(4) 재인의 편견(bias)

재 정부가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는 재 정

의 취소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재 정의 취소를 구하기 해서는 재 정부가 편견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되었다는 을 입증해야 한다.

편견으로 인하여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되었다고 하기 해서는 편견

의 개연성(probability)만으로는 부족하고 실 인 가능성(real

possibility)이 있어야 하는데, 국 항소법원은 Re Medicaments and

RelatedClassesofGoods(No2)133)사건에서 ‘편견을 시사하는 모든 상

황을 확인하여,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실질

부정의의 실 인 가능성 는 실 인 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재 정부가 편 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시하 다.

당사자는 재인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경우 국 재법 제24조134)에

132)Suttonetal.,para8-087,자세한 내용은 ThyssenCanadeLtdvMariana

MaritimeSA[2005]1Lloyd'sRep640참고.

133)[2001]1WLR700,CA.

134)Section24Powertoremovearbitrator

(1)A party toarbitralproceedingsmay (upon noticetotheother

parties,tothearbitratorconcernedandtoanyotherarbitrator)

applytothecourttoremoveanarbitratoronanyofthefollowing

grounds—

(a)thatcircumstancesexistthatgiverisetojustifiabledoubtsasto

hisimpartiality;

(b)thathe doesnot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arbitrationagreement;

(c)thatheisphysically ormentally incapableofconducting the

proceedingsortherearejustifiabledoubtsastohiscapacityto

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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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법원에 재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다.따라서 재인의 해임을

청구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 정이 내려진 후 재인이 편 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에 따른 불복을 신청한 경우 그

상 방은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인이 편 이었다는 것을 알았음

에도 신속하게 국 재법 제24조가 정한 구제 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국 재법 제73조에 따라 이의권을 상실하 다는 항변을 할 수 있

고,135)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청인은 이의권을 상실하므로 그

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 재 차의 지연

재 정부의 행 로 인하여 재 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136)RC PillarandSonsv

Edwards137)사건에서 재인의 할권에 한 오인으로 재 차가 지연

되어,비용 청구가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재인은 두 개의 재 정을

내린 다음 재 정에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재 정을 경정하

는데,이로 인하여 RC Pillar에 한 단 부분이 어들어 RC Pillar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이에 하여 법원은 재인

의 경정이 국 재법 제57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 재법 제68조 제2항의 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재 정을 재

인에게 환송하 다.

(d)thathehasrefusedorfailed—

(i)properlytoconducttheproceedings,or

(ii)touseallreasonabledespatchinconductingtheproceedings

ormakinganaward,

andthatsubstantialinjusticehasbeen orwillbecausedtothe

applicant.

135)Suttonetal.,para8-088;ASM ShippingLtdofIndiavTTMILtdof

England[2006]1Lloyd'sRep375.

136)TweedaleandTweedale,para27.30.

137)2001.1.26.(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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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 정부가 할권 외의 권한을 유월한 때[ 국 재법 제

68조 제2항 (b)]

재 정부가 할권 외의 권한을 유월한 경우(thetribunalexceeding

itspowersotherwisethanby exceeding itssubstantivejurisdiction)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여기서 말하는 재 정부의 권한은 재

정부의 재 차와 증거 결정에 한 권한( 국 재법 제34조),감정인,

법률조력자(legaladvisor)등을 지정할 권한( 국 재법 제37조), 재비

용에 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권한( 국 재법 제38조 제3항),증거보

결정을 할 권한( 국 재법 제38조 제6항)등 당사자가 재 정부의 권

한으로 합의한 권한,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재법에 규정된 재 정

부의 권한을 말한다.138)

권한유월은 권한의 부 한 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139) 재 정부

가 문제된 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것은 권한유월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문

제에 해당한다.따라서 당사자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기로 합

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국 재법 제69조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있

다.140)

앞서 본 LesothoHighlandsDevelopmentAuthorityvImpregiloSp

A141)사건에서 국 항소법원은 재 정부가 유로화와 운드화를 통화

로 하여 재 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 다. 재 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거법에 따라 통화를 결정하 어야 하는데,그러지 아니

하 고,이자에 하여도 거법을 제 로 용하지 않아 이에 한 권한

도 유월하 다는 것이다.142)

138)TweedaleandTweedale,paras23.09-23.59.

139)Suttonetal.,para8-089.

140)Ibid.,para8-089.

141)[2003]EWCACiv1159,[2004]aAllER(Comm)97.

142) 국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 다.

Thearbitratorsoughttohaveinterpreted thecontractin accordance

withthelaw oftheKingdom ofLesotho,andhadexceededtheir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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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 법원에서는 증재 정부가 용될 통화에 한 실수를 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b)의 권한유월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 다.143)이는 재 정부가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을 행

사한 경우와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것은 구분되어야 하고,법률문제에 한

항소는 국 재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이러한 경우 국 재법 제68조 제2항 (b)에 의하여 법원의 허

가 없이 불복을 허용한다면 국 재법 제69조의 제한을 잠탈하는 결과

가 되기 때문이라고 시하 다.

다) 재 정부가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한 때

[ 국 재법 제68조 제2항 (c)]

국 재법 제1조 (b)는 당사자가 공익에 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경

우가 아닌 한 분쟁해결방법에 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국 재법 제34조 제1항은 재 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

라 모든 차,증거에 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 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재 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따라서 당사자가 특정 재기 의 재규칙을 재 차의 규칙으로

합의한 경우, 재 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를 들어 당사자가 재

차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하기로 합의하 는데 재 정부가 심리기일을 열

지 않으면 국 재법 제68조 제2항 (c)에 해당한다.144)당사자가 재

whentheythoughtthats.48(4)gavethem anypowertodepartfrom

whatthepartieshadagreeduponinthecontract.Thearbitratorsshould

alsohaveappliedthelaw oftheKingdom ofLesothototheissueof

interestwherebytheunpaidpartytoacontractwasentitledtointerest

bywayofsubstantiveright.Accordinglythearbitratorshadexceeded

theirpowersbyutilisingthediscretionarypowerins.49(3)toresolve

thematterwhentheyshouldhaveappliedthesubstantivelaw ofthe

contract.

143)[2005]UKHL43,[2006]1AC221.

144)Suttonetal.,para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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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사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재 차를 진행하 으나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공정하 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45)

MinermetSpA MilanvLuckyfieldShippingCorporationSA146)사건

에서 법원은 재 정부가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재인을 선정할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고 단독 재인

으로 재 차를 진행한 것은 당사자가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법

하다고 하 다.

라) 재 정부가 재부탁사항에 하여 모두 단하지 않은 때

[ 국 재법 제68조 제2항 (d)]

국 재법은 우리 재법과는 달리 단 락이 재 정의 취소사유

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국 항소법원은 CheckpointLtdvStrathclyde

PensionFund147)사건에서 국 재법 제68조 제2항 (d)의 ‘모든 문제

(issues)’는 목 론 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 다.LordJusticeWard는

조항에서 말하는 문제는 분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가 아니라,분쟁해

결의 목 이 된 문제를 말한다고 하 다. 재 정부의 정에 있어서

요한 문제들만이 조항에서 말하는 문제에 해당한다.148) 재 정부는

분쟁에서 제기된 개개의 문제에 해서 단할 의무는 없고,그러한 문제

들을 결론을 도출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며,당사자가 명시 으로 모

든 개개의 문제에 하여 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그 개개의 문제에

해서 단하면 된다.149)당사자가 재 정부가 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하여 단하지 않더라도

단 락이 아니고,다른 사정에 의하여 재 정부가 그런 문제들을 모

두 고려하여 단하 다는 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역시 단 락으로

볼 수 없다.150) 한 단을 락한 것과 단에 한 이유를 충분히 설

145)TweedaleandTweedale,para27.32.

146)[2004]EWHC729(Comm).

147)[2003]EWCACiv84.

148)TweedaleandTweedale,para27.33;Boretal.,25-48.

149)Ibid.,para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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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은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151)후자의 경우 법원은 재 정부에

이유 기재를 명할 수 있다.152)

재 정의 이유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이 재 정부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재 정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는 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153)

Lloyd 사는 WeldonPlantLtdvCommissionfortheNew Towns154)

사건에서 재 정부가 재부탁사항에 해서 아 단하지 않은 경우

와, 단은 하 으나 그 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자의 경

우는 그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실질 부정의가 래된 때 국 재법 제

68조 제2항 (d)에 의하여 재 정에 불복할 수 있지만,후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정의 오류가 법률문제에 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국 재법 제69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하 다.

계약을 잘못 해석한 것은 법률문제이지 단 락에는 해당하지 않으므

로,당사자가 재 정부가 계약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 어떤 증거에

해서 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 조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55)

마) 재 차 는 재 정과 련하여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

여받은 재기 ,개인 기타 기 이 그 권한을 유월한 때[ 국 재법 제

68조 제2항 (e)]

당사자가 ICC 재규칙과 같은 기 재규칙에 따라 재 차를 진행

하기로 합의한 경우 재 정부는 규칙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할

수 없다.기 재규칙에 따라 재 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 이 재

150)SigBergsenDY & CovMobilShippingandTransportationCo[1992]1

Lloyd'sRep460.

151)WorldTradeCorpvCzarnikow Sugar[2005]1Lloyd'sRep422.

152)PetroshipsvPetecTrading(the"PetroTrader")[2001]2Lloyd'sRep348.

153)Suttonetal.,para8-095.

154)[2000]BLR496.

155)TweedaleandTweedale,para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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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면 히 조사하거나 재인의 선정에 개입하는 등 재 차에 여할

수 있는데,그 여의 정도는 재규칙마다 다르다.156) 재 정부가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국 재법 제68조 제2항 (b)에 따라 재 정의 취

소사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 등이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를 들어,당사자가 합의한 재규칙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인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

재기 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재인을 교체하면 조

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157) 한 재합의에서 제3자가 1명의 단독

재인을 선정하도록 하 는데 그 제3자가 3명의 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158)

바) 재 정의 효력(effect)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때[ 국 재

법 제68조 제2항 (f)]

재 정의 효력이 확실해야 하고 모호하면 안 된다는 것은 보통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이다.보통법에 의하면,불확실한 정문은 무효이다.159)

정문이 불명확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를 기 으로 단하여야 하고,제3자

를 기 으로 단하여서는 안 된다. 를 들어,PlummervLee160)사건

의 재 정문은 이자의 기산일을 “최후의 정일”이라고 명시하 는데,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최후의 정일이 언제인지에 하여 다툼이 없어

재 정의 효력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마찬가지로,

WohlenbergvLageman161)사건에서 법원은, 재 정에서 당사자가 보

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시하

156)Ibid.,para27.38.

157)Ibid.,para27.38.

158)Suttonetal.,para8-091.

159)TweedaleandTweedale,para27.39.

160)(1387)2M & W 495.

161)(1815)6Taunt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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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f)에 따라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국 재법 제57조 제3항162)이 용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만 재 정부에 사건을 환송하거나 재 정을 취소할 수 있

다.163) 국 재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재 정부는 재 정문의 사무 인 오류,착오 락,생략으로 인한

실수를 시정할 수 있고, 재 정의 모호성을 제거하거나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0조 제2항 (b)는 당사자가 국 재법 제68조에

의하여 불복하기 에 국 재법 제57조에 정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당사자는 조항에 따른 차를 취하지 않

은 채 법원에 제68조 제2항 (f)에 의한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

다.164)

사) 재 정이 사기(fraud)에 의해 얻어졌거나 재 정 자체

는 그 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공질서에 반하는 때[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

조항은 당사자가 재 정부를 상 로 사기를 자행한 경우와, 재

162)Section57Correctionofawardoradditionalaward.

(3)Thetribunalmayonitsowninitiativeorontheapplicationofa

party—

(a)correctanawardsoastoremoveanyclericalmistakeorerror

arisingfrom anaccidentalsliporomissionorclarifyorremove

anyambiguityintheaward,or

(b)makeanadditionalawardinrespectofanyclaim (including a

claim forinterestorcosts)whichwaspresentedtothetribunal

butwasnotdealtwithintheaward.

Thesepowersshallnotbeexercisedwithoutfirstaffordingtheother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tribunal.

163)TweedaleandTweedale,para27.40.

164)Boretal.,para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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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뇌물을 수수하 거나 부정하게 행동하는 등 재 정이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용되고,165) 외재 사기

(extrinsicfraud)와 내재 사기(intrinsicfraud)166)를 구별하지 않는다.

‘재 정이 사기에 의하여 얻어진 경우’는 당사자 일방 는 당사자

와 함께 재 차를 진행하는 사람(anotherpersontowhichapartyto

thearbitrationwasprivy,그의 표자, 리인,변호사 등을 말한다)의

사기에 의하여 재 정이 얻어진 경우여야 하고,증인 등 제3자가 사기

행 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67)증인이 증한 것만으로는

사기행 에 해당하지 않고,당사자 일방이 그 증인을 신청하여 재 정

부를 속인 데 하여 정당한 비난을 받을 만한 경우여야 한다.168)

‘공공질서에 반하는 때’는 사기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169)Donaldson

경은 DeutscheSchachtbau undTiefbohr-GesellschaftGmbH v Shell

InternationalPetroleum CoLtd170)사건에서 1975년 재법 제5조 제3항

의 집행과 련하여 공공질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공공질서에 한 고려는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성의 요소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재 정의 집행이 공익을 해하거나, 그 집행이 공 인 권한을

집행하는 합리 인 보통인의 에서 부당하여야 한다.”

165)TweedaleandTweedale,para27.41.

166)미국에서는 종래 외국 결의 승인의 맥락에서 사기를 외재 사기와 내재

사기로 구분하 다.외재 사기는 원고의 외국의 소송 차 외에서의 행 로 인

하여 피고가 차에 참가하여 히 변론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 존재하고,

내재 사기는 소송 차 내에서의 증,불실표시 는 조된 증거의 사용 등과

같이 소송 차 내에서 행 한 경우에 존재하는데,미국에서는 외국 결의 승인거

부사유가 되는 사기는 통 으로 외재 사기에 한정되었다고 한다(석 ,“사

기에 의하여 획득한 재 정의 승인과 공서 반여부”, 례연구 제24집,서울지

방변호사회,2011,150면).

167)Elektrim vVivendiUniversalandOthers[2007]EWHC11.

168)DDT TrucksofNorthAmericaLtdvDDT HoldingsLtd[2007]EWHC

1542.

169)Suttonetal,8-099.

170)[1990]1AC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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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재법은 재 정 후 정의 기 를 흔들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이 재 정을 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재법에서는 규정이 삭제되었다.171)다만 당사자 는 그의

표자, 리인,변호사 등이 고의로 증거를 은닉하 고 그로 인하여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 정이 내려진 경우 그 재 정은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국 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172)

ProfilatiItalia Srlv Paine Webber173) 사건에서 ProfilatiItalia는

PaineWebber가 고의로 요한 문서를 증거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서, 재 정이 사기 인 상황에서 내려져서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

다.이에 하여 JusticeMoore-Bick는 ProfilatiItalia가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에 의하여 재 정에 불복하기 해서는,Paine

Webber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을 받기 해 비난받을 만한 비양심 인

행 를 하 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건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재 정에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근해야 한다고 하

다.JusticeMoore-Bick는 사건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의 락은,그

문서가 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고,이와 달리 단하는 것은 국 재법의 기본 정신에 반하며,만약

PaineWebber가 고의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 문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도 재 정이 같은 결과 을 것으로 보이므로

ProfilatiItalia에게 실질 부정의가 래되지 않았다고 시하 다.

재의 일방 당사자의 주소지 법에 의하면 재의 상이 된 분쟁이

재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재 정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의 공

공질서에 반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71)Suttonetal,para8-100.

172)Elektrim vVivendiUniversalandOthers[2007]EWHC11.

173)[2001]EWCA 24(Comm),[2001]1 AllER (Comm)1085,[2001]1

Lloyd'sRe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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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 정의 형식이 그 요건을 결여한 때[ 국 재법 제68조

제2항 (h)]

국 재법 제52조 제1항은 당사자는 재 정의 형식에 하여 자유

롭게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사자 사이에 재 정의 형식에

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재 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모든 재

인 는 그에 동의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국 재법 제52조

제3항), 재 정문에는 당사자가 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의 기재가 있어야 하고( 국 재법 제52조 제4항), 재

정에는 재지와 재 정일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국 재법 제52조

제5항).

따라서 재 정의 형식이 당사자가 합의한 형식에 어 나거나,당사자

가 재 정의 형식에 합의하지 않았을 때 국 재법 제52조 제3항 내

지 제5항의 형식에 반하는 경우는 한 하자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실질 부정의가 래되는 경우 국 재법 제68조 제2항 (h)에 의하여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AlHadhaTradingCovTradigrainSA 사건174)에서 재 정부는

재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데 하여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이에

하여 법원은, 재 정부가 인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법

원이 재 정부가 그 권한을 자의 이고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행사하

는지 단할 수 있는바,그 단을 해서는 재 정부가 재 정문

에 이유를 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 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 정

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단하는 데 실패하 지만,이로 인하여 당사

자에게 실질 인 부정의가 래되었고 재 정부가 자의 으로 행동하

다는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 정부에 사건을 환송하지

않았다.

자) 재 정부, 재 정 는 재 차와 련하여 당사자로부

174)[2002]2Lloyd'sRe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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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재기 기타 기 이 재 정을 하거나 재

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때[ 국 재법 제

68조 제2항 (i)]

조항에 따라 재 정의 취소를 구하기 해서는 재 정부 는

당사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재기 기타 기 이 잘못을

지른 후 그 잘못을 지른 사실을 인정하 을 것을 요한다.여기서 하자

(내지 잘못)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내지 (h)에 열거된 것 어

느 하나일 수 있으나,이에 한정되지 않는다.175)

GannetShippingvEastradeCommodities176)사건에서 재인은 계산

오류를 범하 고,그 오류에 기 하여 비용을 산정하 다.당사자가 합의

한 바에 따라 재 정문을 재검토한 후 재인은 그 오류가 없었더라면

비용에 한 정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 다. 재인은 추가

정에서 두 가지 오류를 시정하 다.JucticeLangley는 국 재법 제

57조 제3항의 문언이 두 가지 오류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재인이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더라면 재 정은 국 재법 제68조 제2항

(i)의 취소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 다.단,이러한 오류가 없었더라면

인정되었을 액과의 차이가 체 으로 보아 경미한 경우에는 그 지 않

다고 하 다.

2. 재 정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 국 재법 제69조)

가.입법취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재 차의 당사자는 재 정의 법

률문제(aquestionoflaw)에 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9조 제1항 문).

규정은 모델법에는 없는 규정이고,1975년 재법 제1조를 기 로

175)TweedaleandTweedale,para27.47,Sutton,para8-103.

176)[2002]1Lloyd'sRe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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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177)1996년 재법 입법과정에서 재 정에 한 항소를 허용

할 것인지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허용하자는 입장에서는 국 상

사법의 발 에 기여한다고 주장하 고,반 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발 이

나 정의의 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당사자 자치에 반하며,비용과 비

효율만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주장하 다.178)DAC는 다음과 같은 을 근

거로 법률문제에 한하여 항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하 다.179)

“당사자가 재합의를 한 이상 이에 하여 항소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논리

으로 일 성이 있다. 재합의에서는 거래 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

율할 법을 선택하는데, 당사자는 재 정부가 법을 하게 용할 것을 합

의한 것이다. 그런데 재 정부가 법을 히 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 재합

의에서 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DAC는 법률문제에 한하여 재 정에 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이

재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 하고, 재 정부가 당사자가 선택한

거법인 국법을 제 로 용할 것을 보장하며,그러면서도 재를 통

하여 국법이 발 할 수 있는 균형 을 찾은 것이라고 보았다.180)

나.임의규정

당사자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를 들

어 당사자가 ICC 재규칙을 재 차규칙으로 합의한 경우,ICC 재규

칙은 재 정에 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이 경우 당사자들은 법

률문제에 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81)당사자

가 재 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국 재법 제

177)Suttonetal.,para8-120.

178)TweedaleandTweedale,para28.02.

179)Ibid.,para28.01.

180)Boretal.,para25.69.

181)ShanghiPolyesters(India)v InternationalInvestor(KCFC)(Kuwait)

[2000]1Lloyd'sRep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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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에 의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 재법 제69조 제1항 후문).

국에서는 과거 당사자가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합의하

는 것을 배제합의(exclusionagreement)182)라고 하 는데,이는 당사자의

실체 인 권리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

하기 해 당사자간 합의에서 명시 으로 제69조를 언 할 필요는 없

고,183)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

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184)

다. 용범

국 재법 제82조 제1항은 법률문제를 ‘잉 랜드와 웨일즈,북아일랜

드의 법률문제’라고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외국법에 한 문제는 국법

하에서는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에 해당하여 국 재법 제69조에 의

하여 항소할 수 없다.185)따라서 계약의 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항소할

수 없다.Egmarta AG v Marco Trading Corp186) 사건에서 Justice

Tuckey는 계약의 거법이 스 스법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허가하지 않았

182)통상 배제합의(exclusionagreement)는 재합의시 는 재 정 에 당

사자들이 합의로써 재 정 취소의 소를 면 으로 배제하거나 취소사유를 일

부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Redfern andHunter,pp.421-423;E.

Geisinger,A.Mazuranic,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witzerland : A

handbookforPractitioners,2ndEdition,KluwerLaw International,2013(이하

‘Geisingeretal.’이라 약칭한다),p.255;석 (註 4),226면.그런데 국 재

법 제67조,제68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각 규정의 재 정의 취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과거 국에서는 ‘배제합의’를 법

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는 의미로 좁게 사용하 다.1979년 재법은 당사

자의 합의로 법률문제 한 항소와 법률문제에 한 법원에의 의견조회를 배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exclusionagre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1996년

재법에서는 이를 삭제하 다.

183)Suttonetal.,para8-121.

184)Ibid.,para8-121.

185)TweedaleandTweedale,para28.08.

186)[1999]1Lloyd'sRep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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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국 법원은 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당사자가 계약의 거

법(properlaw ofthecontract)으로 선택한 외국법도 국법과 같은 방식

으로 용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JusticeTuckey는 Hussman(Europe)

LtdvAlAmenDevelopmentandTradeCo187)사건에서 이러한 국의

차법상 원칙이 재 정에도 용된다고 하 다.JusticeTuckey는 당

사자가 선택한 거법이 불명확한 경우 재 정부는 재 차를 진행하

기 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고,계약의 거법이 외국법이지만

당사자가 그 외국법이 국법이 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된다

는 것에 이의가 없더라도 그 법률문제가 국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 다.RelianceIndustriesLtdvEnronOilandGasIndiaLtd

andOilandNaturalGasCorp188)사건에서 당사자는 거법을 인도법으

로 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런던에서의 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

다. 재 정부는 인도법과 동일한, 국법에서의 계약해석 원칙을 용하

여 계약을 해석하 다.이에 하여 법원은 법률문제가 국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 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재 차의 거법으로 합의한 경우 국 재법의

임의규정들은 용되지 않으므로,외국법에서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

제하고 있는 경우 국 재법 제69조에 의한 항소를 할 수 없다( 국

재법 제4조 제5항).법률문제에 한 항소는 법률문제만을 상으로 하므

로,사실인정의 오류 등 사실문제로는 항소할 수 없다.법률문제로 항소하

기 해서는 유효한 재 정에 법률문제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재 정

부의 간 정 내지 임시 정(interim award)에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에

는 항소할 수 없다.189)

라.법률문제의 의미

187)[2000]2Lloyd'sRep83.

