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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현행 중재법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UN국제거래법

위원회는 2006년 모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모델법의 중요한 두 가지 착안점은 첫째,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것이고, 둘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에 관

한 것이다. 

  중재합의에 관한 모델법의 문언은 1958년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을 기초로 한 것

이다. 제7조의 개정은 국제거래에서 진화하는 실무와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모델법은 별도의 장(제IV장A)을 신설하였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제17조의 개정은 임시적 처분이 국제상사중재의 실무에서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개정 모델법은 

또한 임시적 처분의 집행 체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적 처분의 집행가능성이 

자주 중재의 실효성에 의해 좌우됨을 고려한 것이다. 중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

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도 개정 모델법에 의하

여 완화되었는데 이는 중재합의에 관한 제7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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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장래 고려할 개정의 착안점으로 아래 사항들을 

제시한다. ① 중재합의의 방식, ②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 ③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 ④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또는 집

행허가)요건의 완화, 즉 집행판결 제도의 완화, ⑤ 중재가능성, ⑥ 분쟁의 실체의 준

거법, ⑦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⑧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⑨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과 ⑩ 기타 논점들(법원의 전문성 보장과 관할, 중

재대리, 중재의 비밀보장, 중재비용, 중재판정 원본의 보관, 이자 지급, 집행권원의 

보충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 중재실무가들이 중재법학의 발전에도 

좀더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주제어: 개정 모델 중재법, 중재합의, 임시적 처분. 사전명령, 중재가능성, 중재판정의 

집행, 집행판결, 대한상사중재원

Ⅰ. 머리말

구 중재법은 1966년 제정 후 1973년 부분 개정되었을 뿐이었다. 지난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중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동 일자로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개정된 중재법1)은 2010. 3. 31. 법률 제10207호로 한글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이하 현행 중재법을 “중재법”이라 한다). 중재법은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모델법”이라 한다)2)을 전면 수용하면서 민사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함께 규율하는 데 특색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

라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보편성이 있는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 

1) 1999년 개정 중재법의 개관은 장문철, “개정중재법 해설,” 인권과 정의 제284호 (2000. 4.), 

99면 이하; 하용득, “중재법의 개정경과 및 주요내용,” 재 통권 제295호 (2000년 봄), 

6면 이하 참조. 필자도 중재법의 개정 전후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석광현, “중재법개정안에 대한 관견,” 법률신문 제2822호 (1999. 9. 20.), 14면; 

석광현, “중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 재 제298호

(2000년 겨울), 15면 이하); 석광현, “改正仲裁法의 몇 가지 문제점 –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1), 471면 이하. 이 글은 수정되어 석광

현, 국제상사 재법연구, 제1권 (2007), 55면 이하에 수록되었다(이하 이 책을 “석광현, 

국제중재법”이라고 인용한다). 이 글은 위 글들에서의 논의를 진전시킨 것이다.
2) 모델법 대신 ‘표준법’ 또는 ‘모범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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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9년 중재법 시행을 계기로 이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중재규칙은 2000. 

5. 15.부터 시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 수요에 부응하고자 ‘대한상사중

재원 국제중재규칙’(The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을 제정하였고 이는 2007. 2. 1.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양자의 병

용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자, 대한상사중재원은 2011. 9. 1. 양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중재규칙을 ‘국내중재규칙’(이하 현행 국내중재규칙을 “국내중재규칙”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였고 국제중재에는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이하 현행 국제중재규칙을 

“국제중재규칙”이라 한다)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자의 관계를 조정하였다.3)

여기에서는 주로 국제상사중재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재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

고 입법론적 개선점을 제안한다.4) 그러나 그 대부분은 국내중재에도 공통된다. 

UNCITRAL은 2006년 ① 중재합의의 방식을 완화하고 ②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

세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모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UN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여기에서 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정된 모델법(이하 “개정 

모델법”이라 한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그 밖에 1999년 개정의 

결과 남아 있는 미흡한 점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아래에서는 첫째, 중재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Ⅱ.), 둘째, 중재법 개정의 주요 착안점(Ⅲ.)의 순서로 논의한다.

참고로 독일은 1998. 1. 1.자로 민사소송법(ZPO) 중 중재편(제10편 제1025조 — 

제1066조)을 개정하였고, 일본도 2004. 3. 1. 중재법을 제정하였다.5) 모델법을 전면 

수용하고,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함께 규율하는 점은 한․독․일 3국이 같다. 더욱

이 3국은 민사소송법제가 유사하므로 독일과 일본의 중재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아시아 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2011. 6. 1. 발효된 홍콩 중재법

(Arbitration Ordinance)6)과 2012. 6. 1. 발효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3)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평가는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통권 146호) (2008. 3.), 71면 

이하 참조. 필자의 지적 중 일부는 2011. 9. 1.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시 반영되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인 중재법과 국제중재규칙의 정합성의 부족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4) 근자에는 중재법의 개정에 관하여는 장문철, “중재법의 개정방향”, 재 (2011년 봄), 6면 

이하에 짧은 글이 있다. 
5) 일본 중재법에 관하여는 우선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ル (2003); 三木浩一/

山本和彦 編, 新仲裁法の理論と實務 (2006) 참조. 
6) 이는 모델법을 받아들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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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ct)에 대해서도 언급한다.7) 

Ⅱ. 중재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

여기에서는 우선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와 개정의 방향을 간단히 정리

한다. 

1. 현행 중재법으로 족한가

우리는 1999년 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이미 적절한 중재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중재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가 정

비된 중재법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개정 모델법의 개정 착안점과 아래에서 논

의하는 착안점(특히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 절차의 단순화)을 고려한다면 중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중재법은 실무상 중요하지 않나

특히 실무가들은 실무상 기관중재규칙이 중요하므로 굳이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8)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중재를 규율하는 규범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중재지의 중재법과 그에 적용되는 기관중재규칙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중재지가 한국이라면 이는 중재법과 국제중재규칙 또는 기타 기관

중재규칙, 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중재규칙”이라 한다)이 될 것이다. 국제중재규

칙이 적용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를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7) 다만 양자에 대한 필자의 연구가 부족하므로 여기에서는 단편적 언급에 그친다. 스코

틀랜드와 아일랜드도 2010년 각각 중재법을 개정하였다. 강병근,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8호 (2012. 4.), 103면 이하; 

강병근, “2010년 아일랜드 중재법에 관한 소고”, 스티스, 통권 제130호 (2012. 6.), 

309면 이하 참조.
8) 2007. 2. 1. 시행된 국제중재규칙은 이런 전제 하에 성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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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현행 중재법제의 중층구조

중재법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적용된다(제2조 제1항). 국제중재규칙이 적용

되는 경우 중재지가 외국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우리 중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특히 국제중재규칙의 시행 초기에는 대체로 중재지가 한국일 것

이다. 따라서 중재지가 한국이고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행해지는 국제중재를 규율

하는 규범은 “중재법 + 국제중재규칙”이라는 중층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양자를 

통합한 규범, 즉 양자의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

만 중층구조의 구체적 모습은 중재절차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중재절차의 경과를 

① 중재절차 개시단계, ② 중재절차 진행단계와 ③ 중재판정 후 단계로 구분하면 

①과 ② 단계에서는 국제중재규칙과 중재법이 함께 적용되는 데 반하여, ③ 단계, 

특히 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거의 전적으로 중재

법이 적용된다.9) 이를 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중재지가 한국이고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중재에서 중재규범의 중층구조>

중재절차 개시단계 중재절차 진행단계 중재판정 후의 단계

적용

규범

국제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중재법

중재법
중재법

 * 위 표에서 국제중재규칙을 위 칸에 적은 것은 그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하여 중재

법의 조문을 배제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상위규범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 각 규범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의 사실상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중재규범은 다음과 

같다.

9) 아래에서 보듯이 ICC 중재규칙(제34조 제6항)은 ICC 중재규칙이 중재판정 취소의 맥락

에서 중재지 중재법상의 통제 하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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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가 한국이고 ICC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중재에서 중재규범의 중층구조>

중재절차 개시단계 중재절차 진행단계 중재판정 후의 단계

적용

규범

ICC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중재법

중재법
중재법

중재법상 당사자들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제20조), 양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제19조). 제19조는 ‘중재절차의 대헌장의 핵심적 

요소’(key element of the Magna Carta of arbitral procedure)로서 중재에서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를 규정한 것으로 광범위한 당사자의 계약자유를 규정한 제20조를 

제한한다.10) 실제로는 중재법은 당사자의 계약자유를 널리 인정하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기관중재규칙이 사실상 중재절차를 규율한다. 즉 그 경우 사적 자치가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기관중재규칙이 적용되고,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이 중재지

법에 의하여 보충된다. 실무가들은 이런 이유로 기관중재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중재법(특히 중재지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관중재

규칙은 법적 진공상태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11) 특히 중재절차 개시단계와 

중재판정 후의 단계에서는 중재절차 진행단계와 비교할 때 중재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①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

10) Howard M. Holtzmann and Joseph E. Neuhaus,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and Commentary 

(1989), pp.550-551.
11) 일부 법률가들과 중재전문가들은 국제중재규칙도 비용과 중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제외하면, 실무상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기관중재규칙도 중

재절차를 빠짐없이 규율하지는 않고, 중재절차는 사적 자치에 기초하여 중재인과 당

사자들이 형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결국 중재인의 역량과 당사자와의 상호협력

