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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체적분쟁해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1. 의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식적 의미 법원에서 행하여지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실질적 의미 제3자의 관여 또는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2. 특징

신속·저렴한 분쟁해결1

법원 개입의 배제2

당사자의 의사 존중3

형식적인 절차의 최소화4

사적인 절차진행5

실체법에 의한 구속 탈피6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3. 유형

1. 협상 negotiation 

2. 중재 arbitration

3. 조정 mediation 

: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제3자인 조정인을 이용하는 절차로

이행가능한 합의서 작성을 목적으로 함

4. 조정-중재 med-ard

: 제3자가 조정 절차 진행하다가 실패하면 중재 절차로 진행함 cf.대한상사중재원

5. 소액재판 small claims courts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처리를 위한 간이한 절차



II. 중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 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속성이 없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과 구별됨

중재법 제3조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

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1. 의의



(1) 기관중재와 비기관중재 2. 분류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중재를 말함

 실무상 비기관중재 선택하면서 중재규칙을 미리 정하는 경우 많음

 중재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 국가의 중재법에 따름

 유연한 절차, 중재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 보다 확실한 비밀보장

 국내기업에서의 활용도 낮음

비
기
관
중
재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중재절차를 진행함

 현재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의 중개기관이 존재

 중재기관 별로 독자적인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

 사무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관리, 검증된 절차

 기관중재의 이용도가 비기관중재에 비해 높음

기
관
중
재



(2)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2. 분류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조 제3항

(1) 중재합의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중재합의의 중재지 또는 주된 의무의 이행지나 분쟁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

가 자신의 영업장소 국가 밖에 존재하는 경우

(3)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대상이 복수의 국가에 관계된다고 명백히 합의한 경우

 중재법 제2조 제1항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이 적용된다.

 중재법 제38조 및 제39조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영

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된다.



(3) 국제투자중재 2. 분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tn; ISDS

- 투자유치국의 사법, 행정, 입법 등과 같은 정부조치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 중재

- 투자자의 국적국과 투자유치국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상의 중재동의조항에 근거를 두고 진행됨

ex.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T,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MIT, 자유무역협정 FTA

cf. 대한민국은 총 94개국과 협정 체결, 87개 발효 (2017. 12. 외교부)

-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워싱턴 협약)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대한상사중재원

런던국제중재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3.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재기관
협의체 기구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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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재기관
협의체 기구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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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의 주요법원

(1) 중재지 중재법 및 개별 기관중재규칙

-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해 적용됨

- UNCITRAL 모델중재법 수용한 국가가 많아 국내법 내용과 대동소이함

- 기관중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이

중재지 국자의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우선 적용됨

(2) 국제변호사협회 제반 가이드라인

-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칙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국제중재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4. 중재의 주요법원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 1958년 유엔협약의 형태로 체결된 조약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58개국 가입(2018. 3.)

- 국제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높임

<뉴욕협약 제3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

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

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

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재의 주요법원

(4)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협약 또는 워싱턴협약)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Convention

- ICSID 협약에서 정해진 규칙과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ICSID 중재규칙이 적용됨

- 상사중재판정의 경우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절차가 필요한 반면

ICSID 중재판정에 대해서 ICSID 협약국은 중재판정 이행 의무를 부담하므로,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함



5. 중재 제도의 특징

중재신청서 제출, 답변 미제출시 법적불이익 없음1

중재인 선정에 직접 참여함2

증인 증언과 전문가 증인의 중요성5

문서제출절차(Discovery)4

전체 일정의 조기 확정 및 절차명령에 따른 진행3

판정선고 절차 부재, 단심제6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한 비용부담 판정7



5. 중재 제도의 장단점

 절차진행의 탄력성

 비법률적 요소 고려한 우의적 판단 가능성

 분야별 전문성있는 중재인에 의한 판단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중재인 선정의 자치성

 국제분쟁에서의 중립성

 국제분쟁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

 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능력 제한적

 다수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어려움

 중재판정에 대한 임의 이행 거부시

별도 소송을 통한 집행판결 필요

短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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