188)[2002]1AllER(Comm)59.

189)TweedaleandTweedale,para28.14.



-60-

법률문제는 일반 으로 계약조항의 해석과 같이 법 인 원칙의 해석에

한 문제로서,190)사실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1950년 재법 하에서는 재 정의 사실인정에 한 증거가 불충분하

다는 이유로 재 정에 하여 항소할 수 있었는데,이에 하여는 신속

한 분쟁해결이라는 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 이 있었다.191)불충

분한 증거를 근거로 사실인정을 한 경우 사실문제에 해당하므로,1996년

재법하에서는 사실문제로 항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는 법률문제가

된다.FenceGateLtdvNELConstructionLtd192)사건에서 재 정부

는 FenceGate의 반 재신청이 일부 이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에게 재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 다. 재 정부는 FenceGate의

반 재신청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분쟁 해결을 방해하 다고 인정

하 다.이에 하여 FenceGate는 재 정부가 아무런 증거 없이 사실

인정을 하 고,FenceGate의 합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재 차

가 개시되기 의 당사자의 행동을 고려하는 오류를 범하 다고 주장하

다.Thronton 사는 이 사건에서 사실인정에 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 재법 제69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고 하 다.즉,증거

가 불충분한 사실인정과 증거가 없는 사실인정의 경우를 구분하여,

국법에 의하면 아무런 증거 없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하여 단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법률문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 차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완화되어 용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인정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국 법

원은 법률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제한 인 입장을 취한다.193) Demco

Investments& CommercialSA vSEBankenForsakring194)사건에서,

190)Ibid.,para28.15.

191)Ibid.,para28.17.

192)[2001]AllER(Comm)374.

193)Suttonetal.,para8-126.

194)[2005]Lloyd'sRep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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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하기 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를 법률문제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므로,

법률문제에 한 항소는 재 정부의 사실인정을 기 로 하 을 때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마.당사자의 합의 는 법원의 허가

국 재법 제67조,제68조의 경우와는 달리 제69조에 의한 항소의 경

우, 재 차의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거나,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법률문제에 하여 항소할 수 없다( 국 재법 제69조 제2항).그런데 법

원의 허가를 받기 한 요건이 까다로워 당사자들이 종종 법률문제를

국 재법 제68조의 문제로 둔갑시켜 법원의 허가 요건을 탈피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는데, 국 재법 제69조 제2항은 가장 의미가 있는 법률문

제만을 골라내려는 취지이다.195)

1)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는 재합의로 할 수 있고,그 의사가 명시 이어야 한

다.196)법률문제로 항소하기로 하는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당

시 는 분쟁 발생 이후에도 가능하다.197)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국 재법 제70조의 항소기간

등의 요건은 수하여야 한다.

2)법원의 허가

법률문제에 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률문제를 특정하고 무슨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국 재법 제69조

195)Suttonetal.,para8-119.

196)TweedaleandTweedale,para28.24.

197)Ibid.,para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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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법원의 허가는 (a)법률문제에 한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

인 향을 주고,(b)그 법률문제가 재 정부에 의하여 단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었고,(c) 재 정부의 사실인정을 기 로 하 을 때,ⅰ)

재 정부의 그 문제에 한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ⅱ)그 법률

문제가 일반 으로 공 으로 요한 것이고 재 정부의 단에 최소한

심각한 의심이 들며,(d)당사자의 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비추어 법원이 그 문제에 하여 단하는 것이 하고 정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 한하여 부여된다[ 국 재법 제69조 제3항 (a)내지 (d)].

(a),(b),(d)의 요건과 (c)의 ⅰ),ⅱ) 하나는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법원은 심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 없이 허가에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 재법 제69조 제5항).법원의 허가에 한 결정

에 하여 항고하기 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 재법 제69

조 제6항).여기서 허가를 하는 법원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다

( 국 재법 제105조 제1항).

가)법률문제에 한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 인 향을

것

당사자는 비용부담에 한 정과 같이 재 정 당사자의 권리에

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에 하여도 항소할 수 있다.198)‘권리’는 재

정에서 문제가 되는 당사자의 권리를 말한다.199)당사자의 권리에 실질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항소의 상이 될 수 없으므로,항소의 상

에 분쟁의 배경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 하다.200)‘실질 인

(substantial)’ 향이라 함은 당사자에게 큰 요성을 가지는 것을 말하

고,분쟁의 상이 되는 액이 큰 경우 실질 인 향을 가지는지 여부

198)PresidentofIndiavJadranskaSlobodnaPlovidba[1992]2Lloyd'sRep

274.

199)TweedaleandTweedale,para28.28.

200)CMA CGM SA v Beteiligungs-KommanditgesellschaftMS 'Northern

Pioneer'Schiffahrt-gesellschaftGmbH& Co[2002]EWCACiv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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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하는 기 이 될 수 있으나,201)반드시 법률문제와 련된 액의

합계가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수 개의 법률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

를 체 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향을 미치는 경우이면 족하다.203)

당사자에게 실질 으로 향을 미쳤다고 하기 해서는 항소의 상인

법률문제가 없었더라면 재 정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

다.204) CMA CGM SA v Beteiligungs Kommanditgesellschaft MS

‘NorthernPioneer’Schiffahrt-gesellschaftGmbH & Co205)사건에서

국 항소법원은, 재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상 방이 용선료를 미지 하

으므로 이를 이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하여

단한 것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나,당사자가 용선료를 지 받

지 못한 때로부터 1달이 지나도록 해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용선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와 같은

법률문제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 인 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나)그 법률문제가 재 정부에 의하여 단될 것이 요구되는

것일 것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문제는 재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서 재 정

부의 단의 상이 된 문제여야 한다.206)Lloyd 사는 Gbangbolav

SmithandSherriffLtd207)사건에서 법률문제는 분쟁해결을 해서 재

정부가 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면 족하고,당사자가 구체 으로 그

201)InternationalSeaTankersIncvHemisphereShippingCoLtd[1982]1

Lloyd'sRep128.

202)MiranosInternationalTrading Incv VOC SteelServicesBV [2005]

EWHC1812.

203)SafewayStoresvLegal& GeneralInsuranceSocLtd[2004]EWHC415.

204)Suttonetal.,para8-134.

205)CMA CGM SA v Beteiligungs-KommanditgesellschaftMS 'Northern

Pioneer'Schiffahrt-gesellschaftmbH& Co[2002]EWCACiv1878.

206)TweedaleandTweedale,para28.30.

207)[1998]3AllER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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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하여 재 정부에 언 하 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만일 구체

인 주장을 요한다고 하면 재 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

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 다.

항소의 상이 되는 법률문제는 재 정부 앞에서 충분히 다투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208)CMA CGM SA vBeteiligungs-Kommanditgesellschaft

MS‘NorthernPioneer’Schiffahrt-gesellschaftmbH & Co209)사건에서 당

사자는 문제가 된 법률문제에 하여 재 정부에 아주 간략히 언 하는

것에 그쳤는데,항소법원은 이로써 국 재법 제69조 제3항 (b)의 요건

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시하 다.

다) 재 정의 사실인정을 기 로 하 을 때, 재 정부의 그

문제에 한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그 법률문제가 일반 으로 공

으로 요한 것이고 재 정부의 단에 최소한 심각한 의심이 들 것

국 법원은 1996년 재법 개정 이 부터 계속하여 상업계약의 정형

화된 형식에 련된 재와 일반 으로 공 인 요성을 가지지 않는 계

약을 구분하여, 자의 경우에는 재 정부의 정에 심각한 의심이 드

는 경우,다시 말하면 일응 재 정부의 단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에는 항소를 허가하 으나,후자의 경우에는 재 정부의 법률문제에

한 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항소를 허가하여 왔다.210) 조항은

법원 례를 입법한 것이다.211)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212)

Seaworld Ocean Line Co SA v Catseye Maritime Co213) 사건에서

Donaldson경은 재 정부가 잘못하 다는 것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

208)TweedaleandTweedale,para28.31.

209)[2002]EWCACiv1878.

210) PioneerShippingLtdvBTPYiokideLtd[1981]2AllER1030,Antaios

CiaNavieraSAvSalenRedenieraAB[1984]AllER229

211)Suttonetal.,para8-137.

212)TweedaleandTweedale,para28.35.

213)[1998]Lloyd'sRe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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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법원이 재 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 다. 재 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하기 해서는 법원이 재 정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올바

른 결론이 무엇인지에 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214)법원은 재 정문

의 이유와 문언 자체로 차임 조정조항에 한 재 정부의 단이 명백

히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허가한 바 있다.215)명백한 오류는 통상

재 정문 자체에서 드러나야 하고,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본 후

에야 오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16)

‘일반 으로 공 으로 요한 것이고 재 정부의 단에 최소한 심각

한 의심이 들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보다는 넓은 개념이다.217)일반 으

로 공 요성을 가지는 문제는 그 문제가 일반 으로 요할 뿐만 아니

라 그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218)이러한 기 과

더불어 법원은 일반 인 조항의 해석 문제인지, 련된 거래에서 요한

문제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219)계약의 표 조항에 한 문제는 반드

시 공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220)계약의 표 조항에 한 해석

이 문제되고,권한 있는 기 이 그 해석을 정립함으로써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공 요성이 있다.221)만약 립되는 해석에 하여 법

원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법원에서 정리된 후에는 공 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222)

법률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이례 이거나 드물다면 공 요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없다.223)어쩌다 한 번 있는 법률문제(one-offquestionof

law)는 공동체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으로 공

214)Suttonetal.,para8-139.

215)BisichiMiningvBassHoldings[2002]EWHC375.

216)TheCouncilofPlymouthvJones[2005]EWHC2536.

217)Suttonetal.,para8-137.

218)KeydonEstatesLtdvWesternPower[2004]EWHC996.

219)TweedaleandTweedale,para28.37.

220)Ibid.,para28.38.

221)Ibid.,para28.41.

222)Ibid.,para28.41.

223)Suttonetal..para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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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가진다.224)RetlaSteamshipCov GryphonShipping SA,the

Evimeria225)사건에서 법원은 운하의 폐쇄가 불가항력(frustratingevent)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 요성을 가지는 문제라고 하 다.Anglia

WaterAuthorityvRDLContractingLtd226)사건에서 법원은 건설산업

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라는 이유로 항소를 허가하 다.

국 재법에는 ‘심각한 의심’이 어느 정도의 의심인지에 한 정의가

없다.따라서 이는 구체 인 사건의 사실 계에 비추어 단하여야 할 것

인데, 를 들면 분쟁의 상이 문 인 지식을 요하는데 재 정부에

게 문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227)

라)당사자의 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비추어 법원이

그 문제에 하여 단하는 것이 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국 재법에는 어떤 경우가 법원이 재 정에 여하는 것이 하

고 정당한지에 한 언 이 없다.법원은 당사자가 재 차를 신속히 끝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228)법원은

국 재법 제69조 제3항 (a)내지 (c)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d)가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229)그러나 실

무에서는 재 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재 정에 심각한 의심이 들

때에는 (d)의 조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230)

224)TweedaleandTweedale,para28.39.

225)[1982]1Lloyd'sRep55.

226)(1988)43BLR98.

227)IpswichBoroughCouncilvFisoncplc[1990]1AllER730.

228)TheNema[1982]AC724.

229)Suttonetal.,para8-146.

230) CMA CGM SA v Beteiligungs KG MS Northern Pioneer

SchiffahrtsgesellschaftmbH & Co[2002]EWCA Civ1878.사건에서는 (d)의

요건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Suttonetal,para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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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우리 재법의 취소사유( 재법 제36조)

우리 재법은 재지가 한민국인 경우에 용된다(제2조 제1항).우

리 재법 제36조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취소사유( 재법 제

36조 제2항 제1호)로 ① 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거법에 따라 당시

무능력자 거나 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

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②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하여

한 통지를 받지 못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③ 재 정이 재합의의 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

우 는 재 정이 재합의의 범 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다만,

재 정이 재합의의 상에 한 부분과 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이 아닌 재 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가 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

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는 재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법원이 직권으로 단하여야 하는 취

소사유(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로 ① 재 정의 상이 된 분쟁이

한민국의 법에 따라 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② 재 정의 승인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배되는 경

우를 각 열거하고 있다.이는 모델법 제34조를 따른 것인데,모델법이

와 같은 취소사유를 한정 열거라고 밝히고 있는 이상(모델법 제34조 제

1항,제2항)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도 한정 열거라고 보아야

한다.231)법원은 재 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

어 원칙 으로 실질재심사를 할 수 없다.232)

231)석 (註 4),198면;목 ,249면;양병회 외 8인,주석 재법, 한상사

재원․한국 재학회,2005[이하 이 책은 ‘주석 재법(집필자)’로 인용한다],204면

(손용근,이호원 집필부분).

232)석 (註 4),198면;이호원(註 22),28면;정선주,“외국 재 정의 승인과

집행을 한 법원의 심사-공서 반을 심으로”,민사재 의 제문제,한국사법행

정학회,2009,414면;Born,supranote31,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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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취소사유는 모델법 제34조를 따른 것이

고,모델법 제34조는 다시 뉴욕 약 제5조를 따른 것이다.취소사유를 승

인거부사유와 동조시킨 것은 재 정의 국제 통용을 원활하게 하기

한 바람직한 조치이다.233)

1.당사자의 무능력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거

법에 따라 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은 정신 ,육체 이유로 재합의를 유효하게 체결할 능

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234) 재법은 당사자능력의 거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이는 우리 국제사법에 따라 그의 속인법(屬人法)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235)따라서 자연인인 경우 당사자의 본국법(국제사법 제11

조,제13조),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원칙 으로 설립 거법이고,외국

에서 설립된 법인 는 단체가 한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한국에서 주

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한국법이 된다(국제사법 제16조).

2. 재합의의 무효

가. 재합의의 무효,취소,철회

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당사자들이 지정

한 법이 없는 경우 우리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재 정의 취소사유

가 된다. 재합의의 무효는 좁은 의미의 원시 무효 뿐만 아니라 의사

표시의 하자로 인하여 재합의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도 포함하고,

재합의의 부존재도 포함된다.236) 재합의가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는

233)석 (註 4),198면;Binder,para7-011.

234)Binder,para7-018.

235)석 (註 4),199면;목 ,250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05면.

236)석 ,(註 4),200면;목 ,251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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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만으로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되나, 재합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권리만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로 취소권이나 철회권

이 행사되어야 한다.237)당사자가 재합의 당시 미성년자 는 피후견자

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합의를 취소하 던 것이 입증되어야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238) 재합의가 이행불능인 경우도 포함된다.239)

장래 분쟁을 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 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재기 , 거법이나 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된다.240)

재합의의 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명시 지정 뿐만 아니라 묵시

지정도 포함된다.241)실무상 당사자가 재합의의 거법을 명시 으

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주된 계약의 주된 거법을 지정한 경우,이를

재합의의 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재합의의 독립성과

재합의의 차 성격에 비추어 재지법을 재합의의 묵시 거법으

로 보는 견해242)도 있으나, 재조항의 경우 계약의 일부를 이루므로 당

사자들이 명시 으로 계약의 거법을 지정한 경우 재합의의 거법도

그와 동일하게 지정하 다고 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거법을 재합의의 거법으로 이 타당하다.243)서

울고등법원도 당사자들이 재합의의 거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거법을 명시 는 묵시 으로 정

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은 주된 계약의 거법을 재

조항의 거법으로 지정할 의사 다고 이 상당하다고 시한 바 있

다.244)당사자가 주된 계약의 거법을 명시 는 묵시 으로도 지정하

237)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05-206면;이호원(註 22),12면;목 ,251

면.

238)이호원(註 22),11면.

239)목 ,31면.

240) 법원 2007.5.31.선고 2005다74344 결.

241)석 (註 4),200면.

242)주석 재법(이호원),385면.

243)석 (註 4),200-201면.

244)서울고등법원 2013.8.16.선고 2012나8893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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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주된 계약의 거법이 객 연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재

지법이 재조항의 거법이 된다.245)

나.선택 재조항의 경우

선택 재조항의 경우 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된다.선택 재조

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유형으로 나 수 있다.246)

○ 조정 는 재를 선택 으로 규정한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한

다)247)

○ 조정 는 재를 선택 으로 규정하되,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

에 의하기로 한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248)

○ 재와 결을 병렬 으로 규정한 경우(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249)

245)석 (註 4),201면.

246)목 ,86-103면;여미숙,“선택 재조항의 유효성”,민사 례연구 제26

권,박 사,2005,737-738면.

247)< 시>

1.당해 계약문서와 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계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조정 원회의 조정 는 재법에 의한 재기 의 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48)< 시>

1.계약의 수행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2.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가. 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 원회 등의 조정 는 재

법에 의한 재기 의 재에 의한다.

나. 가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 의 소재지를 할하는

법원의 결에 의한다.

249)< 시>

1.계약의 수행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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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설의 태도

학설은 조정 는 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1,2유형의 선택

재조항이 조정과 재의 개념이 양립할 수 있다는 에서 유효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제3유형과 같이 재합의와 함께 는 선택 으로 법원에

의한 재 을 합의한 경우에는 견해가 갈린다.

제3유형의 유효성을 정하는 견해250)는 ① 사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

가 선택 분쟁해결조항에 합의하 다면 이를 존 해 주어야 하고,② 당

사자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보장하여 주며,③ 재 차는 소송 차

와 배타 인 계가 아니고 재 권의 포기가 재합의의 필수 제가

되지 않고,④ 우리 재법이 속 재합의만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을 근거로 한다.

반면,이를 부정하는 견해251)는 ① 재합의는 법원의 단을 배제하는

것을 요소로 하므로 이에 한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고,② 선

택 재합의로 인하여 법 불안정이 생기게 되며,③ 재조항이 불명

료한 경우는 이 의 분쟁이 생기고,④ 분쟁해결방안에 한 견가능성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가. 재법에 의한 재기 의 재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률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차

다.발주기 의 소재지를 할하는 법원의 결

250)정선주,“선택 재합의조항의 유효성과 문제 ”, 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 재학회,2004,597-601면;정 환,“선택 재합의의 유효성에 한 례

분석- 법원 례를 심으로-”, 재연구 제19권 제3호,한국 재학회,2009,

16-22면.

251)곽경직,선택 재합의론 소고,2002.8.29.자 법률신문,2002,15면;서동

희,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재조항 유효성 여부,2002.8.22.자 법률신문 제3100

호,14면;서태환,“선택 재조항의 유효성”, 법원 례해설 제46호,2003,4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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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지므로 선택 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례의 태도

법원은 구체 인 재조항이 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해서는 재법이 규정하는 재의 개념, 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

을 기 로 당해 재조항의 내용,당사자가 재조항을 두게 된 경 등

구체 인 사정을 종합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하 다.252)

법원은 제1유형(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제1항의 합의가 성립

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 원

회의 조정 는 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53),

제2유형(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 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조정 원회 등의 조정 는 재법에 의한 재기 의 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54),제3유형(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국 이 같은 구매자와 공

자 간의 분쟁은 구매자 국가의 법에 따라 결 는 재에 의하여 해결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55)이 문제된 사건에서 모두 와 같은

재조항은 일방 당사자가 상 방에 하여 조정 는 결이 아닌 재

차를 선택하여 그 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하여 상

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재 차에 임하 을 때 비로소 재합의로 효력

이 있는 것이고,일방 당사자의 재신청에 하여 상 방이 재신청에

한 답변서에서 재합의의 부존재를 극 으로 주장하면서 재에 의

한 해결에 반 한 경우에는 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시하

다.256)

한편, 법원은 “분쟁해결은 당사자 방 모두 재법에 의거 한상사

재원 부산지부 재에 따르고,법률 쟁송이 있을 경우 도 인의 주소

252) 법원 2004.11.11.선고 2004다42166 결.

253) 법원 2005.1.28.선고 2004다25192 결.

254) 법원 2005.8.25.선고 2005다21456 결.

255) 법원 2003.8.22.선고 2003다318 결.

256) 법원 2004.11.11.선고 2004다4216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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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법원으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이는 속 재조항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고 시하 다.257)

3)검토

우리 재법 제3조 제2호는 ‘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계 없이 일정한 법률 계에 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 거나 앞으

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부 는 일부를 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합의의 개념요소

로 반드시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차 등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방안을 배

제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다( 재법 제3조 제1호에서 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 에 의하지 아니하고’해결하는 차

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법원의 결을 배제하는

재합의만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재합의는 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므로,258)분쟁을 종국 으로 재에 의해 해결하

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

하여야 한다.따라서 당사자가 분쟁해결방법 하나로 재를 정한 이

상,이는 유효한 재합의로 보아야 한다.제1,2,3유형 모두 유효한 재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재가능성과의 계

재가능성이 없는 분쟁에 한 재합의는 무효이다.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단하여야 하는 취소사유

하나로 재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합의가 무효인 경

우 당사자가 그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 데 반하여, 재가능성은 법원이

직권으로 단하여야 한다.259)

257) 법원 2005.5.13.선고 2004다67264 결.

258)목 ,101면.

259)석 (註 4),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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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신청인의 방어권 침해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하여 한 통지를 받지 못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 정 취소사유가 된다(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재법 제19조는 양쪽 당사자는 재 차에서 동등한 우를 받아야 하

고,자신의 사안에 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 차에서 정 차를 보장하고 있는바, 재법 제36조 제2

항 제1호 나목도 재의 정 차를 보장하기 한 규정이다.260)

법원은 이와 동일한 재 정의 집행거부사유와 련하여,뉴욕 약

제5조 제1호 가호 후단의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이나 재 차에 하

여 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 거나 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의 취지는 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은 차 정의실 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를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 에 의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261)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런던사무소가 국에서 진행된 재 차에서

런던 재법원으로부터 재 차에 한 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직 피고의 본사에 재 차에 한 통지를 하 고,그

후 피고의 후신 격인 자회사로부터 재 차 진행 재 정부의 각종

통지를 충분히 달받았으리라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진

행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다고 하면서,피고에게 재 차가 히

통고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

260)석 (註 4),201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07면;목 ,251면.