만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모든 절차법이 가지는 한계, 즉 분쟁의 

실체에 관한 결론은 절차법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관중재규칙은 정치한 절차규칙을 두고 있고, 당사자는 기관중재규칙

을 선택함으로써 게임의 규칙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는 

합의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요컨대 중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중재법과 기관중재규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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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중재판정부에게 주는 취지의 조문을 기관중재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와 

② 당사자들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기관중재

규칙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다. ICC 중재규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중재지법이 

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12) 당사자들이 중재지 선정 시 중재지가 국제

중재에 우호적인 선진 중재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 중재법과 국제중재규칙의 정합성

이처럼 중재절차의 개시단계와 중재절차의 진행단계에 관한 한 국제중재규칙에 

의하여 수정된 바에 따른 중재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국제중재규칙과 중재법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여기에서 ‘정합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제중재규칙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결정

하기 위하여는 중재법의 어느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를 알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중

재법 제18조 제1항에서 보듯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유사한 

문언이 포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그런 문언이 없는 규정은 강행규정일 것이

나,13) 그런 문언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강행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구

체적 범위는 앞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4) 입법론적으로도 중재법 전반에 걸쳐 

강행규정성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중재규칙에서 중재법을 따르면서 細則을 정할지, 아니면 중재법과 다른 

선택을 할지와 그 범위의 결정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중재규

칙과 중재법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지도이념의 문제이다. 사견으로는 국제중재규칙

12) 상세는 석광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

호작용”, 국제소송법무, 통권 제3호 (한양대학교, 2011. 11.), 1면 이하 참조.
13) 양병회 외, 주석 재법 (장문철ㆍ박영길 집필부분) (2005), 21면.
14) Stein/Jonas/Schloss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22. Auflage Band 9 (Ⅱ/2002), 

§1027 Rn. 2도 동지. 영국 중재법은 Schedule 1에서 강행규정인 조문을 열거하고 당

자사가 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우리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을 구하는 당사자는 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서와 중재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비록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지만,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중

재합의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그 서류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近藤昌昭 외 

4인(註 5), 128-145면은 일본 중재법을 분석하여 강행규정인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의 

일람표를 제시한다. 다만 위 견해도 일률적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개별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우리 중재법 제28조에 상응하는 

일본 중재법 제35조 제1항에서도 당사자가 합의로써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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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칙적으로 중재법을 기초로 필요한 細則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재법에 나타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달리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는 또한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중재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필자가 생각하는 규범 

간의 관계의 이상적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이상적인 모습>                       <현재의 모습>

국내중재규칙

(특유부분)

국제중재규칙

(특유부분)

중재규칙

(공통부분)

중재법 중재법

         

3. 중재법 개정의 방향

현재로서 필자가 구상하는 중재법 개정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착안점은 

아래(Ⅲ)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가. 가능한 한 중재에 호의적인 방향

장래 중재법의 내용은 가능한 한 중재에 호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중재의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나, 

법원의 지나친 관여는 중재의 사적 성질(private nature)을 침해할 수 있고, 중재절

차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지연전략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관여는 

적절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나. 모델법 체제 유지 v. 독자 노선의 추구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모델법 체제에 얽매이지 말고 독자적인 중재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는 시기상조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재법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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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1999년 모델법을 받아들이기로 한 입법자들의 결단에도 반하므로 적어도 

당분간은 모델법의 체제를 유지하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모델법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모델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모델법 체제를 수용한 국가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 수 있다.

다. 1999년 개정 중재법 체제의 유지와 개선

근자에 논의되는 개정작업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개정 모델법이 제기한 개선점을 

중재법에 반영할 것인가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금번 개정은 1999년 개정 

중재법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소개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1999년 개정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999년 개정작업 시 충분히 논의

되어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뒤집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1999년 개정작업 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항(예컨대 중재가능성의 문제)이나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예컨대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의 방법을 완화하는 문제)은 예외이다.15) 

장래에 중재법의 대개정(예컨대 중재법의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등 모델법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중재법을 조정 등 다른 대체적 분쟁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하의 여기의 논의는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Ⅲ. 중재법 개정의 주요 착안점

중재법 개정의 주요 착안점은 아래와 같다. 개정 모델법이 제시하는 착안점들인 

①∼③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필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논의한다.

① 중재합의의 방식(서면요건), ②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 ③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

(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즉, 집행판결 제도의 완화), ⑤ 중재가능성, ⑥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⑦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⑧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⑨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과 ⑩ 기타 논점들(법원의 전문성 보장, 중재

대리, 중재의 비밀보장, 중재비용, 지연손해금 내지 지연이자, 집행권원의 보충 등)

이 그것이다. 

15) 이 점에서 1999년 개정 작업의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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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방식을 규정하는데 개정 모델법은 서면성을 완화하거나 폐지

하므로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중재법의 규정

중재법(제8조)은 구 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

는데, 이는 대체로 모델법(제7조 제2항)을 따른 것이다. 중재법(제8조 제3항)은 서

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한다.16)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은 중재

합의에 관한 서면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 자체가 서면으로 이루

어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또는 일방당사자가 작성한 

문서가 서로 교환된 경우에는 이 요건이 구비되지만, 서면청약을 구두로 승낙하거

나 구두청약을 서면으로 승낙하는 것과,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를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비록 국제거래에서는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서면요건을 구

비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완전한 서면방식’(volle Schriftform) 또는 ‘이중서

면성’(doppelte Schriftlichkeit)이라고 설명한다. 모델법에 관하여도 이렇게 설명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의 경

우에도 같다.17)

나. 개정 모델법의 소개

주목할 것은, 2006년 6월∼7월에 개최된 UNCITRAL 제39차 본회의에서 모델법

(제7조)을 개정하여 제7조의 두 가지 선택지, 즉 Option I과 Option II를 채택하였

다는 점이다.18) 

16) 제3항 제1호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를 열거하나 ‘기명

ㆍ날인’도 함께 규정했어야 한다. 중재법의 해석상 그 경우 서면성이 부정되지는 않

겠으나, 특히 국내중재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기명ㆍ날인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17) 참고문헌은 석광현, 국제 재법, 488-489면 참조.
18) 소개는 노태악ㆍ구자헌, “최근 UNCITRAL 모델 중재법의 개정논의 결과와 국내법에의 

시사 – 중재합의의 서면성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의 황과 

망–2006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473면 이하 참조. 본문의 국문은 대

체로 위 노태악ㆍ구자헌, 474면, 477면을 따랐다.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111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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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I 제7조 중재합의의 정의와 방식

  1. “중재합의”란 계약적이든 비계약적이든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서 중재

조항의 일부로 또는 독립한 합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만약 중재합의 또는 계약이 구두, 행위 기타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its content)이 기록되었다면 

그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충족될 수 있는바, 

이에 포함된 정보는 사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란 전자문서(data message)의 수단으로 

당사자가 하는 어떤 형태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전자문서란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보, 전신 또는 전화복사기(telecopy)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더 나아가 일방 당사자가 서로 교환된 신청서와 답변서의 내용에서 중재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것이다.

  6.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다른 문서에 대한 인용이 있고, 그 인용이 

당해 계약조항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한 것이다. 

제8조 제4항.

❙Option II 제7조 중재합의의 정의

  “중재합의”란 계약적이든 비계약적이든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

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Option I은 서면합의일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뉴욕협약과 같지만 그 어떤 방식

이든 간에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되면 서면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으로써 서면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면청약을 구두로 승낙하거나 구두청약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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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승낙하는 것과,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를 사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하는 경우 모두 서면요건을 구비한다(제7조 제3항).19) 이는 국제연합의 1996년 모

델전자거래법과 2005년 전자계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서면성이 충족됨을 명시하는 점에서도(제7조 제4항) 의미가 있다. 

Option I에 따르면 서면 중재합의가 없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다투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implied agreement)에 의

하여 중재합의의 존재가 긍정된다.20) Option I은 대체로 영국 1996년 중재법(제5조 

제3항과 제4항)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21)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

하인에게 교부하는 선하증권은 중재법에 따르면 엄밀하게는 서면성을 충족하는 것

으로 보기 어렵지만 Option I에 따르면 서면성을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에 Option II는 서면요건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어느 선택지에 의하든 국내법으로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뉴욕협약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뉴욕협약(제2조 제2항)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이 더 완화된 중재합의의 방식을 정한 경우 뉴욕협약

(제7조)에 따라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뉴욕협약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UNCITRAL이 2006. 7. 7. 제39차 회기에서 채택한 권고안(제2항)은 

이 점을 명확히 한다. 왜냐하면 뉴욕협약(제7조)은 문면상 중재판정의 집행의 맥락

에서만 최혜권리조항을 규정하나 이는 중재합의의 맥락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 우리의 입법론

UNCITRAL은 Option I과 II 간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결정을 

각국의 입법자에게 맡기는데,22) Option I은 종래의 국내입법과 법원판결에 반영된 

실무와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23) 종래 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서면요건을 

19)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2008), Part Ⅱ에 수록된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ara. 19. 이하 

이를 “사무국 주석”이라 한다.
20) Nigel Balckaby and Constantine Partasides with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fth Edition (2009), para. 2-16. 
21)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Ⅰ (2009), p.606.
22) 사무국 주석, para. 19.
23) Redfern/Hunter(註 20), para.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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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서면요건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Option II는 중재합의의 

존재에 관한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좀 과격한 것으로 보이고 Option I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Option I은 기록의 주체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단순히 중재합의의 내용(content)

이 기록될 것을 요구할 뿐인데,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지는 불

분명하나 중재합의의 본질적 요소(essentialia negotii), 즉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

에 부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기록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24)25) 또한 Option II에 

따르더라도 중재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Option I과 Option II자의 

실제 적용결과는 매우 유사할 것이다.26) 

만일 우리가 Option I을 따라 중재법을 개정한다면 과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은 기초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위 사건은, 원고가 베트남 상사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재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종의 묵시적인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인

데, 대법원 판결은 비록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뉴욕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7) 

참고로 2011. 5. 1. 발효한 개정 프랑스 민사소송법(제1507조)은 국제중재에 관하여 

방식요건을 전면 폐지하였다.28) 한편, 2011년 홍콩 개정중재법(Arbitration Ordinance)과 

2012년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은 모두 Option I을 채택

하였다.