261)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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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심리기일을 법하게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기일

에 불참한 경우 당사자에 한 심문 없이 재 정을 하 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고,패소당사자가 한 통지를 받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할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변론하지

않았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62)

한, 재당사자는 재 차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그 지 못

한 경우 법한 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재 차가 진행되었다면 재 정 취소사유가 된다.263)당사자들이 심문이

나 증거조사 차에 참석할 권리를 배제당하 거나 그들이 선택한 리인

에 의해 리되거나 조력을 받도록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방어권 침해

로 인하여 취소사유가 된다.264)

4. 재합의의 범 일탈

재 정이 재합의의 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었거나 재 정이

재합의의 범 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다만 재 정이 재합의의 상이

된 부분과 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상이 아닌 재

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재법 제29조 제3항은 재 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 으로 권한을 부

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 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만약 재 정부가 당사자의 수권이 없음에도 형평과 선에 따라 정

한 경우에는 권한유월에 해당한다.265) 재조항의 범 를 넘은 경우와,

재조항의 범 를 넘은 것은 아니지만 재인이 당사자들의 재부탁의 범

를 넘은 경우 모두 권한유월에 해당된다.266)

재 차의 당사자는 재 정부의 권한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

262)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

263)석 (註 4),202면;목 ,252면.

264)석 (註 4),202면;목 ,252면.

265)석 (註 4),204면.

266)Ibid.,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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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법 제17

조 제2항), 재 정부가 재 차의 진행 에 그 권한의 범 를 벗어난

경우 이에 한 이의는 그 사유가 재 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

여야 한다( 재법 제17조 제3항).당사자가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267)그러나 법원이 직권

으로 단하여야 하는 사항,즉 재가능성을 포함한 공서 반의 경우에

는 재 정부나 법원이 제기시기에 계 없이 이의에 하여 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268)

재 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재

법 제17조 제1항), 재 정부의 권한 유무는 최종 으로 법원이 단한

다. 를 들어 재 차가 진행되고 있는 에 당사자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법원은 독자 으로 재 정부의 권한 유무

를 단하여 권한이 인정되면 그 소를 각하하고,권한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재 정부가 분쟁의 상이 재합의 범 내

에 속한다고 결정하여 재 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은 독자 으로 재인

의 권한범 를 심사하여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정을 취소할

수 있다.269)

재 정부가 재부탁사항 일부를 단하지 아니한 정 락의 경

우, 를 들면 당사자의 수개의 청구 일부만을 단하 거나 반 신청

에 하여 단하지 아니한 경우, 재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추가 정이 가능하므로 재인의 권한유월이 문제되지 않는다.270)

재 정부의 명백한 법 는 계약조건의 무시(이는 재 정부의 법

는 계약조건에 한 단순한 착오 는 잘못이 아니라 재 정부가 법

는 계약조건을 정확히 인식하 음에도 불구하고 거법 는 계약조건

을 무시한 경우를 말한다)는 재 정부의 권한유월에 해당하여 취소사유

267)Binder,para7-020.

268)H.Holtzmann,J.Neuhaus,A GuidetotheUNCITRALModelLawon

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LegislativeHistoryandCommentary,

1989,p.483.

269)이호원(註 22),16면.

270)석 (註 4),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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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271)

5.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의 하자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가 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재법에 따르지 아니하 다면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재법 제36

조 제2항 제1호 라목). 규정은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 차의 하자를 잡아내기 한 것이다.272)

독일 민사소송법의 경우 ‘재 정에 향을 미쳤던 사실’(제1059조 제2

항 제d목)을 요하고, 국 재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 부정의’를

요하는 반면 우리 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재 정부의 구성이나

재 차가 당사자의 합의 는 재법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아

니면 이로써 재 정에 향을 미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사유는 가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재

정부의 구성이나 재 차의 하자가 있었으나 그 하자가 재 정의 결과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하거나,하자가 있었더라도 재 정

의 결론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 정의 취소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73)

가. 재 정부 구성의 하자

재 정부 구성의 하자와 련된 구 재법 하의 법원 례로,심리

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재인 3인 1인이 불참한 채로 심리기일을 진행

하고 심리종결을 하는 데에 동의하 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2인의 재인

271)석 (註 4),207면.

272)Binder,para7-021.

273)석 (註 4),212면;이호원(註 22),18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11

면;목 ,228면은 단순히 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취소사유에 포함시키지 않

아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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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재 정을 하는 것까지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그 밖에

달리 와 같은 2인의 재인에 의한 재 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 다

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3인의 재인 2인만

이 여하여 한 재 정은 재 차가 재법이나 재계약에 의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한 가 있다.274)

재인에 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 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재법 제14

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 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

나 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재인의 고지의무 반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재 정부의 구성이나 재 차가 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275)

당사자가 재인을 직 선정하기로 합의하 는데 재원 사무국이 당

사자에게 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는 차를 생략한 채 사무국에 의한

선정 차를 취하면서 당사자가 제1순 로 지명한 재인들은 모두 배제한

채 나머지 후보자들 재인을 선정한 경우, 재합의에서 재인 선정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 고, 방당사자가 모두 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

으며, 재인의 선정에 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당사자와 그 리인들이 제1차 심리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된 재 정부 앞에서 재인 선정과

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하여 진술하 다

면,당사자는 제1차 심리기일에 재인을 사무국 선정의 재 정부로 하

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 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재 정 취소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76)

나.구 재법상 취소사유

구 재법(1999.12.31.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13조 제1

274) 법원 1992.4.14.선고 91다17146,17153 결.

275) 법원 2005.4.29.선고 2004다47901 결.

276) 법원 2001.11.27.선고 2000다2926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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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재 정의 취소사유로 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의 것)의 재심사유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가277),1999년

재법이 개정되면서는 이를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는데,개정

재법 하에서 취소사유들이 재 차의 하자로서 여 히 재 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구 재법상 취소사유가 행 재법의

어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78)

277)구 재법(1999.12.31.법률 제6083호로 부개정되기 의 것)제13조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정의 취소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인의 선정 는 재 차가 이 법이나 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리인이 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 을 때

3. 재 정이 법률상 지된 행 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4. 재 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 거

나 재 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 을 때

5.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422조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 결에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 거나 이를 알고 주장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재 에 여한 법 이 그 사건에 하여 직무에 한 죄를 범한 때

5.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 로 인하여 자백을 하 거나 결에

향을 미칠 공격 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

6. 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조나 변조된 것인 때

7.증인,감정인,통역인 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 리인의 허 진술이

결의 증거로 된 때

8. 결의 기 로 된 민사나 형사의 재 기타의 결 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 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결에 향을 미칠 요한 사항에 하여 단을 유탈한 때

278)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14면;정선주,“재심사유와 재 정의 취소”,

민사소송,한국사법행정학회,2008,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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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법 행 재법

조문

(제13조

제1항)

취소사유

조문

(제36조

제2항)

취소사유

제1호

재인의 선정 는

재 차가 이 법이나

재계약에 의하지 아니

한 때

제1호

라목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 을

때

제2호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

인 때

제1호

가목

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거법에 따라 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던 때

제2호
리인이 법하게 선

임되지 않았을 때

제1호

나목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

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하여 한 통

지를 받지 못하 거나 그 밖

의 사유로 본안에 한 변론

을 할 수 없었던 때

제3호

재 정이 법률상

지된 행 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제2호

나목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배되는

경우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때

제1호

나목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

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하여 한 통

지를 받지 못하 거나 그 밖

의 사유로 본안에 한 변론

을 할 수 없었던 때

제4호
재 정에 이유를 붙

이지 아니하 을 때

제1호

라목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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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 을

때

제5호

정에 여한 재인

이 그 사건에 하여

직무에 한 죄를 범한

때(구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4호)

제2호

나목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배되는

경우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

인의 행 로 인하여 자

백을 하 거나 정에

향을 미칠 공격 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

해된 때(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1호

나목

는

제2호

나목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

사자가 재인의 선정 는

재 차에 하여 한 통

지를 받지 못하 거나 그 밖

의 사유로 본안에 한 변론

을 할 수 없었던 때 는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배되는

경우

제5호

정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조나 변

조된 것인 때(구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1호

나목

는

제2호

나목

와 같음

제5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 리인의 허 진술

이 정의 증거로 된

때(구 민사소송법 제

422조 제1항 제7호)

제1호

나목

는

제2호

나목

와 같음

제5호

정의 기 로 된 민사

나 형사의 결 기타의

재 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 이나 행정처

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구 민사소송법 제422

제2호

나목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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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제8호)

제5호

정에 향을 미칠

요한 사항에 하여

단을 유탈한 때(구 민

사소송법 제422조 제1

항 제9호)

견해 립

이와 같이 구 재법상 취소사유는 부분 행 재법 하에서도 취소

사유가 되나,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 재법 제13조 제1항 제4

호 후단의 이유불기재와 구 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단 락이다.

1)이유불기재

재법 개정 당시 이유불기재를 취소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델

법,독일 민사소송법, 국 재법이 이를 별도의 취소사유로 명시하지 않

았고,명시 인 규정이 없더라도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

사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279)

우리 재법 제32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재법 제31조의

화해 재 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정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 정에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280)

그러나 재 정에는 법원의 결에 상응하는 수 의 이유 기재를 요구하

지 않는데, 재인에게 문법조인에게 기 되는 수 의 이유 작성을 요

구한다면 재제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281) 재 정

279)석 (註 4),210면,김상수,“ 재 정취소의 소의 법성”, 재 제299호,

한상사 재원,2001(이하 ‘김상수’라 약칭한다),108-109면.

280)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16면.석 (註 4),211면은 이유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이유기재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한 모순이 없다면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

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281)정선주,“ 재 정의 이유기재”, 재학회지 제8권,한국 재학회,1998,2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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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 기재는 당사자로 하여 재 정부가 정을 내리게 된 결정과

정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282)

법원도 행 재법하에서 재 정의 이유불기재가 재 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제 하에,‘재 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

은 재 정문에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

명료하여 재 정이 어떠한 사실상 는 법률상의 단에 기인하고 있는

가를 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재 정문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재 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제로 되는

권리 계에 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

고 재인이 어떻게 하여 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

가 있으면 충분하고, 한 그 단이 명백하게 비상식 이고 모순인 경우

가 아닌 한,그 단에 부당하거나 불완 한 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

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283)

2) 단 락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결에 향을 미칠 요한 사항에 하여

단을 락한 때’란 소송상 법하게 제출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

연히 결의 결론에 향이 있는 것에 하여 결이유 에서 단을 하

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는 그

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

어 재심사유로서의 단 락이라고는 할 수 없다.284)

이를 재에 입하여 보면 재 정의 단 락은 재 정의 주문에

향을 미칠 사항에 하여 단을 락한 때를 말하고, 재 정 취소사

282)Ibid.,213면;목 ,“ 재 정 취소사유인 ‘재 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

을 때’”,민사재 의 제문제 제10권(운 박 서 선생 화갑기념),민사실무연구회,

2000,935면.

283) 법원 2010.6.24.선고 2007다73918 결.

284) 법원 1983.4.12.선고 82사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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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서의 단 락과 추가 재 정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의 정 락은

구분하여야 한다.285)구 재법하에서 법원은 재 정문에 기 력 주

장에 한 단이 있는 이상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하여 일일이 명

하지 않았다거나 단내용 상에 소홀함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 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단 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여,

재 정의 취소사유로서의 단 락을 제한 으로 해석한 바 있다.286)

구 재법 하에서 학설은 단 락은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정에

향을 미칠 것이 상되는 요한 쟁 에 한 단을 탈루한 경우로서 이

유불기재의 한 태양이고,이유불기재를 재 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입

법취지와 실질 의미가 같다고 하 다.287)

단 락이 행 재법 하에서 재 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하여는 단 락 자체가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재법 제36조 제2

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288)한편, 단 락

은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원칙 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289)

살피건 ,① 구 재법은 단 락을 재 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개정된 재법은 이를 재 정의 취소사유에서 삭제한

,② 재법이 모델법을 수용하여 재 정의 취소사유를 제한 으로

열거하고 있는 ,③ 이유불기재는 단은 있으나 그에 한 이유 기재

285)김홍규,“ 단유탈이나 이유불기재를 이유로 하는 재 정취소 결을 둘러

싼 문제의 검토”,법률연구 제3집,연세 학교 법과 학 법률문제연구소,1983(이

하 ‘김홍규’라 약칭한다),350면.

286) 법원 1992.1.21.91다7774,7781 결.

287)김홍규,351면.

288)강병근,“ 재 정의 취소,승인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쟁 ”,통상법률

제40호,2001,15면;김상수,109면;이호원(註 22),26면,목 ,256-258면과 정

선주(註 283),219면.김홍규,351면은 이유불기재와 단 락을 동일시하여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한다.그 외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호원(註 22),22면 이하와 정선주(註

278),145면 이하 참조.

289)석 (註 4),212면은 재인의 단 락이 정문상 명백한 때에는 외

으로 취소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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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거나 불명료한 경우 는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단 락은 어떤

주장에 한 단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유불기재와

단 락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단 락은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만, 단 락은 재 정의 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법론으로는

국 재법처럼 이를 재 정 취소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재가능성 결여

재 정의 상이 된 분쟁이 한민국법에 따라 재가능성이 없는 경

우 취소사유가 된다( 재법 제2항 제2호 가목).

우리 재법은 재가능성에 한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단

지 제1조에서 ‘이 법은 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정․공평․신속

하게 해결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2호에서 ‘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계 없이 일정한 법률 계에 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 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부 는 일부를

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이어서, 각 조항들을 근거로 재가능성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재합의의 상은 사법상의 분쟁이므로 민사에 한 것이든 상사에

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나,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등 공법

상의 법률 계,재산에 련되지 않은 친족법상의 법률 계,기타 강제집

행법상의 권리 등은 재가능성이 없다.290)

구 재법 제2조는 ‘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 계에 하여 당사자 간

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부를 재에 의하여 해결하

도록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다만,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

계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는데,개정 재법에서는 이

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재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해서 구 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290)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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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능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와 보다 완화된 견해가 주장될 수 있

는데,완화된 견해의 로 ① 스 스 국제사법 제177조 제1항291)처럼 재

산권에 한 분쟁이면 족하고 화해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견해와,② 독

일 민사소송법 제1030조 제1항292)처럼 재산권에 한 분쟁이면 화해가능

성을 요구하지 않고,비재산권에 한 분쟁이면 화해가능성을 요구하는

견해가 가능하다.293)구체 으로 재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독 지법 련 분쟁

미국에서는 독 지법상의 청구가 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한

논의가 활발하 으나,294)한국에서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반과 련하여 행정 구제에 치 하고 독 지의무 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 구제가 문제된 바 없다.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련 분쟁이 사 분쟁인지에 하여는 의문이 있으나,그

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 구제수단에 하여는 재가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95)

291)Article177

1.Anydisputeoffinancialinterestmaybethesubjectofanarbitration.

292)1030Schiedsfähigkeit

(1) Jeder vermögensrechtliche Anspruch kann Gegenstand einer

Schiedsvereinbarung sein. Eine Schiedsvereinbarung über

nicht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hat insoweit rechtliche

Wirkung,alsdieParteienberechtigtsind,überdenGegenstand

desStreiteseinenVergleichzuschließen.

293)석 (註 4),215면.

294)AmericanSafetyEquipmentCorpvJ.P.Magquire& Co,391F.2d

821(2cCir.1968.)사건에서 미국 제2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독 지법 련 분

쟁의 재가능성을 부정하 다가,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Inc.,473.U.S.614.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국제거래와 련

된 분쟁에 한정하여 독 지법 련 분쟁에서 재가능성을 정하 다.석

(註 4),21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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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재산권의 유효성에 한 분쟁

지 재산권의 유효성에 한 분쟁의 재가능성은 ① 특허권처럼 등록

을 요하는 것의 유무효에 한 분쟁과 ② 등록을 요하지 않는 지 재산권

의 유무효에 한 분쟁으로 나 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82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의 유효성에 한 분쟁도

재가능성이 있음을 정하 으나,296)우리의 경우 미국 특허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유무효에 한 분쟁은 특허

법원의 속 할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

다.297)

한편,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불법행 와 마찬가지

로 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특허권 침해에 한 분쟁에서 특허권

의 유무효가 선결문제로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하여 단할 수 있다고 시하

는바298),이와 같은 한도에서는 재인도 특허권의 유무효에 한 단

을 할 수 있다고 이 타당하다.299)

295)석 (註 4),217면.

296)U.S.PatentAct

Sect.294.Voluntaryarbitration

(a)A contractinvolvingapatentoranyrightunderapatentmay

containaprovisionrequiringarbitrationofanydisputerelatingto

patentvalidityorinfringementarisingunderthecontract.Inthe

absenceofsuch aprovision,thepartiestoan existing patent

validity orinfringementdisputemay agreein writing tosettle

suchdisputebyarbitration.Anysuchprovisionoragreementshall

bevalid,irrevocable,andenforceable,exceptforanygroundsthat

existatlaw orinequityforrevocationofacontract.

297)석 (註 4),217면.

298) 법원 2004.10.28.선고 2000다69194 결.

299)석 (註 4),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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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요하지 않는 지 재산권의 유효성에 한 분쟁의 경우,등록을

요하지 않는 지 재산권은 그 권리의 설정에 별도의 차를 요하지 않으

며,그 유효성에 한 분쟁은 당사자가 그 분쟁해결의 내용과 방법을 자

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재가능성이 있다.300)

다.증권거래에 한 분쟁

미국 연방증권거래법 제14조는 증권투자자로 하여 증권법의 조항이

정하는 바의 수를 포기하게 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었

기 때문에,미국에서는 종래 증권거래에 한 분쟁의 재가능성을 부정

하다가,301)RodriguezdeQuijasetalv Shearson/American Express,

Inc.사건302)을 계기로 국제거래상 계약은 증권법이 용되는 경우에도

재의 상이 될 수 있다고 례가 변경되었다.우리 법에는 미국 연방

증권법 제14조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에 한 분쟁은 재가능

성이 있다.303)

라.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한 분쟁

국제사법 제27조,제28조는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

거소 소재지,근로자의 상거소소재지 국가 는 일상 노무제공지 국가

에 할을 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 근로자에게 불리한 할합의를 배

제하고 있으나, 규정을 재 차에 유추 용하여 재지가 제한될 수

는 있으나,소비자계약 는 근로계약 련 분쟁의 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304)

마.도산사건

300)석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박 사,2001,146면.

301)WilkovSwan,346.U.S.427(1953).

302)490U.S.477(1989).

303)석 (註 4),218면.

304)Ibid.,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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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생 차는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획일 으로 확정되야

하는 것이어서 재가능성이 없다.305)다만 채무자의 산선고 에 채권

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산선고 후에 산채권을 신고한 데 하여

산 재인 는 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

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채권을 확정하는 재 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

제된다.306)

7.공서 반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배되는 때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가.국제 공서와 국내 공서

공서는 일반 으로 법정지국의 근본 인 윤리 확신 는 정책의 수호

자, 는 법정지국의 윤리와 정의의 가장 근본 인 개념 등으로 설명되는

데,그 로 사기,불법계약(해 행 , 량학살,노 와 마약 수 등의 행

이러한 행 를 방조하는 계약),자연 정의 정 차 반,외

국의 재 정이 그보다 먼 확정된 국내 결의 기 력에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307)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즉 공서는 우리나라의 본질 인 법원칙,즉 기본 인 도덕 신념

는 근본 인 가치 념과 정의 념에 반하는 재 정을 취소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내법질서를 보존하는 방어 기능을 가지므로,좁게 제한

305)Ibid.,219면.

306)Ibid.,219면.

307)오 ,“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한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편취를 이유로 집행국 법원이 그 외국 재 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한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편

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법원 례해설 79호,법원도서 ,

2009(이하 ‘오 ’이라 약칭한다),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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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해야 한다.308)

국내 공서는 민법 제103조와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을 반한 경우를

포함하나,309)국제 공서는 국제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

하여 제한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10)

공서의 개념은 국내 재와 국제 재를 나 어 양자에 용되는 공서의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국내 재의 경우 내국 련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공서 반의 경우 재 정 취소사유가 되나,국제 재의 경우 내

국 련성이 크지 않은 반면 국제거래의 안정을 시하여야 하므로,국제

공서 반에 한하여 재 정 취소사유가 된다.311)

법원은 뉴욕 약에 따른 외국 재 정의 승인거부사유와 련하여,

뉴욕 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재 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

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재 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재 정이나 승인이 집행

국의 기본 인 도덕 신념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단에 있어서는 국내 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

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312)이는 재 정의 승인거부사유에 한 설시이나,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재 정의 취소사유가 뉴욕 약 제5조 제2항

(b)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을 감안하면, 재 정의 취소사유로서의 공

서에 하여도 타당하다.

나.실체 공서와 차 공서

공서는 차 공서와 실체 공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와 련하

308)석 (註 4),220면.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은 외국 재

정 승인 집행거부사유인 공서가 국제 공서라고 시하 다.

309)석 (註 4),220면.

310)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

311)석 (註 4),220면.

312)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 법원 2003.4.11.선고 2001

다20134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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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UNCITRAL의 제18차 보고서313)에서는 공서의 해석과 련하여 다음

과 같은 기 을 제시한다.

 “공서는 한 국가의 정치 인 견지나 국제정책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근본

인 가치 념과 정의 념(fundamental notions and principles of justice)을 말한

다. 한편 일부 보통법 국가에서는 공서라는 말이 차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륙법 국가에서는 랑스의 'ordre public'에 감을 받아 차 정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뉴욕 약 등 많은 조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

념인 ‘공서’는 실체 인 면에서의 법과 정의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차 인

측면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부패, 뇌물, 사기 는 그와 유사

한 한 사례들의 경우 재 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1)실체 공서

실체 공서 반의 사례로는 ① 재 정이 법률상 지된 행 를 명

하는 경우( 제품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② 재 정이 명하는 행 가

법률상 지된 것은 아니나 그 근거가 법률상 지된 경우(도박의 도 의

지 을 명하는 경우),③ 재 정이 명하는 행 는 법하나 이를 명하

는 것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주주총회에서 특정 내용의 투표를 명하는 경

우)등을 들 수 있다.314)

2) 차 공서

재 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

목을 주장하여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재 차의 하자가 차

공서의 반에 이를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

로 이를 단하여야 한다. 재인의 독립과 공정의 원칙,법 심문 보장

313)ReportoftheUnitedNationsCommissiononInternationalTradeLaw on

thWorkofits18thSession(June3-21,985),OfficialRecordsoftheGeneral

Assembly,40thSession,paras296-297.

314)석 (註 4),223면;이호원(註 2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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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당사자평등의 원칙 등 우리 법상 차 기본원칙이 재 차에

서 침해된 경우 차 공서에 반한다.315)

법원은 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기피사유를 알면

서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재

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컨 민사

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 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

을 정도의 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재 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재법에서 정한

재 정 취소사유인 ‘재 정부의 구성이나 재 차가 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는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시하

다.316)

한 법원은 사기에 의한 외국 재 정의 편취와 련하여,외국 재

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재 차에서 처벌받을만한 사기 행

를 하 다는 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 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

히 인정되고,그 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 인 행 를

알지 못하여 재 차에서 이에 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신청

당사자의 사기 행 가 재 정의 쟁 과 요한 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외국 재 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외국 재 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시하

다(이는 재 정의 승인과 련된 결이나,취소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317)

이와 련하여 사기로 인한 재 정 취소사유의 입증정도가 문제되는

데, 법원 례에서 설시한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 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입증을 말하는 것인

지, 법원이 사기에 의한 외국 결의 승인과 련하여 설시한 ‘사기 인

315)석 (註 4),223면.

316) 법원 2005.4.29.선고 2004다47901 결.

317) 법원 2009.5.28.선고 2006다2029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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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에 하여 유죄의 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318)와 어떤

계에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319)

다.실질재심사 지

법원은 원칙 으로 재 정에 하여 실질 인 재심사를 할 수 없다.

즉,증거의 평가를 포함하여 재인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 한 법률의

용이 잘못된 것인지 재심사할 수 없으나,320)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 한 한도에서 외 ․제한 으로 실체 사항에 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뉴욕 약에 따른 재 정의 승인과 련하여 ‘집행국 법

원이 집행거부사유의 유무를 단하기 하여 본안에서 단된 실체 사

항에 하여 다시 심리․ 단하는 것은 외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재 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

는 명목으로 실질 으로 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 용 등 실체 단의

옳고 그름을 면 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재 정이 사기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321)

제3 검토

이하에서는 국 재법과 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를 사유별

로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국 재법 제67조,제68조의 재 정 취소사유와 우리 재법

의 취소사유 비교

318) 법원 2004.10.28.선고 2002다74213 결.

319)석 (註 166),159-160면.

320)석 (註 166),140면;이호원(註 22),28면.

321) 법원 2009.5.28.선고 2006다20290 결.이에 한 해설 평석으로는

오 ,567-605면과 석 (註 166),11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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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 재법을 기 으로 한 경우

1) 국 재법 제67조의 취소사유

국 재법 제67조의 ‘재 정부가 할권이 없을 때’는 재 정부가

본안에 하여 단할 권한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인이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재합의의 당사자가 재합의 당시

무능력자 거나, 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는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재 정이 재합의의 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었거나,

재 정이 재합의의 범 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

2) 국 재법 제68조의 취소사유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의 ‘재인의 일반 인 의무 반’은, 국

재법 제33조의 재인의 일반 인 의무의 내용이 당사자의 변론권과

정 차 보장이라는 을 감안하면,우리 재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나목

의 ‘당사자의 방어권의 침해’와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재 정부의

구성 는 재 차의 하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b),(e)의 재 정부의 할권 외의 권한

( 재 차와 증거 결정에 한 권한,감정인,법률조력자 등을 지정할 권

한, 재비용에 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권한,증거보 결정을 할 권한 등

재 차와 재 정에 한 반 인 권한)유월은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재인의 권한유월’,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

재 차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c)의 ‘재 정부가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한 때’는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재

차가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는 때’에 해당한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d)의 ‘단 락’은 단 락이 우리 재법

상 재 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 재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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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호 라목의 ‘재 차가 당사자의 합의 는 재법에 반하는 때’

에 해당한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f)의 재 정의 효력이 모호하거나 불확실

한 때는 우리 재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와 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 정문 주문에서 ‘피고는 2001.6.14.자 수신제한시스

템 공 계약 제14.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여 의무의 내용,

상,범 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 정문의 이유를 함께 보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재 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인 사안에 하

여, 재 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이더라도 재 정에 한 집행 결

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당사자가 상 방의 불명확한 청구취지에

하여 재 차에서 이의를 하 으나 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며, 와 같은 재 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집행 의 임의집행을 허

용하는 것으로서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시한 바 있다.322)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 ‘재 정이 사기에 의하여 얻어진

때’는 앞서 본 우리 법원 2009.5.28.선고 2006다20290 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배되는 때’에 해당하고, 국 재법 제68조 제2

항 (g)‘재 정 자체 는 그 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공질서에 반하

는 때’도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h)의 ‘재 정이 형식 요건을 결여한 때’

는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재 차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8조 제2항 (i)의 ‘재 정부 등이 재 정 는 재

차에 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때’역시 우리 재법 제36조 제2

항 제1호 라목의 ‘재 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322)서울고등법원 2014.1.17.선고 2013나13506 결. 재 법원에 상고심 계

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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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 재법을 기 으로 한 경우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당사자의 무능력 는 재합

의의 무효’는 국 재법 제67조의 ‘재 정부의 할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a)의 ‘재 정부가 국 재법 제33조의 재인의

일반 인 의무를 반한 때’에 해당한다.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재인의 권한유월’은 국

재법 제67조의 ‘재 정부의 할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재 정부 구성 는 재

차의 하자’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c)의 ‘재 정부가 당사자의 합

의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한 때’,제68조 제2항 (g)의 ‘재 정이 사

기에 의해 얻어졌거나 재 정 자체 는 그 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

공질서에 반하는 때’ 는 제68조 제2항 (i)의 ‘재 정부, 재 정 는

재 차와 련하여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재기 기타

기 이 재 정을 하거나 재 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 하자가 있었

음을 인정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재가능성 결여는 국 재

법 제67조의 ‘재 정부의 할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는 국 재법 제68조 제2항 (g)의 ‘재 정이 사기에 의해 얻

어졌거나 재 정 자체 는 그 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공질서에 반

하는 때’에 해당한다.

2. 국 재법 제69조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와 우리 재법의 취

소사유의 범 비교

국 재법 제69조는 제한된 요건 하에서 재 정에 하여 법률문제

를 이유로 한 항소를 허가하고 있으나,우리 재법 하에서는 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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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재법 우리 재법

조문 취소사유
조문(제36조

제2항)
취소사유

명백한 법 는 계약조건의 무시가 아닌 한 원칙 으로 법률 용의 오류

는 재 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법률문제에 한 항소사유와

우리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의 범 비교

이와 같이 국 재법 제67조,제68조와 우리 재법 제36조의 취소사

유는 차이가 있으나 체로 한 쪽의 취소사유가 다른 쪽의 취소사유에 포

섭될 수 있고, 국 재법에서는 제68조 제2항 (a)가,우리 재법에서는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포 인 차 하자를 규정하고 있어 각 취

소사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 재법 제67조,제68조와 우리

재법 제36조 제2항의 취소사유만을 비교하 을 때는 어느 한 쪽이 취소의

범 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국 재법은

제68조에서 문언상 각 사유로 인하여 실질 부정의가 래되었거나 래

될 것을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재법의 규정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으므로,문언만을 비교하 을 때는 국 재법의 취소사유의

범 가 더 좁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323)그러나 법률문제에 한 항소

를 허용하는 국 재법 제69조로 인하여 국 재법의 재 정 취소

사유는 우리 재법의 취소사유보다 확연히 넓어지게 된다.

국 재법의 재 정 취소사유,법률문제에 한 항소사유와 우리

재법상 취소사유를 비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23)다만,우리 법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이나 재

차에 하여 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 거나 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방어

할 수 없었던 때’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련하여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025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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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재 정부의 할권 부존재
제1호 가목

는 다목

 당사자의 무능력, 

재합의의 무효 는

재인의 권한유월

제68조

제2항 (a)
재인의 일반 인 의무 반

제1호 나목

는 라목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

는 재 정부의 구

성 는 재 차의

하자

제68조

제2항

(b), (e)

재인의 권한유월
제1호 다목

는 라목

재인의 권한유월

는 재 차의 하자

제68조

제2항 (c)

재 정부가 당사자의 합의

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한

때

제1호 라목
재 차가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는 때

제68조

제2항 (d)
단 락 제1호 라목

단 락이 재 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는 견해에 따를 경우

제68조

제2항 (f)

재 정의 효력이 모호하거

나 불확실한 때
해당 없음

제68조

제2항 (g)

재 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

졌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때
제2호 나목

사기로 인한 재 정

편취는 법원 례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결)

에서 설시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서 반에 해당

제68조

제2항 (h)

재 정이 형식 요건을 결

여한 때
제1호 라목 재 차의 하자

제68조

제2항 (i)

재 정부 등이 재 정

는 재 차에 한 하자가
제1호 라목 재 차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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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인정한 때

국 재법 우리 재법

제69조 법률문제에 한 항소

재 정에 한 법률문제로 인한

불복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고, 

명백한 법 는 계약조건의 무시에

한하여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재인의 권한유월에 해당할

수 있음

4.법률문제에 한 항소 도입여부 검토

그 다면 과연 국 재법 제69조와 같이 법률 용의 오류를 재 정

에 한 취소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하여 본다.

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16세기부터 재가 성행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재제도에 한 경험과 지혜가 축 되어 왔다. 국에서의 재는 법률

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특정 거래분야에 정통한 비법률가

에 의한 재도 선호되었다.따라서 국 법원으로서는 비법률가인 재

인의 법률 용의 오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해 법률문제에 한 항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1950년 재법은

제21조에 ‘법률문제 조회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원래 이 제도는 법률문제

에 문외한인 사람이지만 사실문제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있어 재인으

로 선정된 경우,그 사람이 내린 재 정이 법률문제로 인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취지 다.324)

그런데 재인의 법률 용의 오류를 시정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

려던 규정이, 재 차에서 불리한 당사자에 의하여 재 정의 집행

324)강병근,“국제 재 정의 취소 승인,집행과 우리 재법의 개정”,계간

국제법률경 제28호,재단법인 국제법률경 연구원,1996,189-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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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을 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하 다. 한 항소의 상을 법률문

제로 한정하기는 하 으나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개 쉽

지 않은 일이므로, 규정은 법원에게도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구실삼

아 재 정에 하여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이에 따라 법

률문제에 한 항소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어 1979년 재

법에서는 해사,보험 물품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 배제합의를 인정하 고,1996년 재법에서

는 사안의 제한 없이 법률문제에 한 항소의 배제합의를 인정하 다.

국 재법은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허용함으로써 모델법을 수용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재 정에 하여 범 한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하나, 국 재법의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 국 재법은 와 같이

법원의 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이

는 1996년 재법을 입안한 DAC의 Report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한

국 법원은 재 정에 하여 법원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이려는 시

를 반복하여 왔다.

비법률가가 재인으로 선정된 경우가 많았던 특수한 역사 배경을 가

진 국과는 달리,우리의 경우 재인의 상당수가 법률가이므로325),국내

재의 경우 국에 비하여 재인이 법률 용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 으로 낮아(국내 재의 경우 부분 분쟁의 실체에 용할 거법이

한국법일 것이다)법원이 법률 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다. 한 국은

거법이 국법인 경우에만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제 재의 경우 국법이 거법이 될 가능성이 한국법이 거법이 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으므로,우리 법원이 한국법의 용만을 통제하는 것

325)2014.4. 재 한상사 재원에 등록된 국제 재인 218명 140명이 법률

가,41명이 학자이고,국내 재인 871명 362명이 법률가,178명이 학자이며,

법률가가 재인으로 되기 해서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는 법학박사

는 외국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한

상사 재원 인터넷 사이트 참고.

(www.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5.jsp?sNum=4&d

Num=0&pageNum=1&subNum=5,2014.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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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질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의존도가 높은데,326)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상

방은 우리나라 법률 는 사법시스템에 한 무지,불신 등의 이유로 가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1999년 모델법을 면 수용하여 재법을 개정한 것도 그러한 실을 반

하 기 때문이다.법원으로서는 법률 용의 오류가 있는 재 정을 취

소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체 정의를 수호하려는 유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나, 국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매번 재

정에 개입하여 재 정을 통제하는 것은 장기 으로 국가경제에 악 향

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법률 용의 오류가 있는 재인들에 한 통제

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 이고 바람직하다.즉, 재인은 당사자들

이 선정하고,그 선정비용도 당사자가 지불하므로,잘못된 정을 한 재

인들은 당사자들에게 다시 선정되기는 힘들 것이고, 재인으로서도 그러

한 상황을 피하기 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재 정을 존 하고 법원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이에 발맞추어 우리 재법도 재 정에 ‘정의의 에서 도

히 묵과할 수 없는 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 정의 취

소를 인정해야 한다.따라서 우리 재법의 입법론으로 국 재법에 규

정된 법률문제 한 항소와 같은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6장 재 정 취소의 소송 차

326)2014.7.5.자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 )국

민총소득(GNI)비율’은 2011년 1분기(118.2%)부터 2014년 1분기(108.7%)연속

100%를 과하 다.이 비율은 수출과 수입의 합계가 한 국가의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이 지표가 100%를 넘는 것

은 경제구조가 그만큼 무역에 편 되었다는 의미라고 한다[한국은행 인터넷 홈페

이지(www.bok.or.kr)와 2014.7.5.자 해럴드경제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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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국의 재 정 취소의 소송 차

1. 할

재 정 취소의 소는 국 상업법원(Commercial Court of the

Queen'sBenchDivisionintheHighCourtofJustice)에 제기하여야 한

다( 국 민사소송규칙 58.1).327)

2.당사자

재 정의 당사자는 그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국 재법 제

67조와 제68조에 의한 재 정의 취소의 경우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재 차의 당사자로 주장되었지만 재 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재

차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그 재 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2조328)).

327)CivilProcedureRules58.1

(1)ThisPartappliestoclaimsintheCommercialCourtoftheQueen's

BenchDivision.

(2)InthisPartandPracticeDirection58,‘commercialclaim’meansany

claim arising outofthetransaction oftradeand commerceand

includesanyclaim relatingto–

(a)abusinessdocumentorcontract;

(b)theexportorimportofgoods;

(c)thecarriageofgoodsbyland,sea,airorpipeline;

(d)theexploitationofoilandgasreservesorothernaturalresources;

(e)insuranceandre-insurance;

(f)bankingandfinancialservices;

(g)theoperationofmarketsandexchanges;

(h)thepurchaseandsaleofcommodities;

(i)theconstructionofships;

(j)businessagency;and

(k)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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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소기간

국 재법 제67조,제68조의 재 정 취소와 국 재법 제69조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는 재 정일부터 28일 이내, 재 차 내에서

재 정에 한 항소(appeal) 는 재심(review)이 가능한 경우329)에는 그

차를 거쳐 항소 는 재심에 한 단이 신청인 는 항소인에게 고지

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 재법 제70조 제3항),불

복사유에 한 증거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330)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 정부는 재 정문에 정일을

명시한다( 국 재법 제54조 제1항). 재 정부가 정일을 기재하지 않

는 경우 재 정부가 정문에 서명한 일자가 재 정일로 간주되고,1

명 이상의 재인이 서명한 경우,마지막 사람이 서명한 때가 재 정일

328)Section72Savingforrightsofpersonwhotakesnopartinproceedings

(1)A personallegedtobeapartytoarbitralproceedingsbutwho

takesnopartintheproceedingsmayquestion—

(a)whetherthereisavalidarbitrationagreement,

(b)whetherthetribunalisproperlyconstituted,or

(c)whatmattershavebeensubmittedtoarbitrationinaccordance

withthearbitrationagreement,

byproceedingsinthecourtforadeclarationorinjunctionorother

appropriaterelief.

(2)Healsohasthesamerightasapartytothearbitralproceedings

tochallengeanaward—

(a)by an application undersection 67on theground oflack of

substantivejurisdictioninrelationtohim,or

(b)by an application undersection 68on theground ofserious

irregularity(withinthemeaningofthatsection)affectinghim;

andsection70(2)(dutytoexhaustarbitralprocedures)doesnotapply

inhiscase.

329)당사자가 합의한 재규칙이 재 차 내에서 재 정에 한 항소나 재심

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0)TweedaleandTweedale,para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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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된다( 국 재법 제54조 제2항). 재 정일은 28일의 기간에 산

입된다.331)

법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국 민사소송규칙 62.9(1)]332),당사

자는 국 재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AOOT Kalmneftv GlencoreInternationalAG333) 사건에서

JusticeColman은 취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법률

자문을 늦게 받았기 때문이고,신청 자체도 조잡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 다.JusticeColman은 기간연장신청에 한

단기 으로 ① 신청이 지연된 기간,②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가 신청기간을 도과한 데 합리 인 이유가 있었는지,③ 취소신청의 상

방 는 재인이 기간 지연에 기여하 는지,④ 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

상 방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지,

⑤ 기간연장신청의 타당성,⑥ 기간연장신청인이 불복의 기회를 갖지 못

하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지 등을 제시하 다.

4.사 권리구제 차 소진

당사자가 국 재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법원에 재 정 취소를

구하거나 국 재법 제69조에 따라 법률문제에 하여 항소하기 해서

는 재 정에 하여 재 차 내에서 재심이나 항소 등 특별한 불복방

법이 가능한 경우334)그러한 차를 거쳐야 하고, 국 재법 제57조의

재 정의 경정 는 추가 정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차를 거쳐야 한

다( 국 재법 제70조 제2항).다만, 재 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331)Ibid.,para27.60.

332)CivilProcedureRules62.9

(1)Thecourthasthepowertoextendthisperiodundersection80(5)

oftheArbitrationAct1996.

333)[2002]2AllER(Comm)577.

334)미국 재 회(AmericanArbitrationAssociation)의 선택 항소제도,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CentreforSettlementofInvestmentDisputes)

재 정부의 재 정에 한 재심 등의 경우 등을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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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당사자 일방의 의하여 재 차의 상 방으로 주장되었으나

재합의를 한 바 없어 재 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 재법 제72조 제2항).

국 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재 정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제

거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이 경

우 재 정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와

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GbangbolavSmithandSherriffLtd335)사건의

재 정문 의미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이는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와는 련이 없었다. 재 정 취소의 상 방은

‘취소신청인이 재 정의 불확실성,모호성을 이유로 제57조에 정한

사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법 제

70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 정을 재 정부에 환

송하여 재 정부로 하여 제57조에 따라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제거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Lloyd 사는 사건에서, 요한 것은

재 정 불확실하고 모호한 부분이 불복을 구하는 부분 일부가 되

었는지 여부라고 하 다.

5.상 방 재 정부에 한 통지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취소 신청 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하기 에 상 방 재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 재법

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제69조 제1항).

6.이의권의 상실과 포기

가.이의권의 상실

재 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재 정부 는 법원에,즉시 는

335)[1998]3AllER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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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의 는 국 재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a) 재

정부에 할권이 없다거나,(b) 재 차가 법하다거나,(c) 재합의에

반하거나 국 재법 제1장의 규정에 반한다거나,(d)그 밖에 재 정

부 는 재 차에 향을 미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재 정

에 불복할 권리를 상실한다.다만,그가 재 차에 참여할 당시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하 고 합리 인 주의를 다하 어도 이의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 지 아니하다( 국 재법 제67조 제1

항,제68조 제1항,제73조 제1항).‘국 재법이 정한 기간’에는 국

재법 제31조336)의 재 정부의 할권에 한 이의제기기간도 포함된

다.337)

당사자가 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 거나 계속하

여 차에 참가하 을 때도 재 정에 불복할 권리를 상실한다.338)당사

자가 재 정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부담 는 지 을 명하는 본안

에 한 정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나 이익을 취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재 정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339)

336)Section31Objectiontosubstantivejurisdictionoftribunal.

(1)Anobjectionthatthearbitraltribunallackssubstantivejurisdiction

attheoutsetoftheproceedingsmustberaisedbyapartynot

laterthanthetimehetakesthefirststepintheproceedingsto

contestthemeritsofanymatterinrelationtowhichhechallenges

thetribunal’sjurisdiction.

Apartyisnotprecludedfrom raisingsuchanobjectionbythefact

thathehasappointed orparticipated in theappointmentofan

arbitrator.

(2)Anyobjectionduringthecourseofthearbitralproceedingsthatthe

arbitraltribunalisexceeding itssubstantivejurisdictionmustbe

madeassoonaspossibleafterthematterallegedtobebeyondits

jurisdictionisraised.

(3)Thearbitraltribunalmayadmitanobjectionlaterthanthetime

specifiedinsubsection(1)or(2)ifitconsidersthedelayjustified.

337)TweedaleandTweedale,para27.71.

338)Ibid.,para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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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alTrading SA v Gilland Duffus SA340) 사건에서 Rustal

TradingSA는 재 정문이 인쇄된 후에 비로소 재인이 불공정하 다

는 을 의심할만한 합리 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 재법

제68조에 의하여 재 정의 취소를 신청하 다.이에 하여 법원은

RustalTradingSA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 차를 개시할 당시부터 존재

하 던 것이어서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하 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 다.

ThyssenCanadaLtdvMarianaMaritimeLtdSA341)사건에서 당사

자는 상 방이 사기 인 방법으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진실한 이유를

숨기고 있었던 에 하여 심리 종결 직후 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음에도,증인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보 하기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재 차에 참가하 다.이에 법원은 이 경우 국

재법 제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재 정에 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를 상실하 다고 단하 다.

이의제기는 서면 는 구두로 할 수 있다.342)‘즉시’라 함은 ‘신속하게’,

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합리 인 범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를 의

미한다.343)

재인이 특정 문제에 한 할권이 있다고 정하는 경우, 재 차

내에서 항소 는 재심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었던 당사자가 항소,재심

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거나, 재합의에서 정한 기간 는 국 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재심 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당사자

는 그 후 그 문제에 한 재 정부의 할권에 하여 다툴 수 없다(

국 재법 제73조 제2항).Primetrade v Ythan344) 사건에서 Justice

Aikens는 재인의 할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할권 부존

재를 이유로 재 정의 취소를 구하기 에 재인에게 먼 이의를 제

339)DextersLtdvHillCrestOilCo[1926]1KB348.

340)[2001]1Lloyd'sRep14.

341)[2005]1Lloyd'sRep640.

342)WicketsandSterndalevBrineBuilders(TCC,2001)

343)MarguleadLtdvExideTechnologies[2004]EWHC1019(Comm),[2004]

AllER(d)94.

344)[2006]1Lloyd'sRe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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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나.이의권의 포기

당사자는 재 차 진행 재 차의 하자에 한 이의권을 포기할

수 있다.345)당사자가 이를 포기하면 하자를 이유로 국 재법 제68조

에 의하여 재 정에 불복할 수 없다.당사자가 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 거나 계속하여 차에 참가한 경우346) 는 재

정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부담이나 지 을 명하는 본안에 한

재 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 거나 이익을 취하는 데 동의한 경우347)

에는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7.법원의 차진행

재 정 취소사건은 국 민사소송규칙 제62.7조에 따라 사건 리유형

멀티 트랙(multi-track)으로 분류되어,법원은 재 날짜와 재 기간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시기에 따른 지시사항(timetabledirection)을 교부하

고,그 후 당사자와 함께 사건 리회의(casemanagementconference)나

비기일(pre-trialreview)을 열어 주장과 쟁 을 정리한 후 심문기일을

연다.348)법원은 심문기일을 공개 는 비공개로 할 수 있고,그와 같은

345)TweedaleandTweedale,para27.81.

346)DavisvPrice(1964)34LJQB.이러한 경우는 국 재법 제73조의 이의권

의 상실에도 해당한다.이의권의 상실은 국 재법 제73조의 기간 내에 이의하

지 않으면 조항에 의하여 재 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하고,이의권의 포기는 당사자가 명시 는 묵시 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

를 자발 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347)AAAmram LtdvBremerCoLtd[1966]1Lloyd'sRep494.