2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은, 뉴욕협약(제2조)에 의하면 동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5) 그렇다면 당사자들 간에 구두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서

에서 중재합의가 있다고 기재하면 그것으로써 서면요건이 구비되는 것인지, 나아가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서에서 중재합의가 있다고 기재하면 비록 당사자들이 중재합

의의 존재를 다투더라도 이는 중재합의의 성립의 문제이고 서면성은 구비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으나 그렇게까지 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26) Born(註 21), p.606.
27) 필자는 뉴욕협약의 해석상 위 판결이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비록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금반언(estoppel)의 법리’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그 

후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 재법, 

343면 이하 참조. 
28) 2011년 개정 프랑스 민사소송법 중 중재편(제4편)의 소개는 안건형ㆍ유병욱,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5권 제2호 (2011),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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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적 처분29)

가. 중재법의 규정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

인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법제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

는다.30) 구 중재법과 달리, 중재법(제18조 제1항 제1문)은 모델법(제17조 1문)을 

따라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중재법의 문언상으로는 

모델법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신문 없이 하는 

일방적 임시적 처분(ex parte interim measures) (이하 “일방적 처분”이라 한다)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양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중재절차의 대원칙에 반하므로 허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31) 그러나 개정 모델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명령의 

형식으로 일방적 처분을 도입하고 있다.

(2)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유형

국제상사중재에서 내려지는 임시적 처분의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첫째, 손해를 

29) 상세는 석광현, 국제 재법, 439면 이하 참조.
30) 예컨대 중국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중재위원회는 직접 임시적 처분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이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윤진기, 국 재제도 

(1998), 141면.
31) 보전처분의 밀행성에 익숙한 우리 법률가들로서는 이는 다소 의외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재 선진국들은 그러한 권리를 중재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Refern/ Hunter, para. 7-22 참조. 개정 모델법이 중재인이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전

명령제도를 임시적 처분과 별도로 도입하면서 그 효력을 20일로 제한하고 집행력을 

부정한 것은 모델법상 일방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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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기 위한 처분(현상유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도 이에 포함), 둘째, 장래 중재

판정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자산동결처분도 이에 포함)과, 셋째,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2) 그 밖에도 증거보전에 관한 

임시적 처분이 있다.

주의할 것은, 중재법(제18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

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시적 처분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에 한정된다는 점

이다. 따라서 예컨대 분쟁의 대상(즉 계쟁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가능하나, 둘째 유형에 속하는, 중재의 대상이 아닌 피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기타 처분을 할 수는 없다.33) 따라서 그 범위를 넘는 그 밖의 

현상유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34)

또한 중재법상 중재판정부는 셋째의 유형, 즉 訴訟留止命令(또는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참고로 법원의 소송유지명령이 허용되는 영국에서도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

명령은 과거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근자에는 중재판정부의 소송유지명령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럽사법재판소가 2009. 2. 10. Allianz v. West Tankers 

사건 판결35)에서 중재지가 영국인 경우 중재합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

국법원이 내리는 소송유지명령은 브뤼셀체제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과 중

재판정부의 소송소유지명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36)

다만 중재법상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고, 이는 중재규칙의 지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37) 

32) A/CN.9/WG.II/WP.119, paras. 16-18, A/CN.9/468, para. 81 참조. 이 부분은 노태악ㆍ

구자헌(註 18), 490면 이하 참조.
33) 목영준, 상사 재법 (2011), 187면.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with Nigel Balckaby 

and Constantine Partasides,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urth Edition (2004), paras. 7-26, 7-27. 
34) Redfern/Hunter(註 33), para. 7-28.
35) C-185/07.
36) Thomas Raphael, The Anti-suit injunction (2008), para. 7.41. 영국법상 소송유지명령에 

관하여는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소송유지명령”,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0호 (2010. 4.), 3면 이하;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와 訴訟留止命令

(anti-suit injunction)”,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2012), 649면 이하 참조.
37) Stein/Jonas/Schlosser(註 14), §1041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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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ICC 중재규칙(제28조 제1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

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임시적 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법보다 넓은 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는데, 당사자가 ICC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ICC 중재실무가들은 ICC 중재규칙상으로도 일방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한다.38) 이는 상대방이 중재판정부의 중립성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9) 이처럼 중재인의 일방적 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당

사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집행

제18조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집행방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재법상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재판정에 한정되므로(제37조 이하)40) 중재

판정부가 결정으로서 하는 임시적 처분은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CC 중재

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인은 임시적 처분을 명령 또는 판정의 형태로 할 

수 있으므로 중재인이 판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이는 우리 중재법상으로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국판정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41)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적 처분을 판

정의 형태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적 처분은 상당부분 의미를 상실하므로 독일 민사소송법(제1041조 제2항)

처럼 명문의 규정을 두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42)

38) Yves Derains and Eric A.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Second 

Edition (2005), p.299.
39) Derains/Schwartz(註 38), p. 299.
40) 중재법은 중재인이 절차에 관하여 하는 판단을 결정의 형식으로, 본안에 관하여 하는 

판단을 판정의 형식으로 하도록 이원화하고 있다. 목영준(註 33), 186면.
41) 석광현, 국제 재법, 300면 참조.
42)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집행은 쉽지 않

지만, 중재판정부의 모든 명령은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임시적 처분이 무의

미한 것은 아니고, 본안을 판단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당사자들이 무시하는 

것은 용감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에서 임시적 처분은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Redfern/Hunter(註 33), para. 7-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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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모델법의 소개

개정 모델법은 제Ⅳ장A로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또는 예비명령.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이라는 장을 신설하여 상세한 규정을 둔다.43)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제26조)은 임시적 처분을 도입하였으나 사전명령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제IV장A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

  제1절 임시적 처분

    제17조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제17조A 임시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건

  제2절 사전명령

    제17조B 사전명령의 신청과 사전명령을 하기 위한 조건

    제17조C 사전명령을 위한 특별제도

  제3절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에 적용되는 조항

    제17조D 변경, 정지, 종료 / 제17조E 담보제공 

    제17조F 개시(disclosure) / 제17조G 비용과 손해배상

  제4절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

    제17조H 승인과 집행 / 제17조I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근거

개정 모델법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이어야 

한다는 모델법상의 제한을 삭제하고, 임시적 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시한다. 즉, 제

17조A에 의하면 임시적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① 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있고, ② 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처분을 인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커야 하며, 또한 ③ 신청 당사자가 본안에서 이길 만한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44)

43) 문언은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html 

참조. 소개는 노태악ㆍ구자헌(註 18), 492면; 한민오,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판

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2. 2.), 

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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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처분의 허용 여부는 개정 모델법을 성안하기 위한 UNCITRAL 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미국측 대표단은 개정 모델법에 일방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였으나 일부 대표단은 그에 대해 비

판적인 견해를 취하였다.45) 개정 모델법 제17조B는 타협안을 규정하는데,46) 이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 후에 내려지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의 신청과 동시에 일방적 처분인 사전명령(preliminary orders)이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적 처분은 관할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승인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집행해야 하는 반면에(제17조H), 사전명령은 20일간만 유효하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17조B, 제17조C). 예컨대 상대방 당사자가 관련 재

산을 은닉하는 등 임시적 처분에 대한 신청의 공개가 처분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경우 중재인은 사전명령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개정 모델법(제17조 제2항)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과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도 내릴 수 있음을 명

시한다47)(다만, 법원의 소송유지명령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실효적이다). 즉 제

17조 제2항은 b호는 “중재절차 자체에 현재의 또는 임박한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방지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임시적 처분에 포함시킴으

로써 중재판정부에 의한 소송유지명령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48)

나. 기관중재규칙의 태도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국제중재규칙(제2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44) 근자에는 임시적 처분을 하기 위한 실체적 기준을 정하는 준거법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① 중재지법, ②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과 ③ 국제적 기준(중재판정 

등으로부터 도출되는)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개정 모델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중재지법설을 성문화하는 것이 되고, 그 경우 현재 발전 중에 있고 

사안별로 그리고 임시적 처분의 유형별로 개별화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 고착화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 기준을 지지하는 논자는 개정 모델법(제17조A)에 

대해 비판적이다.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Ⅱ (2009), 

p.1976 이하 참조. 그 밖에 제17조A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논의는 위 Born, p.1976, 

Fn. 187과 p.1980 이하 참조.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독자적 입장에서 임시적 처분의 법

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45) Redfern/Hunter(註 20), para. 5-29.
46) Redfern/Hunter(註 20), para. 5-30.
47) 다만 ‘소송유지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48) 노태악ㆍ구자헌(註 18),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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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전 및 임시적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 등의 형식으로 한다. 

한편 위에 언급한 ICC 중재규칙(제2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8조 보전적 및 중간적 처분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록이 송부되는 즉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중간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처분을 요청

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처분을 

발할 수 있다. 그러한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붙인 명령 또는 판정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중재법(제18조)이 분쟁의 대상에 관한 임시적 

처분만을, 그것도 결정의 형식으로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중재규칙(제28조)은 

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하게 하고, 그 범위를 분쟁의 대상에 관한 것에 한정

하지 않는 점에서 ICC 중재규칙(제23조 제1항)과 유사하다. 주의할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CC 중재규칙의 해석상 일방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중재법, 국제중재규칙(ICC 중재규칙)과 개정 모델법의 

비교

국제중재규칙의 해석상 일방적 처분이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ICC 중재규

칙의 해석론을 참작하면 어려울 것이다. 임시적 처분의 취급에 관한 중재법, 국제

중재규칙(ICC 중재규칙)과 개정 모델법의 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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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처분의 취급에 관한 규범 간 비교>

중재법
국제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개정 모델법

중재인의 권한 있음 있음 있음

일방적 처분 논란 여지49) 논란 여지50)
일방적 사전명령 가능하나 

일방적 임시적 처분 불가능

임시적 처분 유형
분쟁대상에 관한 

것에 한정

집행보전을 위한 것과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것도 가능

집행보전을 위한 것과 중재 

절차 진행에 관한 것도 가능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의 구분
하지 않음 하지 않음

구분함. 

사전명령은 20일간 유효

임시적 처분 형식 결정 명령 또는 판정 판정 또는 기타 형식

임시적 처분 집행 불가
규정 없음. 

집행지법에 따를 사항

사전명령은 불가능 

임시적 처분은 가능

라. 입법론

(1) 중재법의 경우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개정 모델법을 채택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1999년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개정 모델법도 전면 

수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나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시중재를 고려한다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기관중재를 

생각하면 국제중재규칙 또는 ICC 중재규칙과 같은 중재기관규칙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중재법을 개정할 실제적 필요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일방적 처분, 즉 사전명령을 가능하게 하려면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 실무상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법을 개정하여 모델법 수준의 임시적 처분을 수용하는 것은 다소 시기

상조라고 본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제26조)이 

사전명령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임시적 처분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으로서도 고려

49) 우리 중재법상으로도 부정설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50) ICC 중재규칙의 해석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국제중

재규칙상으로도 부정설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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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종래 뉴욕협약상 종국판정만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유력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은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가능하므로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51)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개정 모델법을 따르지 않으나 홍

콩법(Part 6. 제35조∼제45조)은 이를 따르고 있다. 

(2) 국제중재규칙의 경우

국제중재규칙은 ICC 중재규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중재법보다 확대하고 있다. 즉,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고, 이는 중재규칙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우리 중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좀더 넓은 범위의 임시적 처

분이 가능하다. 

나아가 임시적 처분을 판정의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그의 집행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주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52) 중재법보다는 한단계 진보한 것이다.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국제중재규칙의 이런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중재법 제10조) 우리 민사집행법상 법원은 다양한 보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만일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관한 한 그것으로서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보전처분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기 어렵고, 또한 우리 법상 법원은 소송유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

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므로53)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확대할 현실적 이유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51) 한민오(註 43)는 대체로 개정 모델법에 따른 입법을 지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

한다. 
52) 만일 중재법과 뉴욕협약상 종국적 중재판정만이 집행의 대상이라고 보면 이를 부정한다. 
53) 소송유지명령에 관하여는 우선 석광현(註 36)(논문), 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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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법과 국제중재규칙의 병행

우리가 중재법을 개정하여 개정 모델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예컨대 사전명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사 우

리가 사전명령이 가능하도록 중재법을 개정하더라도 국제중재규칙도 개정하지 않

는다면 중재법의 개정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54) 이 점은 ICC 중재규

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ICC 중재규칙상 사전명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사 중재법이 사전명령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더라도 당사자들은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로서는 사전명령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가 주장될 수 있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중재법의 규정은 임의규

정인데 당사자들이 국제중재규칙이나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규칙이 허용하는 임시적 처분만 가능하고 중재법에 규정된 임시적 처분은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중재법의 규

정을 개정한다면 국제중재규칙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4) 긴급중재인제도의 도입 여부

주목할 만한 것은, 2012. 1. 1. 시행된 개정 ICC 중재규칙(제29조)은 중재판정부 

구성 전의 임시적 처분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중재법, 개정 모델법,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할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할 문제이나 중재법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중재규칙에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

까지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5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중재법(제37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54) 이런 이유로 우리 중재법,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 3자 간에는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재법의 개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델법을 받아

들여 중재법을 전문개정하고, 그 후 최소한의 수정만을 가하여 기존 중재규칙을 국내

중재규칙으로 전환하였으며, 중재법 및 기존 중재규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요 

중재기관의 규칙을 취합하여 국제중재규칙을 성안한 결과 3자 간에는 정합성이 부족

하다. 그 결과 모델법의 수용도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55) 서류요건의 상세는 석광현, 국제 재법, 3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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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

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제37조의 서류요건을 

개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7조 제2항 1호와 2호의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은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재법처럼 증명을 요구한다는 전제 하에56)). 

일반적으로 ‘인증’(authentication)은 문서의 서명(signature)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명’(certification)은 등본(원본 전부의 사본)이 원본의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증은 서명에 관한 것이고 증명은 전체로서의 문

서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다.57) 또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뉴욕협약의 국문번역과 

일관성이 있다.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은 “… 정당하게 증명된 

한국어 번역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문의 경우 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정확성(뉴욕협약의 원래의 취지를 따를 경우) 

또는 번역문이라는 사실(대법원 판결58)을 따를 경우)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중재법 제37조를 보면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원본 대신 정본을 요구

하는 점과, 번역문의 번역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 점에서 뉴욕협약(제4조)보다 완화

되어 있다. 그런데 중재법 제37조와 뉴욕협약의 관계는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중재법 개정 시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뉴욕협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여기에

56) 만일 개정 모델법을 따라 증명요건을 포기한다면 이는 불요이다.
57)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1981), p.251.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인증기관이 공증한 등본을 인증등본이라고 한다.
58) 예컨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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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정 모델법을 따라 중재법 제37조의 요건을 완화하자는 입법론을 제시하므로 

뉴욕협약이 아니라 중재법 제37조의 완화된 요건이 우선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개정 모델법(제35조 제2항 1문)은 중재판정 정본의 인증요건과, 중재합의

서의 제출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 모델법(제35조 제2항 2문)은 법원이 중재

판정의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정 

모델법이 중재합의서의 제출요건을 폐지한 것은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개정 모

델법 제7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59)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반영하기 위해 중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따른다면 제37조를 아래와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제37조(중재판정의 집행)  ①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60)에 따라 

한다.

  ②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또는 원본)61)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

여기에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 승인판결의 필요성

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승인은 법원의 승인판결에 의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또는 내국)중재판정은 승인요건을 구비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59) 개정된 사무국주석, para. 53.
60) 물론 아래(4.)에서 보듯이 집행판결 요건을 집행결정으로 완화한다면 집행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61) 원본이 수통 작성되어 당사자가 이를 제출한다면 그것을 불허할 이유는 없기에 원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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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중재법 제35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법

원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승인판결을 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컨대 중재판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뒤 소송절차 또는 다른 중재절차에서 

그것이 다투어지는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된다면, 법원 또는 중재판

정부는 선행 중재판정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중재판정의 

승인이다. 그런데 중재법의 문면에 따르면, 이 경우 선행 중재판정의 기판력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승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므로 입법

론상 승인판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제2항

에서도 굳이 승인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이다. 위 판결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

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제기

된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별도의 승인판결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중재판정

은 뉴욕협약의 승인거부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외국중재판

정에 대하여 자동승인제가 타당함을 분명히 판시하였다. 

나. 승인의 효력과 본질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의 효력”이라는 표제 하에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구 중재법(제

12조) 및 독일 민사소송법(제1055조)과 같지만 모델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일본 중

재법(제45조 제1항)도 유사한 규정을 두나 중재지에 관계없이 동 조를 적용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62) 주의할 것은 제35조는 내국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이라는 점이

다. 이는 적용범위를 정한 중재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중재

판정의 기판력의 범위는 우리 법원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다. 반면에,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은 제37조 이하에 의해 

규율되는데, 예컨대 외국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재판정지국법에 

의하는 견해(효력확장설), 승인국법에 의하는 견해와 판정지국법을 원칙으로 하되 

62) 입법론으로는 제35조는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한 조항(중재법 제32조)에 이어 

중재판정에 관한 제5장에서 함께 규정하고, 제36조만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6장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은 그런 체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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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국법에 의한 제한을 두는 견해 등이 가능하다. 일부 논자는 승인은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나63) 밑줄 부분은 중재법에 반한다. 입법론적으로 일본 중재법을 따르는 방안의 

타당성은 의문이다.