348)J.O'hare and K.Browne,CivilLitigation,15th Edition,Sweet&

Maxwell,2011,p.151. 국 법원은 민사사건 소가 5,000 운드 이하의 사건

은 소액 트랙(smallclaimstrack),소가 5,000 운드 과 25,000 운드 이하의

사건으로서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 있거나 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종결

될 수 있는 것( 부분 증인이 필요 없는 사건이다)은 패스트 트랙(fasttrack),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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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상충되지 않는 범 내에서,법률문제에 한 항소 사건에 한

단은 공개하고,그 외의 취소 신청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국

민사소송규칙 제62.10조 제1항,제3항).349)

8.법원의 단 그 효력

가.결정(order)의 종류

국 재법 제67조에 의한 불복의 경우,법원은 결정(order)350)으로

가 25,000 운드를 과하거나 소가가 이를 과하지 않더라도 쟁 이 많고 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멀티 트랙(multitrack)으로 분류하여 각

그 차를 달리하고 있다.

349)CivilProcedureRules62.10

(1)TheCourtmayorderthatanarbitrationclaim beheardeitherin

publicorinprivate.

(3)Subjecttoanyordermadeunderparagraph(1)-

(a)thedeterminationof-

(ⅱ)an appealundersection 69 ofthe Arbitration Acton a

questionoflaw arisingoutofanaward

willbeheardinpublic;and

(b)alltheotherarbitrationclaimswillbeheardinprivate.

350) 국 민사소송규칙은 judgment와 order를 구분하여 사용하면서도 그 각 개

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체로 judgment는 소송에 한 법원의 간 ․종

국 단으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결에 해당하고,order는 사건 리에 한

단[ 국 민사소송규칙 3.1(2)],비용납부를 명하는 단[ 국 민사소송규칙 3.1

(5)],소송비용 리에 한 단( 국 민사소송규칙 3.18),기간 연장에 한

단( 국 민사소송규칙 7.6)등 재 진행 과정에서 내려지는 부수 인 차 등에

한 단으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결정 는 명령에 해당한다. 재 정 취소

에 한 단은 법 의 단이 아니라 법원의 단이므로 국 재법 제67,68,

69조의 ‘order’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를 ‘결정’으로 번역한다. 재 정 취소에 한 단은 해당 심 을 종결짓는 의

미를 가지므로 실질 으로는 결로 할 것을 결정의 형식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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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을 확인하거나,변경하거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7조 제3항).이 경우에는 환송할 수 없다. 국 재법 제68조

에 따른 불복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재 정부에 환송하거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부

는 일부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8조 제3항). 국 항소법

원은 재 정을 취소하는 것과 무효 선언을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하

다.351)법률문제에 한 항소의 경우,법원은 결정으로 재 정을 확인

하거나,변경하거나, 부 는 일부를 재 정부에 환송하거나, 부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9조 제7항).

법원은 국 재법 제68조,제69조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도 원칙 으로 재 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 정부에 환송하고,

재 정부에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단하는 경우에 한하

여 재 정의 일부 는 부를 취소하거나 일부 는 부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8조 제3항).환송을 원칙으로 한 것은 법원으

로 하여 재 차에서 정 차의 원칙이 수되지 못한 경우 이를 시

정하도록 하기 한 것이지, 재 정에 개입하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352)그러나 이에 하여는 환송하는 경우 추가 인 비용과 차 지

연이 발생한다는 비 이 있다.353)

나.확인결정의 효력

법원이 국 재법 제67조,제69조에 따라 재 정을 확인하는 결정

을 하는 것은 할권을 이유로 한 재 정의 취소신청과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기각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변경결정의 효력

351)Hussman(Europe)LtdvPharaon[2003]EWCaCiv266.

352)DACReport,1996.2.para282.

353)TweedaleandTweedale,para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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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 정을 변경하는 경우,그 변경은 재 정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갖는다( 국 재법 제71조 제2항).법률문제에 한 항소가 받아들

여진 경우 그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조사하여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

결정보다 환송결정이 더 바람직하다.354)

라.환송결정의 효력

환송결정은 법원이 재 차에 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한 방편이

다.355)환송의 상 방은 문제된 재 정을 내린 동일한 재 정부인데,

재 정부는 일단 재 정을 내리면 다시 재 정을 할 권한을 상실하

지만(functusofficio),환송결정으로 인하여 환송된 부분에 한하여 재

정부의 권한이 부활하게 된다.356)법원이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환송하는 경우, 재 정부는 환송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 는 법원이 정

한 기간 내에 환송된 부분에 하여 새로운 정을 하여야 한다( 국

재법 제71조 제3항).이 경우 재 정부는 심리기일을 다시 열고,환송된

부분에 한하여만 새로운 재 정을 한다.357)환송되지 않은 부분에 하

여 다시 단하는 것은 법하고,이에 한 단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

를 취소할 수 있다.358) 재 정이 형식에 맞지 않아 법원이 이를 환송한

경우, 재 정부는 그 형식만을 고칠 수 있고,내용을 고칠 수 없다.359)

올바른 결론이 명백하거나 재 정부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재 정부에 사건을 환송할 수

없다.360) 재 정부에서 단을 락한 경우 법원은 개 자 하지 않고

재 정부로 사건을 환송한다.361) 재 정부의 편견 는 권한의 부존

재의 경우에는 환송결정을 하는 것이 하지 않다.362)

354)Boretal.,para25-119.

355)Ibid.,para25-116.

356)MerkinandFlannery,p.162.

357)HyutonSAvJakilSpA[1998]CLC937.

358)DFMooneyvHenryBoot(Construction)Ltd80BLR66.

359)TweedaleandTweedalepara28.57.

360)Ibid.,para28.57.

361)Ibid.,para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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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소 는 무효선언결정의 효력

재 정, 재 차 등에 한 하자가 있어 재 차를 다시 진행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는 재 정부의 편견 는 권한의 부존재로

인하여 환송결정을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 정 취소결정

을 한다.363)

재 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재 정이

취소되면 그 재 정은 무용한 것으로 당사자는 재비용을 낭비한 것이

되고, 재 정부는 새로운 재 정을 할 권한이 없게 된다.364)

다만, 할권에 한 재 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재 정부가 재

차를 재개하여 본안에 한 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 않다.365)

법원이 재 정부가 할권을 과하 다는 이유로 재 정의 일부

는 부를 취소하는 경우,취소된 재 정이 최종 인 것이었다고 하더

라도 재 정부는 자신의 할권 범 내에서는 새로운 재 정을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67조에서는 재 정부가 할권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로 환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환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게 된다.366)

법원이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선언하는 경

우, 재 정이 재합의가 용되는 상에 하여 소송 차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든 조항은 그 재 정의 상이 된 문제 는 그

재 정 련이 있는 부분에 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 국 재법 제71조 제4항).

바. 재 정 취소 등 결정과 재합의의 효력

362)Boretal.,para26-116.

363)MerkinandFlannery,p.161.

364)TweedaleandTweedalepara28.58.

365)Boretal.,para25-118.

366)Suttonetal.,para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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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의가 무효 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재 정이 취소된 경우에

는 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반면, 재합의의 효력과는 상 없이, 재 차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재 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합의가 여 히 존속

한다.367)

9.법원의 부수 명령

재 정에 이유 기재가 없거나,취소 신청 는 항소를 단하기 한

충분한 구체 인 이유 기재가 없을 경우에 법원은 재 정부에 정이유

를 밝힐 것을 명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0조 제4항).법원이 이러한 명

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으로 인하여 추가 으로 발생하는 재비용에

하여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0조 제5항).

법원은 신청인 는 항소인에게 소송비용 는 항소비용에 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 는 항소

를 각하할 수 있다.신청인 는 항소인이 국 외에 거주하거나, 국 외

의 국가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거나,본사가 국 외에 있는 경우에

는 비용에 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없다( 국 재법 제70조 제6항).

법원은 취소신청 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가 계속 일 때 당사자에

게 재 정에서 지 을 명하는 비용을 법원에 가져오거나 달리 담보할

것을 명할 수 있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 는 항소를 각하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0조 제7항).법원은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제6,7항에 정한 것과 같거나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로 항

소에 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국 재법 제70조 제8항).

10.취소결정 등에 한 불복

국 재법 제67조,제68조에 한 법원의 결정에 하여 항고하기

367)RedfernandHunter,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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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항고에 한 허가(leaveofthecourt)를 받아야 한

다( 국 재법 제67조 제4항,제68조 제4항).법률문제에 한 항소에

한 법원의 단도 항고의 상이 된다. 국 재법 제69조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에 한 법원의 결정은 추후 항고를 함에 있어 법원의 결과

같은 것으로 본다.그러나 당사자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항고할 수 없고,법원은 일반 으로 요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항고법원의 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항고를 허가할 수 없다( 국 재법 제69조 제8항).항고법원은 항고를 허

가할 권한이 없고,368)취소 사건에 하여 결정한 1심 법원만이 항고를

허가할 수 있다.369)

제2 우리의 재 정취소의 소송 차

1.취소의 소의 성질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을 취소하여 소 으로 무효로 하는 형

성의 소이다.370) 재 차 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고,371) 재 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항변으로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 요건을 구비하고 그 본안에 하여 종

국 인 단을 내린 재 정에 하여 재법 제36조 제2항 각 호 하

나에 해당할 때 한하여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재인이 스스로 그 신청 상인 분쟁에 하여 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

368)HenryBootConstruction(UK)LtdvMalamisonHotel[2001]QB 388;

[2002]2Lloyd'sRep625,CA.

369)AthleticUnionofConstantinoplevNationalBasketballAssociation[2002]

EWHACiv830.

370)석 (註 4),233면;이호원(註 22),27면.

371) 법원 2004.6.25.선고 2003다5634 결.이 경우 재 정부의 단의 당

부는 재법 제9조에 따른 소송에서 다루어지게 된다.석 (註 4),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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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청을 각하한 재 정은 취소의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

다.372)이는 재 정부의 할권이 있다는 정과 없다는 정 모두에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국과는 다르다.

2.소송물

재 정 취소의 소의 소송물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다.1설은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취소사유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된다고 보는 반

면 2설은 신소송물이론에 따라 취소사유에 계 없이 하나의 소송물이라

고 한다.373)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취

지의 법원 례374)를 유추하여 보면,법원은 재 정의 취소사유에 있

어서도 취소사유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된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짐

작된다.

3.소의 제기

가.당사자

재 정에서 부 는 일부 진 사람이 재 정 취소의 소의 원고가

되고, 재 정의 상 방이 취소의 소의 피고가 된다. 재 차의 당사자

가 아니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기 력이 확장되는 제3자

에 해당되는 자 등 재 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제3자도 당

사자가 될 수 있다.375)

나. 할법원

372) 법원 2004.10.14.선고 2003다70249,70256 결.주석 재법(손용근․이

호원),217면도 같은 취지이다.

373)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18면.

374) 법원 1970.1.27.선고 69다1888 결.

375)석 (註 4),234면;이호원(註 2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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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취소의 소는 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는 그 지정이 없는

경우 재지를 할하는 법원이 할한다( 재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다.제소기간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 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는 재법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는 추가

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법 제36조

제3항).

재 정에 하여 한민국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는 집행 결이 확

정된 후에는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법 제36조 제4항).

4.심

심리 결과 취소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고,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국과 달리 우

리 재법에 의하면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 정의 일부

는 부를 취소하는 결만을 할 수 있고,사건을 재 정부에 환송하

거나 재 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을 할 수 없다.376)

모델법 제34조 제4항은 재 정 취소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

청이 있고 한 그것이 한 때에는 재 정부로 하여 재 차를

재개하게 하거나 재 정부의 의견에 따라 취소사유를 제거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취소 차를 정지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 는데,우리 재법에서는 취소 차 정지 환송제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① 법원과 재 정부 사이에 법 인 계

가 없고,② 법원이 취소 차를 정지하여도 재 정부가 취소사유를 제

거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렵고,③ 법원이 어떠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

하는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을 재 정부에 달하는 것이

376)석 (註 4),239면;이호원(註 22),28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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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 여부 방법 등도 문제로 될 수 있으며,④ 취소결정을 한

후 사후의 응을 당사자 는 재 정부에 임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377)

5.취소의 효력

가. 재 정 취소의 확정 결의 효력

재 정을 취소하는 결이 확정되면 재 정은 소 하여 효력을 상

실하고,취소권의 존부에 한 단에 기 력이 발생한다.378)

나. 재 정 취소와 재합의의 효력

재 정이 취소된 경우 재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취소사유에 따라

재합의의 효력을 구분하여,당사자의 무능력, 재합의의 부존재,무효,

이행불능, 재가능성의 결여,공서 반, 는 재 정이 법률상 지된

행 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재합의의 효력이 없으므

로 재 정이 취소됨과 동시에 재 차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하지만, 재 차 반, 재 정상의 과오,당사자가 법하

게 리되지 않은 때, 재인이 법하게 선정되지 않은 때, 재인의 권

한유월 등의 경우에는 재합의의 효력이 여 히 존속하므로 재인으로

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379)

살피건 ,당사자가 분쟁을 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

사자의 그러한 의사를 최 한 존 해주어야 하고,이러한 경우 법원의 개

입은 당사자의 그러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면 정의의 념에 비추어 히 불합리할 때에 한정되어야 한다.따

377)석 (註 4),240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24면.

378)석 (註 4),240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23면.

379)석 (註 4),241면;목 ,235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23면;이

호원(註 2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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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재 정이 재합의 자체의 하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가 아닌 한,

재 정이 취소되더라도 재합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

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따라서 다수설이 타당하다.입법론으로는 재 정

이 취소되는 경우 재합의의 효력에 한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한 해결

일 것으로 보인다.

제3 검토

1.환송 변경 결 도입

국 재법과 달리 우리 재법이 재 정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 정을 취소하는 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경제 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재 정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받은 재 정이 무 로 돌아가게 되고, 재 정의 취소로 재

합의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재합

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재 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

살피건 ,① 재 정을 환송,변경하는 경우의 차 효력에 해서

는 법률로 규정하면 되므로 법원과 재 정부 사이에 법 인 계가 없

다는 이 환송 내지 변경 결을 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②

법원이 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 결을,법원이 자 하기에 당하

지 않은 경우에는 환송 결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불필요한 차의 지

연을 방지할 수 있는 ( 재 정의 취소로써 재합의가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다시 재 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환송 결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차의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③ 환송 결에 취

소사유를 명시하면 재 정부가 취소사유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 ,④ 당사자의 의사는 법원의 결이 아닌 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재 차에서 재 정의 오류가 시정될

수 있다면 재 정을 재 정부에 환송하여 재 정부가 직 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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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를 선택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 하는 길인

등을 종합하면,입법론으로 재 정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

률 으로 취소 결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재 정부로 환송하

거나 재 정에 한 변경 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재 정 취소의 단형식

한편,2013.3.경부터 법무부 산하 재법개정 원회에서 재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인데, 재 정 취소 차를 결이 아닌 결정으로 변경하

는 것에 한 논의도 진행 이라고 한다. 재 정 집행 차에 한 개

정논의380)를 유추하여 보면, 재 정 취소를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

는 견해의 주된 근거는 재 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 정 취소 차

를 신속히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 하는 견해는 당사자

에게 필요 으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재 정의 취소에 신 을

가하여야 한다는 을 근거로 재 정 취소는 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 정 취소의 소가 재 정에 한 집행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

어 재 정 취소의 소송 차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에는 동의한

다.그러나 재 정 취소의 차를 결정으로 하여야만 재 정 취소재

의 신속성이 도모될 수 있다는 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① 국내

재 정은 확정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외국 재 정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 으로 승인되어 기 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재 정의 기

력을 결과 달리 기 력이 없는 결정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우리 민사

소송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381)② 재 정 취소의 재 을 결정의 형

380)석 (註 65),556면 이하;정선주,“ 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고

려법학 제69호,고려 학교 법학연구원,2013,243면 이하;이호원,“국제 재에

있어서의 재 정의 승인․집행 차의 개선방향”, 재 제339호, 한상사 재

원,2013,22면 이하.

381)소송비용에 한 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간 강제의 수단으로 하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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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효율 인 사건 리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재 의 신

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 국의 사건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재 정 취

소사건 증인 신문 등의 차가 필요 없어 1회에 종결될 수 있는 사건

과 그 지 아니한 사건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변론 비기일을 지정하여

주장과 쟁 을 정리하여 집 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③ 재 정 취소를 결정으로 처리하자는 견해는 재 정 취소를

결정으로 하더라도 필요 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면 당사자의 변

론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그 다면 변론을 거치는 결 차에 비

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④ 재 정 취소를 결정으

로 처리하자는 견해는 재 정 취소재 에 한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하

여야 한다고 하는바,382)이 경우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

항고가 될 터인데,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에 의하여 집행정지효력이 있어 당사자의 집행지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

는 등을 고려하면, 재 정 취소는 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고,신속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재 차 내의 항소 는 재심제도 도입

한편,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재 차 내에서의 항소 는 재심

의 지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과 같이 실체 계를 종국 으로 해결하는 결

정에는 기 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이는 외 인 경우에 해당하므

로 이러한 외를 확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편, 재 정 취소를 결

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압류․가처분결정의 기 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가압류․가처분결정은 보

차에서 동일사항에 하여 달리 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정 인 기 력이

있으나(이시윤,신민사소송법 제4 ,박 사,2008,559면 이하 참조)피보 권리

의 존부를 종국 으로 확인하는 의미의 기 력은 없다( 법원 1977.12.27.선고

77다1698 결).그런데 재 정 취소의 소의 기 력은 취소권의 존부를 종국

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므로,이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한정 인 기 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82)정선주(註 380),243면.



-121-

등 재 차에서 재 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당사자의 재합의를 존 하는 길 하나이다.이와 련하여

미국 재 회(AmericanArbitrationAssociation,이하 ‘AAA’라 한다)가

2013년도에 도입한 선택 항소제도383)는 입법론 시사 을 다.AAA

는 2013.11.1.부터 선택 항소제도(OptionalAppellateArbitration)를 허

용하는 차규칙(OptionalAppellateRule)을 도입하 다.이는 재 정

에 하여 재 차 내에서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효율 인 불복방법을 마

련하려는 취지이다. 규칙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는 재 정에 요한 법률 용의 오류,명백한 사실인정의 오류에 하

여 항소할 수 있다.물론 재 차 내에서 항소 는 재심을 허용한다면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재의 장 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겠지만,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허용하고 재

정 취소사유에 상응하는 항소이유 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면 신속한 분쟁

해결과 차 ,실체 타당성 사이의 균형 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법

원에 의한 재 정 취소 차보다 더욱 신속하게 재 정의 하자 내지

오류를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AAA의 새로운 선택 항

소제도는 항소를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7장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

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의 허용 여부

제1 배제합의

383)AAA인터넷 사이트 참고

(https://www.adr.org/aaa/ShowProperty?nodeId=/UCM/ADRSTAGE2016218&re

vision=latestreleased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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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 정에 하여 사법 재심사

(judicialreview)를 할 수 있는데,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합의시

는 재 정이 내려지기 에 법원에 의한 사법 재심사를 면 으로

배제하거나 사법 재심사의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exclusion

agreement),즉 배제합의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국 재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 정에 한 불복을 크게 취소

(challenge)와 항소(appeal)로 나 고 있는데, 국에서는 과거 ‘배제합의’

를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는 합의’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배제합의를 재 정에 한 항소를 배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 정에 하여 취소 기타 재 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합의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384)

2012년 개정된 ICC 재규칙 제34조 제6항385)과 같이 흔히 이용되는

재규칙들은 재 정에 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배제합의를 인정하는 입법례는 부분 배제합의를 인정하기 해

당사자가 ‘명시 이고 구체 으로’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 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386)

제2 입법례

384) 국은 1996년 재법을 개정하면서 1979년 재법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

를 배제한다는 의미의 exclusionagreement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재는 국에

서도 법률문제에 한 항소뿐만 아니라 취소를 배제하는 합의를 포함하여 배제

합의를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dfernandHunter,p.423이하도 배제

합의가 법률문제에 한 항소뿐만 아니라 취소도 포함하는 것을 제로 설명하

고 있다.

385)ICC 재규칙 제34조(2012년 개정된 것)

(6)Everyawardshallbebindingontheparties.Bysubmittingthe

disputeto arbitration undertheRules,thepartiesundertaketo

carryoutanyawardwithoutdelayandshallbedeemedtohave

waivedtheirrighttoanyform ofrecourseinsofarassuchwaiver

canvalidlybemade).

386)Born,supranote33,p.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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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 스

스 스 국제사법 제192조 제1항387)은 당사자가 모두 스 스에 주소,상

거소, 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합의에 명시하거나 서면으

로 후속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재 정 취소의 소를 배제하거나 취소사유

의 일부 는 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가능한 한

재 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스 스와 실제 인 련이 없는 사건에서

차를 지연시킬 목 으로 스 스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한 것이다.388)

스 스 연방법원은 배제합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389)배제합의

가 기재된 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는 배제합의를 할 수 없다.390)스

스 연방법원은 당사자가 지정한 기 재규칙에 재 정이 ‘최종 이고

구속력이 있다(finaland binding)’거나 ‘항소를 할 수 없다(without

appeal)’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391) 재 정이 ‘최종 이고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finalandnotcapableofchallenge)’고 규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당

사자가 ICC 재규칙392)에 의하여 재 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도 유효한 배제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393)

387)스 스 국제사법 제192조 [Ⅹ.상소의 포기]

(1) 방당사자가 모두 스 스에 주소,상거소 는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당사자들은 재합의 는 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포함된 명시 선언에 의하여 재 정의 취소의 소를 배제하거나 제
190조 제2항의 취소사유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

(2)당사자들이 정의 취소를 완 히 배제하 고 한 정이 스 스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 때에는,외국의 재 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
1958년 6월 10일 뉴욕 약이 유추 용된다.

388)석 (註 4),227면.

389)Geisingeretal.,p.256.

390)Ibid.,p.256.

391)Judgmentof19December1990,DFT 116Ⅱ 639,640-41(SwissFederal

Tribunal),Born,supranote33,p.2666.에서 재인용.

392)각주 385참조.

393)Geisingeretal.,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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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그러한 배제가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모든 정

에 하여 어떤 형태의 항소도 배제하기로(theawardshallbefinaland

bindingonthepartieswhoexcludeallandanyrightsofappealfrom

allandanyawardsinsofarassuchexclusioncanvalidlymade)’합의

한 경우와,394)‘재 정은 최종 이고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 방은 어떤

법원에도 재 정에 항소할 어떤 권리도 없다(the decision ofthe

arbitrationshallbefinalandbindingandneitherpartyshallhaveany

righttoappealsuchdecisiontoanycourtoflaw)’고 규정한 경우에는

유효한 배제합의로 인정된다.395)

취소의 소를 면 으로 배제한 경우,그 재 정이 스 스에서 집행

될 때에는 스 스 국제사법 제192조 제2항에 의하여 뉴욕 약을 유추 용

한다.따라서 뉴욕 약상 집행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 정의 집행

을 거부할 수 있다.396)

2.벨기에

스 스와 유사하게,벨기에 재 법(CodeJudiciaire)제1717조 제4항은

당사자 구도 벨기에 국 을 가지거나 벨기에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벨기에게 본 을 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합의나 그 뒤의

합의에서 명시 으로 재 정에 한 취소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397),벨기에와 련 없는 당사자는 배제합의를 할 수 있다.

3. 랑스

랑스 민사소송법 제1520조,제1522조398)는 당사자는 특정한 합의에

394) Judgment of 4 February 2005, DFT 4P.1772/2006(Swiss Federal

Tribunal),Born,supranote33,p.2666.에서 재인용.

395)DecisionoftheFederalTribunal4A-486/20100f21March2911,con2.2.,

Geisingeretal.,p.256.에서 재인용.

396)Geisingeretal.,p.257.

397)이호원(註 33),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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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언제든지 명시 으로 재 정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배제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재 정

집행결정에 하여 재 정의 취소사유를 주장하면서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 정의 집행단계에서 취소사유를 다툴 수 있게 하 다.

4.독일

독일은 배제합의에 하여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취소의 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취소사유에 하여는,취소사유의

주장을 사 에 포기하는 것은 법원의 심사를 배제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399)배제합의는 재법원에 한 국가법원의

감독을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사 포기는 무효이고, 재 정의

송달 후에 취소사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는 경우에만 포기가 가능하다고

한다.400)이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단해야 하는 취소사유를 포기하

는 것이 가능한지에 하여는 견해가 립된다.

398)Article1520

Lerecoursenannulationn'estouvertquesi:

(1)Letribunalarbitrals'estdéclaréàtortcompétentouincompétent

ou

(2)Letribunalarbitralaétéirrégulièrementconstituéou

(3)Letribunalarbitralastatuésansseconformeràlamissionquilui

avaitétéconfiéeou

(4)Leprincipedelacontradictionn'apasétérespectéou

(5)Lareconnaissanceoul'exécutiondelasentenceestcontraireà

l'ordrepublicinternational.

Article1522

Parconventionspéciale,lespartiespeuventàtoutmomentrenoncer

expressémentau recoursen annulation.Danscecas,ellespeuvent

toujoursfaireappeldel'ordonnanced'exequaturpourl'undesmotifs

prévusàl'article1520.

399)석 (註 4),228면;이호원(註 33),194면.

400)석 (註 4),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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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의 경우

1. 국 재법 제67조,제68조의 경우

국의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국 재법 제67조,제68조에 의한

재 정에 한 불복은 강행규정( 국 재법 제4조 제1항,스 1)으로

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401)다만,당사자가 재인의

할권에 하여 국 재법 제73조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거나

재 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참가한 경우에는 국 재법

제73조에 따라 재 정에 불복할 권리가 상실되나,402)이는 이의권의 상

실에 해당하는 것이고,배제합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2. 국 재법 제69조의 경우

다만, 국 재법 제69조의 법률문제에 한 항소에 있어서는 당사자

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하여 배제합의를 인정하게 된 이유는 재 정에 한

법원의 개입을 축소하기 해서 다.

3.ICC 재규칙과 배제합의

1998년 개정되기 의 ICC 재규칙 제24조403)는 ‘정은 최종 이다.

401)Pendelletal.,p.323,Boretal.,para25.70.

402)TweedaleandTweedale,para27.81.

403)1998년 개정되기 의 ICC 재규칙 제24조

(1)Thearbitralawardshallbefinal.

(2)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arbitration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Commerce,the parties shallbe deemed to have

undertakentocarryouttheresultingawardwithoutdelayandto

havewaivedtheirrighttoany form ofappealinsofaras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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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한 재에 회부함으로써 모든

정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한 그러한 권리의 포기가 유효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식의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다가,1998년 개정된 ICC 재규칙 제28조 제6항은 ‘모든

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당사자들은 동 규칙에 따라 분쟁을 재에

회부함으로써 모든 정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한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

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2012년 개정된 ICC 재규칙 제34

조 제6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각주 385참조), 재 정이

‘최종 (final)’이라는 것에서 ‘구속력이 있는(binding)’것으로,모든 방식

의 ‘항소(appeal)’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

(recourse)’을 포기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ICC 재규칙에 따라 내려지는 재 정들

에서 임시 정(interim award)과 같이 최종 이지는 않지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재 정에 한 불복방법은 법역에 따라 항

소,취소,환송 등으로 다양하므로 당사자가 모든 종류의 불복방법을 포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404)

1998년 개정된 ICC 재규칙 제28조 제6항의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구제수

단에 의해서만 재 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05)구제수단

에 한 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그 범 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406)

국에서는 스 스와는 달리 1979년 재법 시행 이 부터 당사자가

재 정이 최종 이거나 구속력이 있다는 규정을 둔 ICC 재규칙에 따라

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국법에 따라 재 정에 한 어떠한 형태

의 ‘항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왔다.407)따라서 ‘항소’가 아닌 1996년

waivercanvalidlymade.

404)Y.Derainsand E Swartz,Guide to ICC RulesofArbitration,2nd

Edition,KluwerLaw International,2005,p.319.

405)Ibid.,p.318.

406)Ibid.,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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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 제67조,제68조의 ‘취소’에 해서는 배제합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았

다.408)LCIA 재규칙409)에 따라 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410) 국 항소법원은 배제합의는 임시 정(interim award)에 하여

도 용된다고 하 다.411)이와 같이 당사자가 ICC 재규칙에 따른 경우

배제합의의 효력은 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412)

제4 우리의 경우

우리 재법은 배제합의에 한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재 정의 취소와 유사성이 있는 재심의 소의 경우 구체 인 재심

소권은 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재심소권과 마찬

가지로 재 정 취소에 있어서도 재 정 에 취소의 소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은 부정해야 하는 ,② 재심소권에 한 논의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에 한 하자가 있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단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③ 재법 제3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을 근거로 배제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413)

407)RedfernandHunter,p.422;석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재에서

ICC 재규칙과 한국 재법의 상호작용”,국제소송법무 통권 제3호,2011,24면.

408)RedfernandHunter,p.423.

409)LICAArbitrationRules26.9

Allawardsshallbefinalandbindingontheparties.Byagreeingto

arbitrationundertheseRules,thepartiesundertaketocarryoutany

awardimmediatelyandwithoutanydelay(subjectonlytoArticle27);

and thepartiesalso waiveirrevocably theirrightto any form of

appeal,review orrecoursetoanystatecourtorotherjudicialauthority,

insofarassuchwaivermaybevalidlymade.

410)ArabAfricanEnergyCorp.Ltd.vOlieproduktenNederlandB.V.[1983]

Lloyd'sRep.419

411)MarineContractorsInc.vShellPetroleum DevelopmentCo.ogNigeria

Ltd[1984]2Lloyd'sRep.77.

412)석 (註 4),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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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 ,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에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재법 제36조

는 강행규정이다.따라서 우리 재법상 해석론으로는 당사자가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반 로,당사자는 취소사유를 추가 는 확 하기로 하

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고,하더라도 무효이다.414) 법원도 재법에

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은 재 차에 한 사법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시하 다.415)

제5 검토

재 정의 취소사유는 법원이 재 정에 하여 당사자의 재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두고 볼 수 없는 최소한의 한

계를 설정한 것이고,성질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따라서 당사자의 합의

로 재 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기 에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취소사유가 발생한 후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하여

불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

가능성이나 공공질서 반 등 공익과 련된 취소사유에 한 포기는 허

용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한 재 정에 한 통제의 정도는 내국 련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입법론으로는 스 스나 벨기에처럼 우리나라와 련성이 별

로 없는 사건에 하여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해볼 만하다.416)다만,이 경우에도 재 정이 공공질서에 배되는 경우

에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나 내국 련성이 없는 경

413)석 (註 4),23면.

414)석 (註 4),231면;주석 재법(손용근․ 이호원),204면;이호원(註 33),

193면.

415) 법원 2004.6.25.선고 2003다5634 결.

416)석 (註 4),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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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므로 공공질서 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제8장 재 정 취소와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의 계

제1 재 정의 승인・집행

1. 재 정의 승인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재 정은 자동 으로 효력을 가진다.즉,

재 정의 승인이란 재 정이 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인데,417)뉴욕 약상 외국 재 정의 효력은 승인거부사유가 없으면

자동 으로 인정된다.418)국내 재 정은 우리 재법 제35조에 따라 확

정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419)

재 정에서 패한 당사자가 재 정이 내려진 사항에 하여 다시 제

소한 경우에 재 정에 이긴 당사자가 재 정의 기 력을 인정해달라

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재 정의 승인만이 문제되는데,이처럼 승인

은 방어 인 성질을 가지고,‘방패’에 비유된다.420)승인은 집행의 제요

건이므로,엄 히 말하면 ‘승인’과 ‘집행’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승인’과

‘승인 집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421)

2. 재 정의 집행

재 정의 집행이란 재 정을 받은 자가 재 정의 내용을 법 으

417)석 (註 4),248면;목 ,270-271면.

418)석 (註 4),248면;석 (註 166),132면.

419)주석 재법(이호원),231면.

420)RedfernandHunterp.449.

421)Redfernet.al.,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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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 시키는 것을 말하고,‘검’에 비유된다.422)집행은 승인이 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우리 재법상 재 정의 집행은 집행 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재법 제37조 제1항).

제2 재 정 취소사유와 승인 집행거부사유

1.뉴욕 약상 승인 집행거부사유

가. 용범

뉴욕 약 제1조 제1항은 집행국 이외의 국가 토 내에서 내려진 재

정과 집행국이 내국 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 정에 하여 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승인 집행거부사유

뉴욕 약 제5조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승인 집행거부사

유로서 ① 재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

이었거나 는 당사자들이 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기 합의

가 무효인 경우,② 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이

나 재 차에 하여 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 거나 는 기타 이유

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③ 정이 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하거나 는 그 조항의 범 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한 것이

거나 는 그 정이 재부탁의 범 를 벗어나는 사항에 한 결정을 포

함하는 경우(다만 재에 부탁한 사항에 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

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부탁사항에 한 결정을 포함하는

정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있다),④ 재기 의 구성이나 재 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422)RedfernandHunter,p.449;석 (註 4),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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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⑤ 정이 당

사자에 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 거나 는 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 는 재 정의 기 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취소 는 정지된 경우를,법원이 직권으로

단하여야 하는 승인 집행거부사유로 ① 분쟁의 상인 사항이 그 국가

의 법률 하에서는 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② 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재 정

의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한정 으로 나열하고 있다.

뉴욕 약은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열거하는 소극 규정방식을 취하

는데,이는 입증책임을 환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423)뉴욕

약 이 의 외국 재 정의 집행에 한 제네바 약(GenevaConvention

ontheExecutionofForeignArbitralAward,이하 ‘제네바 약’이라 한

다)에서는 외국 재 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집행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상 방은 재 차의 거법상 인정되는 사유를 주

장하여 다툴 수 있었던 에서 외국 재 정의 집행에 하여 많은 법률

상 장애가 있었는데,뉴욕 약은 이 에서 요한 진 을 이룩하 다.424)

구체 인 승인 집행거부사유와 련하여, 에서 본 당사자가 주

장․입증하여야 하는 사유 ① 내지 ④와 법원이 단하여야 하는 사유

①,②는 우리 재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와 동일하여 그에 한 논의

가 그 로 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사유 ⑤ 구속

력이 결여되거나 재 정이 취소․정지된 경우에 하여만 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구속력의 개념을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이해하고,425)구속력의 발생시기는 뉴욕 약 제5조 제1

항 (e)가 재 정지 국가 는 재 차의 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취소 는 정지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에 착안하여

423)석 (註 4),252면;목 ,286면.

424)석 (註 4),252면.

425)목 ,296면;석 (註 4),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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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차의 거법 내지 재지법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고 한다.426)우

리나라가 재지인 경우 구속력의 발생시기에 하여는 통상의 불복 차

와 특별한 불복 차를 구별하는 견해가 유력한데,우리 재법상 재

정 취소의 소는 특별한 불복방법이므로 재 정은 통상 정과 동시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한다.427)

재 정이 취소 는 정지된 경우는 이미 구속력이 발생한 재 정이

권한 있는 기 에 의하여 특별한 불복 차에 따라 취소 는 정지된 경우

를 말한다.권한 있는 기 은 통상 법원을 말하고, 재 정에 한 통상

의 불복 차는 그 차가 진행 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되나,특별한 불복 차의 경우 그 차에 의해 재 정

이 취소 는 정지된 경우에만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된다.428)권한 있

는 기 에 의하여 재 정이 취소 는 정지되었으면 족하고,뉴욕 약

상 승인 집행거부사유인지는 불문하므로, 재지 는 재 차의

거법 소속국법에 따른 재 정의 취소 는 정지사유에 의하여 승인거부

사유가 사실상 확장된다.429)

2.모델법상 승인 집행거부사유

가. 재 정의 효력

모델법 제35조 제1항은 ‘재 정은 그 정이 어느 국가에서 내려졌는

지 불문하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할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본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426)석 (註 4),299면;목 ,298면;주석 재법(이호원),394면;이호원,“외

국 재 정의 승인과 집행-뉴욕 약을 심으로”,재 자료 제34집,법원도서 ,

1986,686면.

427)석 (註 4),300면;목 ,297면;주석 재법(이호원),394면;이호원(註

426),686면.

428)석 (註 4),303면;목 ,297면;주석 재법(이호원),394면;이호원(註

426),686면.

429)석 (註 4),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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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모델법상 승인 집행거부사유

모델법 제36조는 재 정 취소사유와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사

유를 동일하게 규정하 는데,이는 재지에 따라 재 정의 집행가능성

이 달라지는 것을 막아 재 정이 최 한 통용되도록 하기 한 것이

다.430)앞서 본 바와 같이 모델법 제36조는 뉴욕 약 제5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정이 내려진 국가에 계 없이’ 용된다고 규정하여 뉴욕

약보다 용범 를 확장하 다.

3. 국법상 승인 집행 거부사유

가. 재 정의 효력

국 재법 제58조 제1항431)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

정은 당사자들과,당사자를 통하여 는 당사자 하에서 주장하는 제3자

에게 최종 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재 정의

이러한 효력이 당사자나 제3자의, 재 차 내 는 국 재법에 규정

된 항소나 재심사를 받을 권리에 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

430)Binder,para7-011.이에 하여는 재 정 취소사유와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재지 법원의 재 정 취소에 한

단과 집행법원의 집행거부에 한 단이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비 이 있다.A.vandenBerg,“ShouldtheSetting AsideoftheArbitral

Awardbeabolished?”,ICSID Review,2014(이하 ‘vandenBerg'라 약칭한다),

p.8.

431)Section58Effectofaward

(1)Unlessotherwiseagreedby theparties,anawardmadeby the

tribunalpursuanttoanarbitrationagreementisfinalandbinding

both on thepartiesand on personsclaiming through orund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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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 정의 효력에 한 규정이다( 국 재법 제2조).

나. 재 정의 승인 집행

국 재법은 ① 국내 재 정과 뉴욕 약이나 제네바 약이 용되지

않는 외국 재 정,무국 재 정은 국 재법 제66조에 의하여 간이

차에 의하여 집행하거나 는 재 정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② 외국 재 정은 제네바 약이 용되는 약

과 뉴욕 약이 용되는 약을 나 어 각 약상 요건에 따라 승인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 재법 제99조 내지 103조).다만 뉴욕

약이 용되는 재 정의 경우 보통법432)이나 국 재법 제66조에 의

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 재법 제104조).

1)국내 재 정과 제네바 약,뉴욕 약이 용되지 않는 외국 재

정,무국 재 정의 경우( 국 재법 제66조)

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재 정은 법원의 허가(leave)를 받아 법원의

결이나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고( 국 재법 제66조 제1

항)433), 재 차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재 정의 내용과

432)보통법상 재 정의 집행은 ① 재합의의 거법에 따라 유효한 재합의

가 있을 것,② 재 정부가 법하게 구성되고 재의 상이 된 분쟁이 재

합의의 범 에 포함될 것,③ 재 정부가 할권이 있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루어진다고 한다.TweedaleandTweedale,para30.42.

433)Section66Enforcementoftheaward

(1)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pursuantto an arbitration

agreementmay,byleaveofthecourt,beenforcedinthesame

mannerasajudgmentororderofthecourttothesameeffect.

(2)Whereleaveissogiven,judgmentmaybeenteredintermsofthe

award.

(3)Leavetoenforceanawardshallnotbegivenwhere,ortothe

extentthatthepersonagainstwhom itissoughttobe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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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을 받을 수 있다( 국 재법 제66조 제2항).434)

재 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상 방은 법원의 허가에 하여

불복할 수 있고,법원의 허가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재 정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이 때의 취소사유는 할권 부존재로 한정되지

않는다.435) 국 재법 제66조의 규정은 1950년 재법 제2장의 제네바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과 1996년 재법 제3장의 뉴욕 약이 용

되는 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 재

법 제66조 제4항).

가)필수 허가거부사유

법원은 집행의 상이 되는 당사자가 재 정부가 할권이 없음을 입

증하는 경우 재 정의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데,이는 강행규정이

다.436)당사자가 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국 재법 제73조에

의하여 이의권이 상실될 수 있다( 국 재법 제66조 제3항).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 재법 제67조에 따른 재 정의 취소 단계에서도

재 정부의 할권이 없다는 주장이 실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 가

드문 것으로 보아 재 정의 승인 집행단계에서 사유로 인하여 승

인 집행이 거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인 집행의 상인 재 정은 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국 재법 제5조에서는 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하므로, 재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된

다.437)임시 정이나 간 정, 차명령은 ‘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재

showsthatthetribunallackedsubstantialjurisdiction.

434) 재 정과 동일한 결을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주로 당사자가 재

합의에서 재 정의 집행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로 약정하 거나,외국 결

의 승인에 한 특정 조약이 용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한다.

Suttonetal.,para8-007.

435)Suttonetal.,para8-010.

436)TweedaleandTweedale,para30.26.

437)Ibid.,para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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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임의 허가거부사유

집행거부사유는 국 재법 제66조 제1항에 명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

고,뉴욕 약상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에 한 허가

를 거부할 수 있다.438) 재 정이 형식이나 실체 내용에 한 하자

가 있어 집행가능성이 없는 경우 는 재 정의 집행이 공공질서에 반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 정의 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439) 재가능성

이 없거나 재 정이 집행될 경우 제3자의 권리에 부당하게 향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나,이는 외

인 경우이다.440)법원은 임의 집행거부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집행거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정지국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441)

이와 같이 국 재법 제66조에 의한 재 정의 집행은 제한된 집행

거부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뉴욕 약 는 제네바 약보다 까다롭다.442)

국 재법 제66조에 의한 집행을 구하는 경우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거부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443)

2)뉴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경우

국 재법 제100조 내지 제104조는 재지가 뉴욕 약의 체약국인 국

가인 경우 뉴욕 약상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편입하 다.444)뉴욕 약

상 승인 집행거부사유는 앞서 본 우리나라의 재 정 취소사유와

438)TweedaleandTweedale,para30.27.

439)Suttonetal.,para8-005.

440)Ibid.,para8-005.

441)TweedaleandTweedale,para30.27.

442)Ibid.,para30.43.

443)Ibid.,para30.25.

444)Suttonetal.,para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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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같고,우리 재법에 취소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제5조 제1항 (e)는

앞서 언 하 다.뉴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은 국법 하에서 당

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국 재법 제101조 제1항).

3)제네바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경우

제네바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집행에 하여는 1950년 재

법 제2장이 계속하여 용된다( 국 재법 제99조).제네바 약 제1조

(b)에서는 ‘집행국의 법률에 의하여 재가능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

었으나,1950년 재법에는 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다.

1950년 재법 제37조는 재 정의 집행을 하여 극 인 요건으로

① 재합의가 거법에 따라 유효할 것,② 재 정부가 재합의 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하게 구성되었을 것,③ 재 정이 재 차

의 거법에 따라 법할 것,④ 재 정이 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최

종 일 것,⑤ 국법 하에서 재가능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소극 인

요건으로 ① 재 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취소된 경우,② 정이 불리하

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재 차에 한 통지를 못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

분한 시간이 없었거나,무능력자 거나, 법하게 리되지 못하 을 경

우,③ 재 정이 재부탁사항 일부를 단하지 아니하 거나 재

합의의 범 를 벗어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약이 와 같이 재 정에 하여 정지국에서의 최종성을

요구한 결과, 정지국에서 최종 이라는 을 증명하기 해서 당사자가

정지국에서 집행 결을 받은 후 집행국에서 다시 집행 결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래되었다.445)뉴욕 약이 제정된 후에는 세계 주요국가

들이 뉴욕 약에 가입함에 따라 제네바 약에 의한 집행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졌고,제네바 약은 역사 인 의미만 갖게 되었다.446)

445)RedfernandHunter,p.456.

446)Ibid.,p.456. 재 국에서 외국 재 정이 문제되는 경우는 부분 뉴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이라고 한다.Suttonetal.,para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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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 재법상 승인 집행거부사유

가. 재 정의 효력

우리 재법 제35조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결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이는 국내 재 정에 한 규정이다( 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재법에 의한 재 정이 있으면 기 력에 의하

여 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그에 한 집행 결이 확정됨에

따라 실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시하 다.447)

재법 제37조 제1항은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는

집행 결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재법 제39조에서는 뉴욕 약을 용

받은 외국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은 같은 약에 따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 재 정은 승인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자동 승인),법원의 승인이나 승인 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재법 제37조 제1항이 법원의 승인 결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규

정한 것은 잘못이다.448) 법원 2009.5.28.선고 2006다20290 결도 뉴

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에 하여 별도의 승인 결이 없었음에도

재 정에 기 력이 인정된다고 시하 다.

나. 재 정의 승인 집행

우리 재법 제37조 제1항은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은 법원의 승

인 는 집행 결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외국 재 정과 국내 재 정

을 나 어,국내 재 정의 경우 재법 제38조에서 제36조 제2항의 취소

사유가 없으면 승인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법 제39조에서

외국 재 정의 경우 다시 뉴욕 약이 용되는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나 어, 자에 하여는 뉴욕 약을 용하여 승인 집행을 거부하도

록 하고,후자에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447) 법원 2005.12.23.선고 2004다8814 결.

448)석 (註 4),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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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를 용한다.

따라서 우리 재법상 국내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사유는 재

정의 취소사유와 동일하고,외국 재 정의 경우 재 세계 주요국가

들이 뉴욕 약에 가입하여 뉴욕 약이 용되지 않는 외국 재 정은 많

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사유는 뉴욕

약이 용되는 경우만을 살펴본다.

뉴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의 경우 외국 재 정의 승인 집

행거부사유는 재 정의 취소사유와 비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욕

약상 승인 집행거부사유로 ‘재 정의 구속력이 결여되거나 재 정

이 취소 는 정지되었을 때’가 규정된 반면 재 정의 취소사유에는 이

러한 사유가 없다는 만 차이가 있는데, 재 정 취소사유로 이를 규정

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경우 굳이 재 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

로 보인다.449)

제3 재 정 취소와 승인 집행거부의 계

재 정에서 패한 당사자는 재 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하여 재

지국 법원에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승인 집행 단계에서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재 정 취소의 소와 승인 집행거부

의 계에서,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해 우선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지,그러지 아니하면 승인 집

행거부의 소에서 취소의 소에서 주장하 던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1.승인 집행 거부와 재지에서 구제의 소진 요부

재 정의 승인 집행단계에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해서 먼 재지 법원에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었어야 하

449)석 (註 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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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문제된다.