다.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즉, 집행판결 제도의 완화)

⑴ 문제의 소재

중재법(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만 

규정한다. 이는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함을 

선언하거나64)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이 필요하고 법원은 이런 

재판을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의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중재법은 국내(또는 내국)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은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 즉 변론을 거친 판결의 형식에 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종래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1992년 작성된 중재법개정시안

(제27조)65)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원칙적으로 이를 법원의 집행결

정에 의하도록 하고,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집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집행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론절차가 필수적이고 제1심판결 전에는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없는데, 중재절차와 집행판결절차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

사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재판정만으로는 무용하다는 좌절감을 당사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66) 이 견해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독일처럼 서면심리에 의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명령을 하고, 다만 집행명령 

63) 목영준(註 33), 270면; 양병회 외(註 13), 229면(이호원 집필부분).
64)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적법함’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선고한다는 의미한다. 
65)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27조 (중재판정의 집행)  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

으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 전에 상대방을 심

문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술변론을 경유한 경우에는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은 김홍규, “仲裁法 改正試案 및 解說,” 재학회지, 

2권 (1992), 1면 이하 참조.
66) 이태희, “중재판정의 효율적 집행과 취소사유에 대한 고찰,” 재 제314호 (2004 겨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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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체에서 집행취소사유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이 집행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의 형식으로 집행력을 부여하며, 집행취소사유가 

사후에 발견되어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

공받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67)

참고로 독일 민사소송법(제1063조)과 일본의 중재법(제45조 제1항, 제46조)은 집행

판결이 아니라 집행결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음을 선언하도록 한다.68) 

독일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고려되는 때, 즉 근거 있게 주장되는 때 법원은 

구술변론을 열어야 하고(제1063조 제2항), 일본에서는, 법원은 구술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입회할 수 있는 심문69)의 기일을 거쳐야만 집행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44조 제5항, 제46조 제10항).

⑵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를 위한 입법방향70)

중재법의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자가 구상

하는 입법방향은 아래와 같다. 

① 집행결정으로의 전환. 필요적 (구술)변론을 열어야 하는 집행판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를 법원이 서면심리를 기초로 하는 집행결정으로 전환한다. 

② 법원은 재량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審問을 

거쳐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참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를 기초로 재판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도 반드시 심문(審問)을 거치도록 한다. 

심문이라 함은, 서면심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그 밖의 

참고인에게 특별히 방식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행할 것을 요하

지 않고 심문실에서 할 수 있으며, 변론처럼 반드시 당사자 쌍방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71) 필요적 심문을 요구하면서, 법원이 승인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구술변론을 

67) 이태희(註 66), 8면. 
68) 그러나 독일 민사소송법과 일본 민사집행법(제24조)은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하여는 

여전히 집행판결을 요구한다.
69) 일본어 조문은 ‘審尋’이다.
70) 상세는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6권 (2010), 

162면 이하;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2012), 708면 이하 참조.
7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2009),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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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 있도록 한다. 

③ 집행결정의 집행력과 기판력 인정. 집행결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집행력

이 부여되어야 하고, 승인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

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지만, 예컨대 소송

비용에 관한 결정(제110조, 제114조)과 간접강제 수단으로 하는 배상금의 지급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과 같이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은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있다.72) 이 점에서 집행결정은 특수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④ 집행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집행결정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붙이는 

방향으로 실무처리를 해야 한다. 가집행선고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담보부

가집행선고를 할지 무담보부가집행선고를 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⑥ 집행결정 후 승인거부사유가 발견되어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에 대비하여,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⑦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집행결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당분간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집행판결제도를 유지한다. 외국판결과 비교할 

때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은 승인거부사유가 없는 한 집행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관점

에서 중재판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내국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집행결정에 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차 우리나라가 외

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런 조약에 

기한 외국판결의 집행 시 집행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1999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 집행판결절차를 단순화하고자 결정의 형식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① ‘결정의 집행력’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② 또한 결정

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고, ③ 판결로 하더라도 

실무상 결정으로 하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한다.73) 이런 비판은 집행결정을 통상의 결정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72) 이시윤(註 71), 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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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집행결정을 통상의 결정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중재법에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통상의 결정과 달리 취급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집행판결을 

집행결정으로 대체하더라도 그에 대해 민사소송법학상 결정에 관한 법리를 전면적

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결정이므로 임의적 

변론에 의한다는 점과,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는 점은 결정에 관한 통

상의 법리에 따라도 좋지만, 소송비용 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이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에 대한 기속력뿐만 

아니라 기판력도 있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에 관한 통상의 법리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 도입할 

집행결정은 판결과 결정의 합성물(hybrid)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위 입법방향이 

민사소송법상 결정의 법리와 상충될 때는 특별규정을 두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집행판결의 완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근자의 새로운 견해이다. 즉 장문철 

교수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74)

대법원규칙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 4조에 따르면 조정조서, 중재조서 또는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

행문 부여를 받고자할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768호(2002. 6. 28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따라서 중재법에서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만 규정하고 중재판정의 

집행방식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법원규칙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75) 이러한 방식이 

영미법계에서 보는 중재판정 집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leave)에 해당하는 절

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3) 하용득(註 1), 23면.
74) 장문철(註 4), 8면 이하.
75) 김봉석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재판정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행

판결과 집행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

므로, 중재법을 개정하여 집행판결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나(김봉석, “仲裁判定에 의한 執行判決의 節次와 그 問題點,” 재연구, 제13권 

제1호 (2003), 171면), 私人인 중재인의 중재판정 그 자체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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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위 견해를 지지하기는 어렵다. 

첫째, 민사집행법상 집행문이라 함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

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이므로,76) 위 규칙이 언급하는 

“… 중재조서 …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 함은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중재조서

라고 해서 바로 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중재조서가 있다면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이나 

중재법(제31조 제3항)이 말하는 ‘화해 중재판정’은 집행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

에게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고 집행력은 집행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 점은 중재법 제37조 제1항이 명시하는 바이다.77) 일반인들의 중재합의를 

권유하기 위하여 제35조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집행판결이 필요 없다는 

식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제35조의 문언을 수정하여 중재

판정에 기하여 집행을 하자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는 것이 정확하다.78) 

다만 필자로서는 자칫 중재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규정을 조문에 

명시하자고 제안하지는 않는 것일 뿐이다.

셋째, 중재법 제35조는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중재법 제2조 제1항으로부터 명백하다. 

너무 나간 것이다.
7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5판 (2009), 138면.
77) 집행판결의 법적 성질을 확인판결로 보면 설명이 달라지겠지만 그 경우에도 집행판결

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1965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또는 워싱턴

협약) 제54조 제1항인데, 이는 중재법 제35조와 유사하게 각 체약국은 동 협약에 따

라 내려진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이를 당해 국가 법원의 final 

judgment와 같이 취급하여 동 국가 내에서 이러한 판정에 따른 금전상의 의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78) 일본 중재법 제45조 제1항은 “중재판정(중재지가 일본 내에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해 중재판정에 근거

하여 민사집행을 하려면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결정이 없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

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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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 견해가 분명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

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의 형식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아니라 허가에 의하여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이런 식의 법원의 허가라고 하는 개념은 낯선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송지휘의 맥락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재판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원이 할 경우 판결이나 결정이고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그 자격에서 할 경우 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79) 따라서 법원의 단순한 허가에 

의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상 낯선 것이며 만일 

입법에 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더라도 그 허가를 어떤 형식의 재판에 의하여 하게 

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판결이 아니

라면 결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의 제도를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나,80) 그런 제도가 우리 민사

소송법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라. 승인 및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심사와 법원의 인식의 중요성

실무상 중요한 것은 외국중재판정과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 법원의 인식이다. 예컨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의 사안

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홍콩에서 ICC 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채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자 정

리채권확정소송의 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법원이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홍콩중재판정에 구속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그 사

건에서 원고가 중재신청을 한 것은 1996. 3. 28.이고 최종 중재판정이 내려진 것은 

1998. 7. 14.인데, 그 사건은 거의 12년이 지난 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

3148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정리절차 및 관련 당사자의 형사

사건이 개재되는 등 이례적 사건이었던 탓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상사중재가 

과연 종국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원심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종합하여 전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그에 터잡아 원고가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재인으로부터 중

재판정을 편취하였으므로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79) 이시윤(註 71), 317면.
80)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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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09년 대법원판결은 우리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재심사를 합리

적인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우리 법관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국제상사중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중

요한 것은 중재법제의 정비와 함께, 국제상사중재와 국내상사중재를 바라보는 법

관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록 중국처럼 

고정기간을 명시할 것은 아니지만,81) 법원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

지의 조문을 중재법에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5. 중재가능성 : 중재법의 문제

중재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

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모델법 제1조 

제5항에 기초한 소극적 규정이다. 중재법은 제1조와 제3조 제1호에서 중재의 대상인 

분쟁이 사법(私法)상의 분쟁일 것을 요구할 뿐이고 더 이상 중재가능성(또는 중재

적격, arbitrability)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82) 사법상 분쟁요건은 모델법에는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83)

가. 중재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타당한가

구 중재법(제2조)은,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

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 학설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81)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1998년 중국의 외국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의 비용수취 및 심사

기간 문제에 관한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할 경우 승인 및 집행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을 내린 

후 6개월 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승인과 집행을 거절할 경우 ‘외국

중재판정 사법해석’에 따라 수리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할 것을 

규정한다고 한다. 최광호, “중국 국제사법상의 쟁점 – 국제투자를 중심으로 –,” 국제사

법연구, 제16호 (2010), 296면.
82) 다만 한국법에 따른 중재가능성의 결여는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이고(제36조 제2항 제2호 

가목). 승인국 법에 따른 중재가능성의 결여는 뉴욕협약상 승인 거부사유이다(제5조 

제2항 a호).
83) 중재가능성에 관하여는 석광현, 국제 재법, 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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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재산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당사자 간에 화해로써 종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중재법(제3조 제2호)은 ‘중재합의’의 정의에서 당사

자의 처분가능성을 삭제하였다. 중재법이 중재가능성에 관하여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델법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나, 중재가능성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구 중재법에 규정이 있었던 점과, 특히 중재법은 모델법과 달리 국내

중재를 함께 규율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 중재법이 중재가능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독일 구 민사소송법(제1025조 제1항)은 

화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재적격을 판단하였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제1030조 제1항)

은 “모든 재산권에 관한 청구는 중재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재산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그 분쟁에 대해 화해를 체결할 수 있는 때에 한

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모든 재산

권에 관한 청구에 대해 중재가능성을 인정하는 점은 1989년에 개정된 스위스 국제

사법(제177조 제1항)도 같다. 일본 중재법(제13조 제1항)은 여전히,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해가능성이 있는 민사상의 분쟁일 것을 요구하

면서 이혼 또는 파양의 분쟁을 제외한다.

나.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 한정한 것은 타당한가

중재법이 사법상의 분쟁에 대하여만 중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

이다. 외국에서는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 법체계상 독점금지법(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법 내지 

사회법에 속하는 법이므로 그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분쟁을 사법상의 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

가 있다. 중재법의 해석론으로 공법상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견

해가 있는데84) 그러한 결론이 부분적으로 바람직하더라도 해석론으로는 무리이다. 

다만 공법상의 쟁점이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중재인이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유효성이 선결문제로 다투어진다면 중재인은 특허권의 유

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중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중재법의 해석론으로는 사법상의 분쟁일 것에 추가하여 ① 구 중재법에서처럼 

84) 장문철(註 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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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재산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화해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 완화

된 견해가 주장될 수 있다. 후자에는 예컨대 첫째, 스위스 국제사법처럼 재산권상

의 분쟁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둘째, 독일 민사소송법처럼 재산권상의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비재산권상의 분쟁이더라도 화해가능성이 있으면 중재가능성

을 인정하는 견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법례와 국제적 경향을 고려할 때,85) 입법론으로서는 중재가능성을 확대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산권상의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인정하면

(화해가능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이므로 등록에 의하여 발생

하는 특허권과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하여도 중재가능성을 인정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의 배분은 특허심판원․특허

법원과 통상 법원 간의 관할배분과도 관련되므로 지적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이라는 좀 더 거시적이고 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중

재가능성에 관하여 중재법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법

에서는 원칙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관련 개별법률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6.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논의하였으므로86) 여기

에서는 간단히 정리하고, 입법론에 초점을 맞춘다. 

가. 중재법의 태도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85)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제11조 제1항)은 중재합의가 공서위반이 아니면 중재가능성을 

인정한다.
86) 석광현, 국제 재법, 14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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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당사자들의 지정이 있는 경우(제29조 제1항)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은 특정국가의 법체계뿐만 아니라 상인법(lex mercatoria, 

law merchant)87) 또는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분쟁해결의 준거

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다. 모델법 제28조 제1항도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도록 선택한 법규(rules of law)에 따라 

분쟁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규범을 ‘rules of law’

라고 명시한다. 이는 준거법의 분열(dépeçage)을 가능하게 하고, 상인법을 분쟁해결의 

준거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재법 제29조 제1항은 

‘법’이라 하고, 제29조 제2항은 국가의 ‘법’이라고 함으로써 용어상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88) 그 결과 중재법의 문언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

원칙 기타 상인법을 준거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

으나, 사견으로는 ‘국가의 법’이라고 규정하는 제29조 제2항과 달리 제1항은 단순히 

‘법’이라고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한다. 그렇다면 제1항에서 ‘법규’ 또는 

‘법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89) 

우리나라가 가입한 1965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90)(ICSID 협약 또는 워싱턴협약) 제42조 제1항도 ‘rules of law’를 이미 ‘법률의 

규칙’이라고 번역한 점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⑵ 당사자들의 지정이 없는 경우(제29조 제2항)

국제상사중재에서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 쟁점들이 있다. 첫째, 

중재인은 실체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촉규범(또는 국제사법)을 우선 적용

해야 하나, 아니면 저촉규범의 중개를 생략할 수 있나. 둘째, 만일 중재인이 저촉

규범의 중개를 거쳐야 한다면 그 저촉규범은 중재지의 것이어야 하나. 셋째, 저촉

규범의 중개를 거치든 아니든 간에, 중재인은 어느 국가의 실질법(체계)(national 

87) 이는 대체로 국제상거래에서 통용되는 통일규범을 의미한다.
88) 일본 중재법(제36조)의 문언은 우리 중재법과 유사하다.
89)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상사계약원칙이나 상인법을 계약의 준거규범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달리, 그 경우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

은 배제되지 않는다.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p.3, 11 참조.
90)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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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law)을 적용해야 하나.

모델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법(the law determined by the 

conflict of laws rules which it considers applicable.)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

재인이 국제사법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고, ‘law’라고 하여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

법이 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ICC 중재규칙(제21조 제1항)은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부가 분쟁의 본안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법규(the rules of law 

which it determines to be appropriate)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촉규범의 중개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rules of law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중재법 제

29조 제2항은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91) 첫째 논점에 관

하여는 모델법과 달리 통상적 국제사법의 중개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ICC 중재

규칙과 유사하나, 셋째 논점에 관하여는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닌 규범(예컨대 상인

법)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한다. 장래에는 제2항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전향적으로 ICC 중재규칙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⑶ 입법론의 정리

입법론으로는 제29조 제1항에서 ‘법’ 대신 ‘법규’ 또는 ‘법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나, 제2항은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전향적으로 ICC 중재규칙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후자

를 따를 경우 중재인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쨌든 국제중재규칙이 이미 ICC 중재규칙의 태도를 따르므로92) 

기관중재에 관한 한 제29조 제2항의 개정 실익은 제한적이다. 

  

91) 이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과 유사하다.
92) 국제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the substantive laws or rules of law)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

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ICC 중재규칙과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태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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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ICC 중재의 경우93)

가.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우리 중재법의 태도

중재판정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같은 법원에 

의한 ‘司法的 再審査’(judicial review)가 허용된다.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 중재

법은 모델법을 따른다. 중재의 장점으로 단심제를 강조하거나, 특히 중재조항에서 

분쟁을 finally(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할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재판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재심이 

가능한 것처럼 중재에서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가능하다. 법원 판결이 비록 재

심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尙存하더라도 재심은 통상의 불복방법이 아니므로 

그것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되는 것처럼, 중재판정에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

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아니므로 중재판정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해도 잘못은 아니다.

나.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제한

그런데 중재합의 시 또는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재판정의 취소

의 소를 전면 배제하거나 취소사유를 일부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처럼 

중재판정 취소의 소 기타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절차 내든 또는 법원에서든 어떠한 

형태의 이의 또는 불복 또는 구제수단(recourse)을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배제합의’(exclusion agreement)라고 한다. 배제합의의 개념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

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기타 중재판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94)

다. ICC 중재규칙에 관한 종래의 논의

배제사유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ICC 중재규칙이다. 즉 ICC 중재규칙(제34조 

제6항, 구 중재규칙 제28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93) 상세는 석광현(註 12), 21면 이하 참조.
94) Girsberger et al. (Hrsgs.), Zürcher Kommentar zum IPRG, 2. Auflage (2004), Art. 192 

Rz. 1 (Siehr 집필부분); Andreas Bucher/Pierre-Yves Tschanz,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witzerland (1989), para. 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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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동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

에 회부함으로써 모든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포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

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95)

제2문에서 “모든 방식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배제합의를 

의미하는데, 그것의 허용 여부가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밑줄 부분을 명시한 것

이다.

1998년 개정 전 구 ICC 중재규칙96)에 따르기로 한 경우 동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종래 유효한 배제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영국의 1996년 중재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97) 그러나 스위스 국제사법(제192조 제1항)은 명시적 선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ICC 중재규칙에 의하기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배제합의가 아니라고 

보았다.98) 따라서 ICC 중재규칙을 따를 경우 중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의 경우인데 이는 

항을 바꾸어 아래(라.)에서 논의한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개정된 프랑스 민사소송법(제1522조)은 배제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만 그런 합의는 특정한 합의에 의하여야(par convention spéciale) 

한다.

95) 영문은 “Every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arbitration unde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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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96) 1998년 개정되기 전의 ICC 구 중재규칙(제24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The 

arbitral award shall be final. 2.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arbitration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parties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taken to carry out the 

resulting award without delay and to have waived their right to any form of appeal 

insofar as such waiver can validly be made.”
97) Derains/Schwartz(註 38), p.320.
98) Bucher/Tschanz(註 94), para. 293; Girsberger et al. (Hrsgs.)(註 94), Art. 192 Rn. 18 

Siehr 집필부분). 이는 특정한 배제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Derains/Schwartz 

(註 38),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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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

종래 우리 중재법상 중재합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별로 논의가 없다. 다만 

재심에 관한 논의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394조는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25조는 이를 상고에 관하여 준용하므로 재심의 소권은 상소권과 마찬가지로 포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4조의 해석상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항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는바 통설은 항소권은 

제1심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고, 사전 포기를 허용할 경우 항소권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99) 이에 따르면 재심의 소권은 구체적인 

재심소권이 발생한 후에, 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포기할 수 있다.100)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면, 중재법의 해석으로는 중재판정 전에 취소의 소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은 부정해야 할 것이다. 재심의 소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사전 포기를 허용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취소사유를 정한 중재법 제36조 제2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취지에 비추어도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제합의는 허용되지 않는

다고 본다.