가.입법례

1)홍콩,미국,이탈리아의 경우

Paklito InvestmentLtd v Klockner(EastAsia)Ltd 사건450)에서

Paklito는 Klockner가 재지인 국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법원이 재 정에 뉴욕 약 제5조의 사유가 인

정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재 정을 집행할 것인지 단함에 있어 이

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에 홍콩 법원은 뉴욕

약에는 재 정의 승인 집행의 거부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지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 을 것을 요하는 규정이 없고, 재지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아니면 승인 집행단계에서 거부

사유를 주장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Paklito의 주장을 배척하 다.451)

한편,HebeiImportandExportCorpvPolytecCoEngineeringLtd

사건452)에서 홍콩항소법원 행정특별부는 뉴욕 약 제5조의 승인 집행

거부사유가 인정되더라도,법원은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지에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반언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법원은 이를 감안하

여 재 정을 승인 집행할 수 있다고 시하 다.

미국과 이탈리아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453)

2)독일의 경우

450)[1992]2HKLR39.

451)상세한 내용은 TweedaleandTweedale,para13.77이하 참조.

452) 1999.2.9.Court of Final Appea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RegionFACVNo10of1998.

453)TweedaleandTweedale,para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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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일 칼스루헤항소법원은 스 스에서 내려진 재 정에 한 집

행사건에서 재 정 집행의 상 방이 재지인 스 스에서 재 정 취

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뉴욕 약에 규정된 집행거부사유

를 주장하는 것은 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 다.454)

그 후 독일 연방 법원은 외국 재 정에 하여 정지국인 덴마크에

서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가 독일에서 행해진 집행청구소송에

서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해,

원칙 으로 선행행 와 모순되는 행 를 지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재 차에도 용됨은 타당하나 행 가 모순된다고 하여 바로 권리남용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당사자의 행동이 상 방에게 신뢰를 형성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에 기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시하 다.455)이 사건에서 독일연방 법원은 ① 당

사자가 덴마크 내에 자산이 없어 굳이 덴마크법원에 재 정 취소의 소

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생

각해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정지국에서 재 정취소의 소를 제기하

지 않은 것이 외국의 집행청구소송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걸림돌

이 되지 않고,② 덴마크법원에서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상은

재 정의 승인여부인데,독일법원의 집행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이 그

상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있어 덴마크법원에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독일 법원의 집행청구소송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모순된 행 라고 보기 어려우며,③ 정지국에서 취소의 소

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 방에게 모든 경우에 더 이상 집행거부사

유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

다.456)

독일 연방 법원은 그 후에도 재 정 집행의 상 방이 재 정부의

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재지에서 재 정 취소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454)OberlandesgerichtKarlsruhe,9Sch01/06,(3July2006);(2007)32YB

Com Arb358,vandenBerg,p.8.에서 재인용.

455)BGHBeschlussvom 17.4.2008.,정선주,(註 232),421-422면에서 재인용.

456)정선주(註 232),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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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에서 재 정부의 할권 부존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시하

여457) 재는 재 정 집행단계에서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해 재

지에서 재 정 취소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

로 보인다.

나. 국의 경우

WestcreInvestmentsvJugoimport-SDPRHoldingCoLtd.사건458)에

서 Westcre Investments(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Jugoimport-SDPR

HoldingCoLtd.(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를 상 로 스 스를 재지로

하여 컨설 용역비를 구하는 재신청을 하여 이긴 다음, 국 법원에

재 정의 집행을 청구하 다.그러자 피신청인이 국 법원에서 신청인

과 피신청인 사이의 컨설 계약은 신청인의 뇌물 수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재 정의 집행은 공서에 반한다고 주장하 다.피신청인은

재 차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재 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 다.

국 항소법원은 이에 하여 재 정 집행거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도,집행거부를 구하는 당사자가 재 정 취소의 소에서 그러한 사유

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 정의

집행을 허가하 다.이 사건에서 국 항소법원은 재 정에 하여 취

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 정의 집행단계에서 취소사유와

동일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를 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이

는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집행단계에서 집행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반언의 원칙(estoppel)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 정의 승인 집행단계에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하여 재 정 취소의 소를 먼 제기하 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

지로 보인다.

457)Bundesgerichtshof(16December2010);(2011)36YBCom Arb273,van

denBerg,p.8.에서 재인용.

458)[1998]2Lloyd'sRe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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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재 정에서 패한 당사자가 당해 외국에서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 정의 승인 집행단계에

서 뉴욕 약상 승인 집행 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리

인정되고 있다.459) 법원은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 재 정의 승인

과 련하여,외국 재 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재 차에서 처

벌받을 만한 사기 행 를 하 다는 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

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그 반 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

자의 사기 인 행 를 알지 못하여 재 차에서 이에 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신청당사자의 사기 행 가 재 정의 쟁 과 요한

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외국 재 정을 취

소․정지하는 별도의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재 정의

집행460)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시하 다.461)이는 외국 재 정의 승인

집행거부를 하여 재지에서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보인다.462)

459)석 (註 166),155-156면;주석 재법(손용근․이호원),221면;이호원(註

22),31-32면.

460)이 사건의 쟁 은 외국 재 정의 기 력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 미치는 것

인가에 있었으므로,집행이 아니라 승인이라고 표 하 어야 한다.석 (註

166),141면도 같은 취지이다.

461) 법원 2009.5.28선고 2006다20290 결.

462)정선주(註 232),394면은 이 결에 하여 그 설시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거부를 해서 재 정의 취소․정지 차를 거쳐야 하는 것

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결에서 설시한 요건은 재 정이

사기에 의하여 편취되었음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 한 요건이고, 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 정 취소의 소

에 의하여 불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승인 집행거부를 한 사 구제

차로 반드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석 (註 166),163면도 같은 취지이다.



-145-

라.검토

살피건 ,① 재 정 취소와 재 정 승인 집행거부는 별개의 목

을 가지는 제도인 ,②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지,아니면 승인

집행단계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할지는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략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③

승인 집행단계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하기 해서 반드시 재 정 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면 재 정의 효력 배제를 구하

는 당사자가 취소단계와 승인 집행 결 단계에서 실질 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이 으로 소요되어 신속한 분

쟁해결이라는 재제도의 취지에 반하고,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외국 재 정에서 패한 당사자가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 구제수단을 취하지 아니하 더라도 승인 집행거부사

유를 주장하여 승인 집행을 지할 수 있다고 이 타당하다.463)

2.취소사유,승인 집행거부사유의 차단효

가. 국의 경우

국에서 당사자가 재 차 는 재 정의 취소의 소에서 재 정

부의 할권, 재 정부, 재 정 는 재 차에 향을 미친 한

하자에 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가 승인 집행 단계에서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승인 집행의 거부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의 국내 재 정에 하여 용되는 국 재법 제73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재인의 할권, 재 정부, 재 정 는 재

차에 향을 미친 한 하자에 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면 이를 이유로 재 정에 불복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사자가 재 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승인

463)석 (註 166),165면;vandenBerg,p.9.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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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단계에서 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조항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

유를 주장하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그러나 재 정 후 승인 집행단

계에 이르러서야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3조가 용되지

않고,그 사유가 차단되지 않는다.464)

외국 재 정의 경우에는 국 재법 제73조가 용되지 않는다.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재 정의 승인 집행의 거부

를 구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badfaith)행동하지 않은

한, 국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제출받아 취소사유의 존부

에 하여 다시 심리하고,당사자가 취소사유를 알면서도 집행단계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단효를 인정하여 재 정의 승인 집행을

허가한다.465)

나.우리의 경우

우리 재법상 취소의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면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이를 취소사유의 차단효 는 배제효라 한다.466) 재

정 취소의 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재 정의 승인․집행을 구하

는 경우 그 취소사유와 동일한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재 정의 당연무효사유와,청구이의사유를 제외한

재 정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정설)467)가 있다. 정설은

부정설을 취할 경우 취소의 소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가능한 빨리 재

정을 확정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한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서

464)J.Grierson,“CourtReview ofAwardsonPublicPolicyGrounds:a

RecentDecision ofthe English CommercialCourtthrows Lighton the

Position underthe EnglishArbitration Act1996”,MEALY'sInternational

ArbitrationReport,Volume24,2009(이하 ‘Grierson'이라 약칭한다),p.5.

465)Grierson,pp.5-6.

466)석 (註 166),164면.

467)김상수,110-111면;강병근(註 324),192면.정선주(註 278),166면은 공서

반을 제외한 취소사유에 하여는 차단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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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집행단계에서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반면,부정설은

재 정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을 경과하 다고 하는 차 인 이유로

재 정의 승인과 집행소송에 있어서 일체의 항변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다.468)

살피건 ,① 독일의 경우 국내 재 정에 하여 민사소송법 제1060조

제2항 3문469)에서 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취소사유는 집행거부사유가 되지 않

는다고 규정하여 차단효를 명시하고 있으나,우리 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② 재 정 취소와 승인 집행은 별개의 목 을 지닌

별개의 제도인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인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

기 해서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 정 승인 집행단계에서 취소사유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 으로 일 성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우리 재법의 해석론

으로는 당사자가 재 정 취소의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에 재

정의 취소사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재 정의 승인 집행 결청구 소송에서 차단효가 발생하

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470)

다만,국내 재 정의 승인만을 구하는 경우,국내 재 정은 이미 확정

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재법 제35조),이에 한 승인 결을 구할

필요가 없어 실 으로 승인 결청구의 소송에서 재 정 취소사유와

동일한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471)따라서 이

468)이호원(註 22),31-32면.

469)1060InländischeSchiedssprüche

(2)Aufhebungsgründenach§1059Abs.2Nr.1sindauchdannnicht

zuberücksichtigen,wenndiein§1059Abs.3bestimmtenFristen

abgelaufen sind,ohnedassderAntragsgegnereinen Antrag auf

AufhebungdesSchiedsspruchsgestellthat.

470)같은 취지로 석 (註 4),237면;이호원(註 22),28면.

471)이와 련하여 재법 제35조와 제38조의 계가 문제된다[석 (註 4),

94-95면]. 재법 제38조는 한민국에서 내려진 재 정은 재 정의 취소사

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취소사유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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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 정 취소의 소로써만 재 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

로,사실상 재 정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472)

다.검토

이와 같이 재 정의 취소의 소와 재 정의 승인․집행의 소는 목

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승인․집행의 소를 제기하기 해서 취

소의 소를 먼 제기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이와 같은 입

장을 취하는 이상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 정 승인․집행의 소

에서 취소사유를 승인 집행거부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이

타당하다(다만,국내 재 정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법 제35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이 경우에는 취소사유를 승

인거부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제9장 결론

는 재 정의 경우 법원의 승인 결을 받아야만 기 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

제된다.① 재법 제35조에서 국내 재 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②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재 정에 하여 승인 결을 받아야만 기 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면 승인 결시까지 당사자간의 권리 계가 불안하게 되어 법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재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③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의 효력을 소 으로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인 등을 고려하면,

국내 재 정은 그 정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기 력이 발생하고, 재 정 취

소의 소에 의하여만 그 기 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이 타당하다.

472)국내 재 정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집행은 승인을 논리

인 제로 하지만,양자는 개념 으로 구별되고,승인과 집행이 항상 함께 문

제되지는 않는다.따라서 국내 재 정의 승인만을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국내

재 정의 집행을 구하는 경우,집행을 구하는 단계에서 취소사유와 동일한 집

행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같은 취지로 석 (註 4),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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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논의의 정리 국제상사 재 정에 한 법원의

통제의 정한 정도

이상에서는 국제상사 재의 기 개념과 국제상사 재 정의 취소 그

한계를 살펴 본 후 국 재법과 우리 재법상 국제상사 재 정의 취

소사유와 취소의 소송 차를 비교․분석하 다.아울러 재 정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재 정 취소와 재 정 승

인․집행의 계에 하여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우리 재법에 한 개정 논의가 진행 인 에서 문제의식

을 얻었다.우리 재법은 1999년 개정된 이후로 실질 인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변화된 국제추세에 맞게 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두되었다.우리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국법을 거법으로

정하고, 국을 재지로 하여 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은 모델

법을 기 로 하면서도 법률문제에 한 항소처럼 자국의 사정에 맞는 특

이한 제도를 갖춘 재법을 갖고 있으므로, 국의 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식회사 이알앤씨와 LSF-KDIC

InvestmentCompany,Ltd.사이의 국제상사 재 정에 해 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473)이 선고됨에

따라,한국 법원이 결국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에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국수주의 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계 재계의 한국 법원에 한 의심의 리가 집 된 상황에서 법원

의 재 정에 한 통제의 정도에 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

하 다( 사건은 재 정 취소 사건은 아니나, 사건에서의 재 정

은 뉴욕 약이 용되는 외국 재 정으로서 재합의의 부존재 는

재합의의 범 일탈이 문제되었는데,이는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

473)서울고등법원 2013.8.16.선고 2012나88930 결. 재 상고심 계속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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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 정의 취소사유와 련하여서도 의

미가 있다).

국은 역사 으로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재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비법률가인 재인의 법률 용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필

요가 있었고,1996년 재법 개정 당시에도 뜨거운 찬반논란 끝에 법률문

제에 한 항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으로써474)모델법을 수

용한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폭넓은 재 정 취소사유를 규정하게 되었

다. 국 재법 제67조,제68조와 우리 재법 제36조의 재 정 취소사

유만을 비교하면 그 범 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국 재법 제69조가

재 정에 하여 법률문제에 한 항소라는 특별한 제도를 허용함으로

써 우리 재법상 재 정의 취소사유에 비하여 재 정에 한 통제의

범 가 확장된다.

국의 1996년 재법은 1950년 재법이나 1979년 재법에 비하여 법

원의 재 정에 한 통제의 정도를 확연히 축소하 지만,그럼에도 여

히 법률문제에 한 항소를 허용하고 있는데,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

이고,당사자 자치에 반하며, 재 정의 집행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

고,상업 으로 비 로 보호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게 된다’475)는 에서

많은 비 을 받고 있다.476)

그런데 국 재법과 학설․ 례를 검토한 결과,일응 법원의 재

정에 한 범 한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것만 같은 법률문제에 한 항

소제도가 사실은 재 정에 한 법원의 개입 통제를 축소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국 법원도 가 재 정에

474)Boretal,para11-2.

475)Esposito,p.432.

476) 한편, 국상업법원 이용자들의 원회(Commercial Court Users

Committee)의 2007년 보고서(TheHarrisReport)에 의하면,변호사, 재인,당사

자, 재기 을 상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 응답자의 60%가 법률문제에

한 항소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답하 다고 하여(Boretal.,para25.69),여

히 법률문제에 한 항소에 하여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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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입을 최 한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477) 이러한 태도는

Redfern과 Hunter의 다음과 같은 언 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제 재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재 정부의 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차가

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법원이

재 정부의 법률 용 는 본안에 한 단을 재심사한다면, 재의 신속성, 그

리고 무엇보다 재의 최종성이 상실될 것이다. 그 게 된다면 재는 단지 계속

하여 상 법원에서 심사를 받기 한 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478)  

이는 DAC Report와 함께 국 법원의 재에 한 기본 인 시각을

잘 보여 다.즉,DACReport는 1996년 재법의 개정목 이 재 차를

존 하기 한 것이지 재에 개입하기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 다.

이와 같이 국에서는 법원이 재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 하고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기 해 재 차에 한

법원의 통제를 가 이려는 세계 인 추세와도 일치한다(다만,1996

년 재법 개정 당시 법률문제에 한 항소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폐

지에 한 반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분쟁해결방법으로 법원의 결이 아닌 재인에 의한 재 정을 선택

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최 한 존 되어야 한다.소송법에 의하여 엄격하

게 규율되는 소송 차와는 달리 재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차가 유연한데, 재 정 는 차에 하자가 있더라

도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 비하여 유연한 차를 채택한 결과로서 어느 정

도 감수하여야 할 험이고,이에 한 통제는 법원에 의한 극 인

재 정의 취소보다는 시장의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 이

다.즉, 재인은 당사자가 선정하고, 재인에 한 비용도 당사자가 지

불하므로, 재 정을 함에 있어 차 ,실체 오류를 범한 재인은 다

477) 를 들어,앞서 본 PioneerShippingLtdvBTPTioxideLtd(TheNema)

[1981]Lloyd's2Lloyd'sRep239,AntaiosCompaniaNavieraSA vSalen

RederienaA.B.[1985]A.C.191.참조.

478) A. Redfern and M.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4thEdition,Sweet& Maxwell,2004,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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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인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재인은 그런 상황을 막기 해

서라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 정 취소는 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

자의 의사를 존 하더라도 정의의 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한 하자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 입법론 시사

이상의 논의에 따른 입법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1.법률문제에 한 항소 도입여부

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우리는 국에 비해서

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1999년도에 모델법을 받아들여 재법을

개정한 이유도 국제 인 수 의 재규범을 갖추어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에 있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재

법의 개정방향도 법원의 재에 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국제 인 흐름

에 박자를 맞추어야 하므로, 국 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문제에 한

항소와 같은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 락을 취소사유로 명시

국 재법은 단 락을 재 정의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재법은 이를 명시 인 취소사유로 규정하지 않고,학설은 재법

의 입법배경과 해석론을 근거로 단 락이 취소사유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재에 한 법원의 통제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재법에 취소사

유를 한정 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은 취소사유를 해석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하지 않다.

단 락은 재 정의 주문에 향을 미칠 당사자의 요한 공격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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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한 단을 락한 것으로서 재 정에 한 잘못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우리 재법에서도 국 재법처럼 단 락을 재

정의 취소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

국 재법 제4조,스 1은 강행규정인 것과 아닌 것을 명시하고

있다.우리 재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

지는 법규정의 문언 는 해석에 의하고 있다.‘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임의규정에 해당하나,그런 문언이

없다고 하여 항상 강행규정인 것은 아니다.우리 재법에도 국 재법

과 같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된다.479)

4. 재 정의 환송,변경 도입 검토

국 재법에서는 재 정에 한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률

으로 재 정을 취소하지 않고,환송,변경,취소,무효선언 등 다양한 효

과를 정하고 있는데,우리 재법에서 재 정에 한 취소만 가능하

도록 규정한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합리한 이 있다. 재 정이

취소되더라도 재합의의 효력에는 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 정부에

재 정을 환송하고,법원이 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 정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론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5. 재 정 취소재 의 신속성 도모

재 정 취소의 소는 재 정의 집행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따라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재의 장 을 유지하고 재 정의

479)석 (註 407),11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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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재 정 취소 차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재 정 취소를 결정으로 처리하자는 견해가 주장되나, 재

정 취소를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이는 하지 않고,결정으로 한다고 하여 신속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 정 취소의 소송 차는 결로 하되 사건 리를 효

율 으로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국과 같은 사건 리모델을 도입하

여, 재 정 취소사건 1회 변론기일에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쟁 이 많고 복잡하여 재 에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는 변론 비기일에서 조기에 주장과

쟁 을 정리하여 단기간 내에 집 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재 차 내의 항소제도 마련과 사 권리구제소진원칙 도입

재 차 내에서 재 정에 하여 항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사자

자치를 존 하면서도 재 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상사 재원 규칙을 개정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 차 내에 재 정에 한 항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이와 같이 당사자가 재 차 내에서 재 정에

한 항소를 정한 경우에는 국 재법처럼 사 권리구제 차로서 그

차를 먼 거친 후에 법원에 재 정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원의 재에 한 통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배제합의 허용여부

국에서는 재 정부의 할권, 재 정부, 재 차, 재 정의

한 하자에 해서는 배제합의를 인정하지 않고,법률문제에 한 항소

에 하여만 배제합의를 인정하고 있다.우리 재법상 재 정의 취소

사유는 체로 국에서 배제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우

리 재법 제36조는 법원이 재 정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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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원칙 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하기

에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다만 입법론으로 서울

을 국제 인 재의 심지로 만들기 한 수단으로 내국 련성이 없는

외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하여는 취소의 소 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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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번역문

24

Power to remove arbitrator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the 

arbitrator concerned and to any 

other arbitrator) apply to the 

court to remove an arbitrator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

  (a) that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b) that he does not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c) that he is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conducting 

the proceedings or there are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capacity to do so;

  (d) that he has refused or 

failed—

    (i) properly to conduct the 

proceedings, or

    (ii) to use all reasonable 

despatch in conducting the 

proceedings or making an 

award,

재인 해임권한

(1) 재 차의 당사자는 (상 방

과 문제된 재인 다른 재인

에게 통지한 후) 다음과 같은 사

유로 법원에 재인의 해임을 신

청할 수 있다.

  (a) 재인의 공정성에 정당한

의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존재

하는 경우

  (b) 재인이 재합의에서 요

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c) 재인이 재 차를 진행

하는 것이 육체 ․정신 으로 불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정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는

        

  (d) 재인이

    (ⅰ) 하게 차를 진행하

거나

    (ⅱ) 재 차를 진행하거나

재 정을 내리는 데

    실패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로서,

  신청인에게 실질 부정의가

부 록

1. 국 재법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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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at substantial injustice 

has been or will be caused to 

the applicant.

래되었거나 래될 경우

30

Competence of tribunal to rule 

on its jurisdiction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its own substantive 

jurisdiction, that is, as to-

  (a)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 whether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and

  (c)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할권에 하여 단할 수 있는

재 정부의 권한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 정부는 자신의 할권

에 하여 단할 수 있다. 즉, 

  (a) 유효한 재합의가 있었는

지 여부

  (b) 재 정부가 법하게 구

성되었는지 여부

  (c) 재부탁사항이 재합의의

상이 된 분쟁에 해당하는지 여

부

31

Objection to substantive 

jurisdiction of tribunal

(1) An objection that the arbitral 

tribunal lacks substantive 

jurisdiction at the outset of the 

proceedings must be raised by 

a party not later than the time 

he takes the first step in the 

proceedings to contest the 

merits of any matter in relation 

to which he challenges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party is not precluded from 

raising such an objection by the 

fact that he has appointed or 

participated in the appointment 

재 정부의 할권 단에 한

이의

 (1) 재 차를 시작할 때 재

정부가 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본안에

한 항변을 하기 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는 재인을 선정하

거나 선정할 비를 하 다고

해서 할권에 하여 이의할 권

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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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arbitrator.

(2) Any objec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 exceeding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must be 

mad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matter alleged to be beyond 

its jurisdiction is raised.

(3) The arbitral tribunal may 

admit an objection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in subsection 

(1) or (2) if it considers the 

delay justified.

(2) 재 차에서 재 정부가

할권을 유월하 다는 주장은

할권을 유월하 다고 주장한

사항이 제기되자마자 하여야 한

다.