반면에 판례101)에 의하면 1심중에 불상소의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異見도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소포기와 재심의 소의 포기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위에 

적은 이유로 필자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스위스법으로 합의하면 스위스 국제사법에 따라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으나, 중재법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제2조 제1항 1문) 당

사자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속

 99) 김상원 외(편), 주석 신민사소송법(Ⅶ), (2004), 110면(이인복 집필부분).
100) 김상원 외(편), 주석 신민사소송법(Ⅵ), (2004), 104면(이동흡 집필부분).
101) 예컨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다52317, 5232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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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를 취하는 우리 중재법상, 중재절차를 형성하는 계약자유는 허용되지만(중

재법 제20조 제1항)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당사자자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102)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견해도 있다.103)

근자에 한국을 중재지로 하는 ICC 중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제36조에 항을 신설하여 중재합의 시 또는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로써 중

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전면 배제하거나 취소사유를 일부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함

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민사소

송법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주저되고 

다만 장차 우리나라가 예컨대 일본기업과 중국기업이 선호하는 중재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스위스 국제사법(제192조 제1항)의 예를 따라 한국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쟁에 관한 한, 배제합의 특히 제36조 제2항 제1호의 취소사유의 배제를 허

용하는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

8.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104)

오늘날 실질법의 영역에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는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에서 현저한데 이러한 조항

들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준거법은 물론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제사법

(제27조)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는 

그 상거소지 국가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상대방은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에서만 소비자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관할

합의는 분쟁 발생 후에 체결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법정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필

요성은 중재합의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사법과 중재법은 국제중재의 

맥락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102) Holtzmann/Neuhaus(註 10), pp.35-36은 모델법은 뉴욕협약과 달리 속지적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103) 손경한, “중재 자치와 중재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7호 (2011), 431면은 중재절

차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선택을 허용한다.
104) 이 점은 석광현, 국제 재법, 98면 이하에서 지적하였다. 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도 

유사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재법의 개정방향 / 石光現   573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의 불충분성

우선 고려할 것은 약관규제법이다.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관규제법(제14조)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한다. 중재조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포함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문제는 ‘부당하게’ 불리한이라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한편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도 아무런 특칙을 두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국내거래에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국제거

래에 관한 한 약관에 의한 중재합의의 남용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한 약관

규제법은 더욱 미흡하므로 적절한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

법원 판결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약관 등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14조는 물론, 나아가 약관의 내용통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제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105) 필요성이 더욱 크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확대

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는 시급한 문제이다.

나. 국제중재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정선주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중재합의의 시기와 

방식,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보호입법의 배제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06) 그러나 이는 주로 국내중재의 맥락에서의 논의이고 국제중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참고로 독일 민사소송법(제1031조 제5항)은 “소비자가 관련된 중재합의는 반드시 

당사자 중 1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비

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는 참고할 만

하다.107) 또한, 일본 중재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둔다. 즉 일본 중재법은 소비자가 체결한 중재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105)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106) 정선주,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법학, 제49권 제1호 (통권 제146호) 

(2008. 3.), 236면 이하. 김광수, “국제소비자분쟁의 해결방안”, 계간 재 (2008년 봄), 

29면 이하는 국제소비자분쟁의 실태와 사례 등을 소개하나 국제소비자중재에 특유한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107) 브라질 중재법도 부합계약의 경우 유사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한다. Born(註 44), 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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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부칙 제3조).108) 다만 이는 일본 중재법 시행 후 소비자 또는 근로자가 

장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다.109)

사견으로는, 국제중재의 맥락에서 소비자보호는 우선 정선주 교수가 언급한 중재

합의의 시기 제한(국제사법 제27조 제6항도 관할합의에 관하여 유사한 조문을 둔다) 

등 여러 가지 맥락을 국제거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국제중재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관할법원을 제한하는 국제사법처럼 중재지를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로 제한하는 방향도110) 법정지와 중재지의 역할의 異同을 

감안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제27조와 제28조)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의 국제사법상의 조치로서 당사자자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데 

반하여 중재법은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계약의 경우 당사

자자치를 어떻게 제한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자면 국제사법(제27조 

제1항∼제3항)과 유사한 조문을 두어 당사자자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도 

조문은 우리와 비슷한데, 소비자계약에 관한 중재의 경우 중재법이 정한 당사자자치 

원칙이 전면 타당한지 아니면 소비자보호를 규정한 국제사법의 특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111) 

독일처럼 중재합의의 방식을 제한하는 방향을 도입할지도 문제인데, 그 경우 전자

상거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2) 그러나 이처럼 중재합의의 방식의 규제로 접근

하는 데 반대하면서 소비자의 보호는 유효성(validity)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라는 

견해도 주장될 수 있다. 영국(중재법 제91조)이나 아일랜드(중재법 제31조)의 예에서 

보듯이 일정금액 이하의 분쟁에서는 중재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108) 일본 중재법은 개별근로관계 분쟁에 관하여 근로자가 체결한 중재합의를 무효라고 

규정한다(부칙 제4조).
109) 상세는 近藤昌昭 외 4인(註 5), 305면 이하 참조.
110) 중재법상 국제중재합의에 국제사법 제2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쟁 발생 후에 체결되는 

중재부탁계약과 달리 분쟁발생 전에 중재합의를 하는 중재조항은 중재지가 소비자의 

상거소 소재지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11) Karl Heinz Schwab/Gerhard 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7. Auflage (2005), Kapitel 

55 Rn. 6 참조. Rolf Schütze, Schiedsgerricht und Schiedsverfahren, 4. Auflage (2007), 

§8 Rn. 197은 독일법의 해석상 민사소송법(중재편)에 조문이 없으므로 독일 국제사

법의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12) 예컨대 아마존의 사이트를 보면 소비자와의 분쟁은 워싱턴주법에 따르고, 분쟁은 워

싱턴주 시애틀에서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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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든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범위가 중요한데, 그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제27조를 참조하여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자(수동적 소비자)는 물론

이고 합리적인 범위의 능동적 소비자의 경우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13)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조화

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집단분쟁해결수단으로서 소비자 집단중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14) 

9.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 

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115)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 예방함으로써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1970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16) 중재법(제40조)은 정부는 중재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

(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정부

의 경비 보조를 받고 있다. 중재법 제40조가 상정하는 중재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

만이 아니고 그 밖에도 전주에 주소를 둔 한국중재원이 있으며 장래에 다른 중재

기관이 생겨날 여지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

으로 논의한다.

우선 중재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근자에 법무

113) 국제사법(제27조)은 수동적 소비자만 보호하지만 로마Ⅰ규정(제6조)처럼 일정한 요건 

하에 능동적 소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114)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국제사법연구, 

제17호(2011), 475면 이하 참조.
115) 중재기관의 태양과 기능 등에 관하여는 장문철, 재법의 이해 (2000), 311면 이하 

참조.
116)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jsp/kcab_kor/kcab/kcab_02.jsp?sNum=2 & 

dNum=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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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울시․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 하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서울 종로구에 서울

국제중재센터를 개원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국가․

사회적 지원이 단순한 장소와 물적 설비의 지원에 그쳐서는 아니 된다. 장래 대한

상사중재원의 전문성 제고와 국제상사중재의 활성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는 대한상사중재원 기타 중재기관을 인사와 예산 등의 면에서 정부기관으로부

터 독립한 기구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법은 아래에서 보듯이 중개기관의 중재규칙 제정, 개정에 대한 대법원

장의 승인권한을 명시하는 외에 중재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중재법상 

중재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임시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

하여 중재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나117) 중재법은 당사자들이 중재인

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 선정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을 뿐이고 중재기관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부여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중재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 필요

중재법(제41조)에 따르면,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중재규칙이 합리

적인 내용을 담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승인권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필자가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제정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대법원장의 승인과정에서 제대로 걸러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그런 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더라도 

앞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이 좀 더 제고되면 적절한 시기에 중재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를 삭제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 필요성118)

뉴욕협약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이중집행판결(double exequatur)의 요건을 폐지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중재판정은 판정지국에서의 기탁 또는 등록이 없이 외국

에서 집행될 수 있다. UNCITRAL 사무국은 뉴욕협약의 태도를 모델법에 수용함으

117) 홍콩 중재법 제24조는 일정한 경우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香港

國際仲裁中心. HKIAC)에 중재인 선정권한을 준다.
118) 이 점은 석광현, 국제 재법, 82면 이하에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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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모든 국제상사중재판정이 판정지국과 외국에서 기탁 또는 등록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고, 모델법은 이에 따라 중재판정 정본의 당사자들에 대한 

교부만을 규정하고, 법원에의 기탁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법

(제32조 제4항)은, 구 중재법(제11조 제4항)과 같이 중재판정의 정본을 각 당사자

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을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에 송부․보관하도록 한다.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인에게 중재판정의 원본을 

장기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법원에 보관하게 한 것이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에 대한 공적 인증을 받고, 중재판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기관중재의 경우 중재기관이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본을 보관할 것이므로 법원에 

보관하게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기관중재에 관한 한 법원의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기타 논점들

여기에서는 기타 논점들은 언급한다.119)

가. 법원의 전문성 보장

현재 우리 법원에 중재, 특히 국제상사중재에 정통한 법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관을 양성하고 중재관련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감독과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가 선호되기 

위하여는 우리 법원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중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적어도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는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국제사건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 법원으로 집중시켜 관련 

전담부에서 소송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120)

119) 그 밖에도 개정을 요하는 중재법상의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 재법, 62면 이하 참조.
120) 이준상, “우리법원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재판의 실무와 개선장안 – 월드뱅크

그룹의 2010년 IAB 보고서의 검토를 겸하여 –,” 국제규범의 황과 망–2010년 국제

규범연구반 연구보고  국제회의 참가보고 – (2011), 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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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대리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법인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법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강제주

의를 취하지 않으므로 본인소송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 한정하는 취지이다. 

한편 중재를 보면, 국내중재규칙(제8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국제중재규칙(제7조,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정한 자는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치상 외국 변호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제109조 

제1호)은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 소

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외국변호사의 대리는 국내중재든 국제중재든 허용되지 않는다.121) 하

지만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 대리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법률시장이 일부 개방되었으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인 방향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이다. 즉 그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으나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는 할 수 있다(제24조 제3호). 여기에서 국제

중재사건이란 한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7호).122) 그러나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에게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

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는가는 변호사법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121)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중재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122)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은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통권 146호) (2008. 3.), 93면 

이하에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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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의 비밀보장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중재의 특성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즉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를 취하는 데 반하여 중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대

외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거나 비밀로 취급할 성질의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가 적절

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중재규칙(제9조)은 중재절차의 비공개주의를, 국제

중재규칙(제26조 제4항, 제52조)은 중재의 심리, 중재절차와 그 기록의 비공개주의를 

명시하나, 중재법은 비공개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 중재의 이러한 전통적 태도에 

대하여 근자에는 공익과 관련된 중재, 특히 국제조약에 근거한 국가-투자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투자조약중재’(또는 투자협정중재.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의 

경우 심리 자체의 비밀은 보장하지만, 중재판정 및 그 밖의 중재절차는 달리 취급

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경향에 따르면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문서 

또는 정보 나아가 중재판정은 공익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홍콩 중재법(제18조)은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데, 

이런 입법태도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한다. 싱가포르의 국제중재법은 이를 명시

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발효된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비밀유지조항을 

삭제한 점이다. 이는 투자조약중재에서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프랑스를 

매력적인 중재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결과라고 한다.123) 그러나 당사자들이 선택

한 기관중재규칙에 따르면 족하고 임시중재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맡기면 

족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굳이 중재법을 개정하여 비밀유지조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조약중재를 

고려하여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국제

조약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중재절차에 관하여도 관련 국제조약, ICSID 협약 또는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중재법이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으므

로124) 그와 관련하여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 

 

123) 안건형ㆍ유병욱(註 28), 115면.
12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투자조약중

재에서는 공법상의 분쟁도 당연히 중재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도 투자조약중재에 

중재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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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재비용125) 

모델법은 중재비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주요 국제

중재규칙이 비용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당사자들이 중재비용의 처

리에 관하여 합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 중재법 하에서는 상사중재규칙이 중재

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제61조 이하)과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이하)도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중재비용에 

관한 합의가 없을 수 있고, 특히 변호사 보수의 처리가 문제된다. 따라서 중재법에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세는 중재규칙에 맡길 수 있지만 “당사

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중재판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중재인의 대강의 판단기준 등 기본적 원칙은 중재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6) 

마. 지연손해금 내지는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소 이후부터라도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보다 낮은 것

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127)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의 지급과 중재

비용의 부담을 명할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법에는 아무런 규

정이 없다. 나아가 중재법에는 위 특례법에 상응하는 조문도 없다. 문제는 중재판

정부가 중재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위 특례법의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지연손해금을 실체의 문제로 이해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재지가 우리나라이

125) 이는 석광현, 국제 재법, 97면에서 지적하였다.
126) 독일 민사소송법(제1057조)과 일본 중재법(제48조와 제49조)은 중재비용에 관하여 명

시한다.
127)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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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위 조문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필자는 지연손해금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실체에 속하지만,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한국에서의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소송정책적 고려에 기하여 부과하는 소송상의 제도이므로 

법정지법인 한국법에 따른다고 보지만 이를 중재에도 적용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과 

당사자간에 지급해야 할 중재비용에 대해 판정 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홍콩 중재법(제79조와 제80조)과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제20조)도 유사한 

조항을 둔다. 양자는 중재판정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판결에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나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그런 이율이 없고 위 특례법의 조문은 과도한 

것으로서 중재에까지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중재판정 전에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유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판정 후의 이율만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바. 집행권원의 보충128)

집행판결절차에서 우리 법원은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집행을 

허가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이에는 예외가 있다.129)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만일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의 준거법상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

므로 그의 집행 또한 가능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를 집행 대상에 포함시켜 

강제집행을 허가할지, 아니면 외국중재판정의 주문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허가하고 

그와 별도로 집행국 법원이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지는 견해가 나뉜다.130) 서울

지방법원 1997. 4. 10. 선고 96가합64616 판결은 후자를 따라 영국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50)(제20조)과 재판법(Judgement Act 1838)(제17조)131)

128) 이 점은 석광현, 국제 재법, 334면 이하에서 지적하였다.
129) 외국판결에 관한 Rinhold Geimer, Anerkennung ausländischer Entscheidungen in Deutchland 

(1995), S. 167f. 참조. 
130) 외국판결에 관한 김수형, “外國判決의 執行,” 국제사법연구, 제4호 (1999), 507면; 김

상원 외(편), 주석 민사집행법(Ⅱ) (2004) (서기석 집필부분), 134-135면 참조.
131) 동조는 “재판이 선고된 모든 부채에 대하여는 재판의 등록 시점으로부터 법정이율로 



582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을 적용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외에 중재판정금에 대한 중재

판정일 다음날부터 영국중재법 및 재판법 소정의 연 8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

급을 명하였다.132) 일본에서는 외국판결에 관하여 이런 입장을 취한 최고재판소 

판결들이 있으나 학설은 나뉜다. 또한 외국판결의 주문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승인국 법원은 해석에 의해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판결들도 

있는데,133) 이는 아마도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의 주문 중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집행권원의 보충과 관련한 문제는 해석론에 의하여 해결할 여지도 있으나 명시적인 

조문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IV. 맺음말

우리나라는 1999년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검증된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정 모델법을 고려

하면 첫째, 우리도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중재인이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을 확대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나, 일방적 처분인 사전명령

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제도를 집행결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쟁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것인데, 그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논의할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상사중재를 활성화하고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 중

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중재인들의 양성을 포함하여 국제

이자가 발생하고 동 이자는 執行令狀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132) 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ㆍ상사소송의 실무 (1997), 487면 이하 참조.
133) 渡辺惺之, “香港高等法院でなされた第3當事者訴訟を含む一連の訴訟にかかる訴訟費

用の負擔命令について執行判決を認めた事例,” 判例時報 1670号, 209면 참조. Reinhold 

Geimer,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6. Auflage (2009), Rz. 3160도 외국의 집행권

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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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는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교육과 연

구의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상사중재의 실무가 활성

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학계의 역할은 대단히 미흡하다. 앞으로는 능력 있는 

실무가들이 학계의 발전에도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

투고일 2012. 8. 3      심사완료일 2012. 8. 25      게재확정일 20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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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Suk, Kwang Hyun*

134)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has been modelled on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 1985. Therefore, 

one could say that Korea has succeeded in introducing well-organized arbitration 

law. As is widely known, the Model Law has been revised by the UNCITRAL in 

2006. The principal contents of the revised Model Law (“Revised Model Law”) 

adopted in 2006 relate to the form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o interim 

measures. The text of the provision on the form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 of the Model Law was modelled on Article II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The revision of Article 7 is intended to reflect the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 to the interim measures, the 

Revised Model Law has introduced a new chapter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chapter IVA). The revision of Article 17 on interim measures 

was considered necess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interim measures are increasingly 

relied upon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Revised 

Model Law also includes an enforcement regime for interim measures considering 

that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often depends on whether interim measures could 

actually been forced. The document requirements under Article 35(2) were also 

amended in 2006 to liberalize formal requirements and reflect the amendment made 

to Article 7 on the form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gainst the foregoing 

background, the author suggests that Korean legislators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 Professor,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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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mendment in the future : ①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②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 ③ documents necessary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④ requirement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especially the enforcement judgment (exequatur); ⑤ arbitrability; ⑥ law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⑦ challenge of arbitral award and the validity of 

exclusion agreement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⑧ consumer prote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⑨ statu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⑩ other issues such as enhancement of expertise of Korean courts 

involved in arbitration and confidentiality and costs of arbitration. Finally, the author 

urges Korean lawyers who play important ro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make greate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doctrine of arbitration. 

Keywords: Revised Model Law,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greement, interim measures, 

preliminary order, arbitrability,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enforcement 

judgment (exequatu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