      

(3) 재 정부는 이의제기 지연

에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 2항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33

General duty of the tribunal

(1) The tribunal shall-

  (a) act fairly and impartially as 

between the parties, giving each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of putting his case and dealing 

with that of his opponent, and 

  (b) adopt procedures suit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avoiding 

unnecessary delay or expense, 

so as to provide a fair means 

for the resolution of the matters 

failing to be determined.

(2) the tribunal shall comply with 

that general duty in conducting 

the arbitral proceedings, in its 

decisions on matter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in 

the exercise of all other powers 

재 정부의 일반 의무

(1) 재 정부는

  (a)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하고

편 이지 않게 행동하여야 하

고, 당사자 방에게 공격과 방어

를 할 합리 인 기회를 주어야 하

고

  (b) 단의 상이 되는 문제의

해결에 합한 수단을 마련하기

해 구체 인 사건의 상황에

합한 차를 채용하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을 방지하여야 하

며,

(2) 재 차의 진행, 차와 증거

에 한 결정, 그 밖에 재 정

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함

에 있어 이러한 의무를 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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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red on it.         

57

Correction of award or additional 

award

(3) The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a) correct an award so as to 

remove any clerical mistake or 

error arising from an accidental 

slip or omission or clarify or 

remove any ambiguity in the 

award, or

  (b) make an additional award 

in respect of any claim 

(including a claim for interest or 

costs) which was presented to 

the tribunal but was not dealt 

within the award.

  These powers shall not be 

exercised without first affording 

the other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tribunal.

재 정의 정정과 추가 정

      

(3) 재 정부는 직권 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a) 재 정문의 사무 오류, 

착오 락, 생략으로 인한 실수를

경정하거나 재 정문을 명확하

게 하거나 재 정문의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고,

  

  (b) 재 정문에 당사자의 주

장에 한 단(이자와 비용에

한 단을 포함한다)이 락된 경

우 추가 정을 할 수 있다.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재

정부는 상 방에게 의견을 진술

할 합리 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58

Effect of award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s final 

and binding both on the parties 

and on persons claiming through 

or under them. 

재 정의 효력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재

정은 당사자 방 이들을 통

해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최종 이

고 구속력이 있다.

66

Enforcement of the award

(1)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y 

재 정의 집행

(1) 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재

정은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법

원의 결이나 결정과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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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of the court, be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to the same effect.

(2) Where leave is so given, 

judgment may be entered in 

terms of the award.

(3) Leave to enforce an award 

shall not be given where, or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against whom it is sought to be 

enforced shows that the tribunal 

lacked substantial jurisdiction.

으로,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집행될 수 있다.

      

(2)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재 정의 내용 로 법원 결이

내려질 수 있다.

(3) 재 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

사자의 상 방이 재 정부가

할권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허가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그러

한 이의권은 제73조에 따라 상실

될 수 있다. 

67

Challenging the award : 

substantive jurisdiction.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a) challenging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 or

  (b) for an order declaring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on 

the merits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because the 

tribunal did not have substantive 

jurisdiction.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and the 

right to apply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2) The arbitral tribunal may 

재 정의 취소 : 할권

(1) 재 차의 당사자는 (상 방

과 재 정부에 통지한 후) 법원

에

  

  (a) 재 정부의 할권에

한 정의 취소 는

  (b) 재 정부의 본안에 한

정이 재 정부가 할권이 없

다는 이유로 일부 는 부 무효

라고 선언하는 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70조 제2항, 제3항의 제한에 따

라 이의권과 취소신청권을 상실할

수 있다(제73조 참조). 

      

(2) 재 정부는 법원에 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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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 further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in 

relation to an award as to 

jurisdiction.

(3)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challenging a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the 

court may by order—

  (a) confirm the award,

  (b) vary the award, or

  (c) set aside the award in 

whole or in part.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따른 신청이 계속 인 경우에도

재 차를 진행하여 할권에

한 정을 할 수 있다.

      

(3) 본조에 따른 재 정 취소

신청에 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 정을

  

  (a) 확인하거나,

  (b) 변경하거나,

  (c) 부 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4) 본조에 따른 법원의 단에

하여 항고하기 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68

Challenging the award : serious 

irregularity.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challenging an award in the 

proceedings on the ground of 

serious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and the 

right to apply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재 정의 취소 : 한 하자

      

(1) 재 차의 당사자는 (상 방

과 재 정부에 통지한 후) 재

정부, 재 차, 재 정에

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

에 재 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70조 제2항, 제

3항의 제한에 따라 이의권과 취소

신청권을 상실할 수 있다(제7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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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Serious irregularity means an 

irregularity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kinds which the 

court considers has caused or 

will cause substantial injustice to 

the applicant—

  (a) failure by the tribunal to 

comply with section 33 (general 

duty of tribunal);

  (b) the tribunal exceeding its 

powers (otherwise than by 

exceeding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see section 67);

  (c) failure by the tribunal to 

conduct th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agreed by the parties;

  (d) failure by the tribunal to 

deal with all the issues that 

were put to it;

  (e)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exceeding its powers;

  (f) uncertainty or ambiguity as 

to the effect of the award;

  (g) the award being obtained 

by fraud or the award or the 

way in which it was procured 

being contrary to public policy;

  (h)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the form of 

(2) 한 하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신청인에게 실질 부정의

를 래하 거나 래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a) 재 정부가 제33조에 규

정된 재인의 일반 의무를

반한 때

  (b) 재 정부가 제67조의

할권 외의 권한을 유월한 때

 

  (c) 재 정부가 당사자의 합

의에 반하여 재 차를 진행한

때

  (d) 재 정부가 재부탁사항

에 하여 모두 단하지 않은 때

 

  (e) 재 차 는 재 정과

련하여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부

여받은 재기 , 개인, 기타 기

이 그 권한을 유월한 때

  (f) 재 정의 효력이 모호하거

나 불확실한 때

  (g) 재 정이 사기에 의해 얻

어졌거나 재 정 자체 는 그

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공공질서

에 반하는 때

  (h) 재 정의 형식이 그 요건

을 결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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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ward; or

  (i) any irregularity in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or 

in the award which is admitted 

by the tribunal or by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3) If there is shown to be 

serious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the court may—

  (a) 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 in whole or in part, for 

reconsideration,

  (b) set the award aside in 

whole or in part, or

  (c) declare the award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to set aside or to 

declare an award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remit 

the matters in question to the 

tribunal for reconsideration.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 재 정부, 재 정 는

재 차와 련하여 당사자로부

터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재기

기타 기 이 재 정을 하거

나 재 차를 진행함에 있어

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때

      

(3) 재 정부, 재 차 는

재 정에 향을 미친 한 하

자가 있음이 입증된 때, 법원은

결정으로, 

  (a) 재 정의 부 는 일부

를 재심리하게 하기 해 재

정부에 환송하거나, 

  (b) 재 정의 부 는 일부

를 취소하거나, 

  (c) 재 정의 부 는 일부

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법원은 재 정부에 재심리를

해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부

하다고 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선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에 따른 법원의 단에

항고하기 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69 Appeal on point of law. 법률문제에 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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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eal to the court on 

a question of law arising out of 

an award made in the 

proceedings. An agreement to 

dispense with reasons for the 

tribunal’s award shall be 

considered an agreement to 

exclude the court’s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2) An appeal shall not be 

brought under this section 

except—

  (a)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or

  (b) with the leave of the 

court.

  The right to appeal is also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3) Leave to appeal shall be 

given only if the court is 

satisfied—

  (a)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will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 that the question is one 

which the tribunal was asked to 

determine,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재 차의 당사자는 (상 방

과 재 정부에 통지한 후) 재

정의 법률문제에 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재 정에 이유

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본

조에 의한 항소를 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본조의 항소는

        

  (a) 재 차의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거나

  

  (b)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기할 수 없다.

  항소권은 제70조 제2, 3항의 제

한을 받는다.  

(3) 항소에 한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발부된다.      

  (a) 그 문제에 한 결정이 당

사자의 권리에 실질 인 향을

것,

  (b) 그 문제가 재 정부가 결

정하여야 할 문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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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ha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fact in the award—

    (i)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the question is 

obviously wrong, or

    (ii) the question is one of 

general public importance and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is at 

least open to serious doubt, 

and

  (d) that, despite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resolve the matter by 

arbitration, it is just and proper 

in all the circumstances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question.

(7)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by order

—

  (a) confirm the award,

  (b) vary the award,

  (c) 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 in whole or in part, for 

reconsideration in the light of 

the court’s determination, or

  (d) set aside the award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to set aside an 

award, in whole or in par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remit 

the matters in question to the 

tribunal for reconsideration.

  (c) 재 정의 사실인정을 기

로 했을 때

    (ⅰ) 재 정부의 그 문제에

한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

나,   

    (ⅱ) 그 문제가 일반 으로

공 으로 요한 것이고 재 정

부의 단에 최소한 심각한 의심

이 들며,

  

(d) 당사자의 재합의에도 불구

하고 모든 상황에 비추어 법원이

그 문제에 하여 단하는 것이

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7) 본조의 항소에 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a) 재 정을 확인하거나

  (b) 재 정을 변경하거나

  (c) 재 정의 부 는 일부

를 재심리하게 하기 해 재

정부에 환송하거나

  

  (d) 재 정의 부 는 일부

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재 정부에 재심리를

해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부

하다고 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 정의 부 는 일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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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 judgment 

of the court for the purposes of 

a further appeal. But no such 

appeal lies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which shall not be 

given unless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question is one of 

general importance or is one 

which for some other special 

reason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ourt of Appeal.

(8) 본조의 항소에 한 법원의

결정은 추후 항고를 하는 경우 법

원의 결과 같은 것으로 본다. 

항고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

는데, 그 허가는 당해 사안이 일

반 으로 요하거나 는 항소법

원의 단을 받아야 할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

여된다.

72

Saving for rights of person who 

takes no part in proceedings

(1) A person alleged to be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but 

who takes no part in the 

proceedings may question—

  (a)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 whether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or

  (c)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proceedings in the court 

for a declaration or injunction or 

other appropriate relief.

(2) He also has the same right 

as a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to challenge an 

award—

재 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 보

(1) 재 차의 당사자로 주장되

었으나 재 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a) 유효한 재합의가 있는지

여부,

  (b) 재 정부가 법하게 구

성되었는지 여부 는

  (c) 재합의에 따라 재에 부

탁된 사안이 무엇인지에 하여

  법원의 선언 는 지명령에

한 차 는 기타 한 구제

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한 그는 다음과 같이 재

차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재

정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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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y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7 on the ground of 

lack of substantive jurisdiction in 

relation to him, or

  (b) by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8 on the ground of 

serious irregularity (within the 

meaning of that section) 

affecting him;

and section 70(2) (duty to 

exhaust arbitral procedures) 

does not apply in his case.

  (a) 그와 련하여 할권이 없

음을 이유로 한 제67조의 신청

  (b) 그에게 향을 미치는 (제68

조에 정한 범 내의) 한 하

자를 이유로 한 제68조의 신청

  이 경우 제70조 제2항의 사

권리구제소진원칙은 용되지 않

는다.

조문 원문 번역문

1504

Est international l'arbitrage qui 

met en cause des intérêts du 

commerce international.

국제상거래의 이익이 계된 경우

재는 국제 성질을 가진다.

1520

Le recours en annulation n'est 

ouvert que si :

(1) Le tribunal arbitral s'est 

déclaré à tort compétent ou 

incompétent ou

(2) Le tribunal arbitral a été 

irrégulièrement constitué ou

(3) Le tribunal arbitral a statué 

sans se conformer à la mission 

qui lui avait été confiée ou

(4) Le principe de la 

contradiction n'a pas été 

respecté ou

(5) La reconnaissance ou 

재 정은 다음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

(1) 재 정부가 할권에 한

단을 잘못한 경우 는

(2) 재 정부가 법하게 구성

되지 않은 경우

(3) 재 정부가 권한을 유월한

경우

(4) 정 차원칙이 수되지 않

은 경우

(5) 재 정의 승인 는 집행이

2. 랑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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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écution de la sentence est 

contraire à l'ordre public 

international

국제 공서에 반하는 경우

1522

 Par convention spéciale, les 

parties peuvent à tout moment 

renoncer expressément au 

recours en annulation. Dans ce 

cas, elles peuvent toujours faire 

appel de l'ordonnance 

d'exequatur pour l'un des motifs 

prévus à l'article 1520.

당사자의 명시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라도 취소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권

리를 포기하더라도 제1520조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집행결정에

하여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상

실하지 아니한다. 항고는 집행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재 정가

통지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

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않은 한, 집행결정을 포함한

재 정은 송달로써 통지된다.

조문 원문 번역문

1030

Schiedsfähigkeit

(1) Jeder vermögensrechtliche 

Anspruch kann Gegenstand einer 

Schiedsvereinbarung sein. Eine 

Schiedsvereinbarung über 

n i c h t v e rm öge n s r e c h t l i c h e 

Ansprüche hat insoweit 

rechtliche Wirkung, als die 

Parteien berechtigt sind, über 

den Gegenstand des Streites 

einen Vergleich zu schließen.

재가능성

(1) 재산권에 한 분쟁은 재가

능성이 있다. 비재산권에 한 분

쟁은 화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가능성이 있다.

1060 

제2항

3문

Inländische Schiedssprüche

(2) Aufhebungsgründe nach § 

1059 Abs. 2 Nr. 1 sind auch 

국내 재 정

(2) 피고가 재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제1059조 제

3.독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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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 nicht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in § 1059 Abs. 3 

bestimmten Fristen abgelaufen 

sind, ohne dass der 

Antragsgegner einen Antrag auf 

Aufhebung des Schiedsspruchs 

gestellt hat.

2항 제1호의 취소사유는 제1059

조 제3항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고려될 수 없다. 

조문 원문 번역문

10

(a)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United States court in and 

for the district wherein the 

award was made may make an 

order vacating the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1) where the award was 

procured by corruption, fraud, 

or undue means; 

  (2) where there was evident 

partiality or corruption in the 

arbitrators, or either of them; 

  (3) where the arbitrators were 

guilty of misconduct in refusing 

to postpone the hearing, upon 

sufficient cause shown, or in 

refusing to hear evidence 

pertinent and material to the 

controversy; or of any other 

misbehavior by which the rights 

of any party have been 

prejudiced; or 

(a) 재 정지를 할하는 법원

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정

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

다.

  (1) 재 정이 매수, 사기 는

부 한 방법으로 얻어진 경우

  (2) 재인 원 는 일부에게

명백한 편 성이나 직권 남용이

있는 경우

  (3)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재인이 심리기일

을 연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사

건과 련이 있고 요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 거나, 기

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

한 행동을 하는 등 재인에

게 유죄가 될 법행 가 있는 경

4.미국 연방 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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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here the arbitrators 

exceeded their powers, or so 

imperfectly executed them that 

a mutual, final, and definite 

award upon the subject matter 

submitted was not made. 

우

  

(4) 재인이 권한을 유월하 거

나, 권한을 부 하게 행사한 결

과 분쟁의 상에 한 공통 이

고 최종 이며 명확한 재 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11

In either of the following cases 

the United States court in and 

for the district wherein the 

award was made may make an 

order modifying or correcting 

the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a) Where there was an 

evident material miscalculation of 

figures or an evident material 

mistake in the description of 

any person, thing, or property 

referred to in the award.  

  (b) Where the arbitrators 

have awarded upon a matter 

not submitted to them, unless it 

is a matter not affecting the 

merits of the decision upon the 

matter submitted. 

  (c) Where the award is 

imperfect in matter of form not 

affecting the merits of the 

재 정이 내려진 곳을 할하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 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결

정을 내릴 수 있다.

  (a) 숫자에 하여 명백하고

요한 계산의 잘못이 있는 경우나

재 정에 기재된 사람, 물건 기

타 재산의 특정에 하여 명백하

고 요한 계산의 잘못이 있는 경

우

  (b) 재인이 재부탁을 받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 재 정을

한 경우에, 그것이 부탁사항에

한 정의 본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c) 분쟁의 본안에 향을 미치

지 않는 재 정의 형식사항이

불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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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번역문

5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1) 정의 승인과 집행은 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정의 승

인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 에게 다음의 증거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

될 수 있다.

     

  (a) 제2조에서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거나 는 당

사자들이 거법으로서 지정한 법

령에 의하여 는 지정이 없는 경

우에는 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

에 의하여 기 합의가 무효인 경

우 는

      

  (b) 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재인의 선정이나 재

차에 하여 한 통고를 받

지 아니하 거나 는 기타 이유

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controversy. 

The order may modify and 

correct the award, so as to 

effect the intent thereof and 

promote justice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 사이에 정의를 실 하기

해 결정으로 재 정의 내

용에 향을 미치도록 재 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5.뉴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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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는

       

  (c) 정이 재부탁 조항에 규

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는 그

조항의 범 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한 것이거나 는 그

정이 재부탁의 범 를 벗어나는

사항에 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

우. 다만, 재에 부탁한 사항에

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

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부탁사항에 한 결정을 포함하

는 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

될 수 있다.

       

  (d) 재기 의 구성이나 재

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

지 아니하거나 는 이러한 합의

가 없는 경우에는 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e) 정이 당사자에 한 구속

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 거나

는 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 이나 재 정의 기 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는 정지된 경우

     

(2) 재 정의 승인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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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

  (a)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or

  (b)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f 

the country.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 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 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a) 분쟁의 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 하에서는 재에 의

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는

  (b) 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

우

조문 원문 번역문

34

(6) Every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arbitration under 

the Rules, the parties undertake 

to carry out any award without 

delay and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their right to any 

form of recourse insofar as 

such waiver can validly be 

made.

(6) 모든 정은 당사자들을 구속

한다. 당사자들은 동 규칙에 따라

분쟁을 재에 회부함으로써 모든

정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확

약하고, 한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조문 원문 번역문

26.9
All award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By 

재 정은 최종 이고 당사자들

에게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들은

6.ICC 재규칙

7.LICA 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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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ing to arbitration under 

these Rules, the parties 

undertake to carry out any 

award immediately and without 

any delay (subject only to 

Article 27); and the parties also 

waive irrevocably their right to 

any form of appeal, review or 

recourse to any state court or 

other judicial authority, insofar 

as such waiver may be validly 

made.

분쟁을 이 규칙에 따라 재에 회

부함으로써 모든 정을 지체 없

이이행할 것을 확약하고(제27조에

따라), 그러한 권리의 포기가 유

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

에서 모든 사법기 이나 국가 법

원의 모든 방식의 항소, 재심사, 

불복을 취소불가능하게 포기한 것

으로 본다.

8. 국의 례 인용방법

국에서는 종래 례가 수록된 포트(A.C.,Q.B.,Ch.,W.L.R.,All

E.R.등)의 권호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 를 들어 [1888]22QB23)으

로 례를 인용하 는데,2001년에 “[연도]법원 이스 번호”와 같은 방

식으로 인용하는 neutralcitation system이 도입되어 재는 neutral

citationsystem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인용

방법을 혼용하 다.

주요 포트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A.C. : Appeal Cases Law Reports

All E.R. : All England Law Reports 

B.C.L.C : Butterworths Company Law Reports 

C.L.R. : Commonwealth Law Reports 

Ch. : Chancery Division Law Reports

Com.Cas. : Commercial Cases 

K.B. : King's Bench Division Law Reports

Lloyd's Rep:  Lloyd's Law Reports 

Q.B. : Queen's Bench Division Law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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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 : Weekly Law Reports

법원을 나타내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UKHL : United Kingdom House of Lords

EWCA Civ : 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EWHC :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ch : Chancery division

QB : Queen's Bench Division

Admin :  Administrative court

Comm : Commerc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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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nulmentofArbitralAwards

-A ComparisonofEnglishand

KoreanLaw andPractice

MinKyungKim

CollegeofLaw,InternationalTradeLaw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sadisputeresolutionmechanism,internationalarbitrationhasmany

meritscomparedtodomesticlitigation.Withadvantagessuchasthe

flexibilityofprocedures,confidentiality,impartiality,andgeneralease

ofenforcement,internationalarbitrationhasbecomefirmlyestablished

asaneffectivemeansofresolvinginternationaldisputes.If,however,

therewastobeasignificantsubstantiveorproceduralflaw inan

arbitralawardoritsproceedings,itmaybeprudentfortheretobea

waytocorrectanyinjustice.Oneavailablemethodisthesettingaside

procedure.

Butifallcaseswith substantiveorproceduralflawsautomatically

obtainedjudicialannulment,theessenceofarbitrationasasystematic

and effectivemethod ofdisputeresolution would be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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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mined;thereforeitisimportanttodeterminewhatattitudethe

courts should assume when regulating requests forannulmentof

arbitrationawards.

Inthispaper,Iexaminethegenerallyacceptedlegalbasesforand

attitudetowardsawardannulmentincountrieswhichhaveadoptedthe

ModelLaw onInternationalCommercialArbitrationofUnited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Model Law"). Further,

Korean lawsand precedentsare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equivalentsinEngland,acountrywithalongandrichtraditionof

internationalarbitration.

In chapter2,Ilook atthe fundamentalconcepts ofinternational

commercialarbitrationincluding,itsadvantagesanddisadvantages.

Chapter 3 discusses the need for an annulment procedure with

appropriatelimitationstosuchprocedure.Ilookattheacceptedlegal

basesforannulmentandtheproperproceduresofannulmentaccording

to the Model Law and certain decisions which have accepted

annulmentbaseduponreasonsoutsideofthescopeoftheModelLaw.

Chapters4and5reviewsthehistoryandcurrentsystem ofarbitration

inEnglandandKoreaandthetwolawsinrespectofarbitrationsuch

asgroundsforannulment,relatedlegaltheoriesandprecedentcases.

On the face,English courts appearto accepta widervariety of

reasonsforannulment,butthisisduetothefactthattheEnglish

courtshavehadauniquehistorywitharbitration.Englishcourtsare

verycautiousofinterferingwiththearbitrationprocessandrespecting

the sanctity ofarbitralawards.Iattemptto review this unique

relationshipbetweenthecourtsandarbitrationin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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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apter6,thedifferencesinproceduresrelatingtoawardannulment

inEnglandandKoreahavebeenanalysedandchapter7examinesthe

validity ofexclusion agreements.English and Korean attitudes to

grounds of annulment have been analysed to contemplate the

applicabilityoftheexclusionagreementanditscoverage.

Chapter8comparesthegroundsofannulmentasdetailedintheModel

Law,Englishlaw,andKoreanlaw respectivelyinordertoexamine

whetheranapplicationtosetasideanawardattheseatofarbitration

isrequiredinordertoopposetheenforcementofanawardinanother

jurisdiction.

Anarbitralawardmayonlyberevokedwhenthereareproceduralor

substantiveflawsacourtsimplycannotoverlookandthecourtshould

onlyinterveneifsuchactionsarevitaltopreservingthejurisdiction's

notionsofjustice.Thusabalancemaybefoundbetweenrespecting

arbitration asa meansofdisputeresolution and protecting parties

whom havehadtheirrightsintrudedbyarbitration.

keywords :1996 England Arbitration Act,Korean Arbitration

Act,annulmentofarbitralaward,exclusion agreement,serious

irregularity,appealonpointoflaw

StudentNumber:2012-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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