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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 사인간에 법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  자치의 원칙이 용되는 사법상의 분쟁과 련해서는 그 

분쟁해결방법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제 하에 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허

용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에 련 분쟁을 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재합

의가 존재하는 때에는 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재합의에 기 하여 재

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재합의의 효력 는 해당 분쟁이 재합의의 상

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합의에 기해 재권한을 취득한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의 기 가 되는 재합의의 효력이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 를 스

스로 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재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권한에 하

여 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재 차의 진행을 지하고 이에 한 법원의 단을 기다

려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 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제도

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국

제 인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재인의 권한 단권한(Competence-Competence)1)에 하여 명문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존재한다. 이러한 나라가 재지가 되거나 이러한 나라의 법

이 재에 용될 경우 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그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그러한 나라에서의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논의를 비롯하여 이에 한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악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이에 한 

표 인 규율내용에 하여 살펴본 후, 실정법상 이를 명시 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의 논의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개념 정립

과 련해서는 이에 한 논의의 선두가 되었던 독일의 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재

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규율내용과 련해서는 표 인 재기   국가의 재 

련 법규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미국에서의 논의상황과 련해서는 연방 재법

(Federal Arbitration Act) 제3조의 해석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미국 법원의 입장을 검토해 으로써 미국이 재지가 되거나 미국

법이 재에 용될 경우에도 재제도를 하게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독일의 경우에는 kompetenz-kompetenz, 랑스의 경우에는 competence de la competence, 국의 경우에는 

competence-competence로 표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competence-compet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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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인의 권한 단권한(Competence-Competence)

1.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개념 정립

재인의 정권한(arbitral jurisdiction)에 하여 단할 수 있는 재인의 권한을 의미

하는 권한 단권한(competence-competence2))3)이라는 개념은 독일 등의 나라에서 정립된 

것으로서,4) 미국에는 비교  생소한 개념이었다. 독일에서 재인의 권한 단권한

(Kompetenz-Kompetenz)의 문제는 재인이 재합의의 존재와 이와 련된 그의 정권

한에 하여 고유한 권한으로써 법원에 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단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의 에서 논의되어 왔다.5) 1998년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UNCITRAL Model Law’라고 한다)을 채택하여 민사소송법6)

에 이에 한 명문규정을 두기 에도, 독일에서는 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인이 그의 정권한에 하여 구속력 있는 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7) 독

일에서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논의를 진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 지 매매계약과 련하여 계약서 이면에 “오 지 인도  매매  지 의 이행지, 

할재 은 함부르크로 한다.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하 ‘X’

라고 한다)의 선택에 의해 함부르크 재원8) 는 일반법원의 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매수인(이하 ‘Y’라고 한다)이 오 지의 수령을 거 하

자 X는 법한 차를 밟아 오 지를 경매한 후, Y의 수령거 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

다고 주장하면서 함부르크 재원에 손해배상에 한 재를 신청하 다. 이 사건 재

차에서 Y는 당사자간에 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 정부의 정권

 2) 이는 할에 한 잠정 인 단으로 간주되고 있다{Peter Gross, "Competence of Competence: An English 

View," 8 Arbi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205(1992), at 205}.

 3) 국내에서는 이를 재 권에 한 재 권(목 , ｢상사 재법｣, 박 사, 2011, 149면), 권한확정권한(안병희, 

“ 재인의 권한확정권한(Kompetenz-Kompetenz)에 한 연구”, ｢ 재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 재학회, 

2001. 12., 95면 이하), 재 정부의 자기권한 심사(이강빈, “국제상사 재에서 재 정부의 권한과 임시  

처분에 한 연구”, ｢ 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 재학회, 2008. 8., 103면 이하) 등으로 부르고 있다.

 4) Ulrike A. Schäfer, "Die Einrede der Kompetenz-Kompetenz des Schiedsgerichtes," Festschrift für Wolfram 

Henckel zum 70. Geburtstag, 1995, S.732ff.

 5) Karl Heinz Schwab/Gehard 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C. H. Beck, 2005, Kap. 6, Rn. 9.

 6) 재법이라는 단행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0편에서 재 차를 규율

하고 있다.

 7) Otto Sandrock,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 Hitherto Missed Opportunity," 

1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49(1990), at 52.

 8) 독일의 경우 재를 담당하는 기 을 Schiedsgericht라고 하는데, 이를 재원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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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 는데, 재 정부는 Y의 항변을 배척하고 X가 주장하는 

원의 지 을 명하는 재 정을 하 다. 이에 하여 X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집행선언

을 신청하 고, Y는 그 차에서 이 사건 재 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X의 신청에 한 기각을 구하 는데,  지방법원은 X의 신청에 하여 집행선언을 하

다. 이에 하여 Y가 항소하 는데, 항소심법원은 “ 재 정부는 일반 으로 본계약과 본

계약에 수반된 재합의의 효력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지만, 재조

항의 해석상 당사자의 의사가 본계약과 재조항을 포함한 거래와 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재인이 단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본계약과 재합의의 성립  그 효력에 하

여 재인의 정에 하여 사후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Y의 항소를 기각하 다.9)

이에 하여 Y가 상고하 는데, 연방 법원(BGH)은 “민사소송법 제1041조 제1항 제1

호10)와 련하여 제1037조11)에 따르면, 재 정부는 유효한 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의에 하여 단할 권한을 잠정 으로 가지는데 불과하고, 일반법원의 법 은 이러

한 문제  이와 련된 범  내에서 재 정을 사후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12) 그러나 재합의의 효력에 한 단권한이 재합의에서 

특별히 재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한 심사권한은 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3) 재 정부가 계약  재조항 자체의 효력에 하여 심사할 권

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재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일반법원은 

재조항에 하여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는가의 여부  재 정부가 재조항에 기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가의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 

… 재 정부의 이에 한 단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법원은 재 정부의 단에 

구속되고 본계약  이에 포함된 재합의의 효력에 하여 사후심사할 수 없다. 민사소

송법 제10편은 기본 으로는 일반법원의 재 에 복종해야 할 법  분쟁에 한 단을 

 9) 항소심 결은 재에 의해 단순히 상품의 품질에 한 분쟁뿐 아니라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한 모든 쟁 을 

단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던 함부르크의 상품거래에 한 습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강수

미, ｢ 재계약｣,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1991, 164면).

10) 1998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041조 제1항 제1호는 재 정이 유효한 재합의에 기 하지 아니하 거나 

기타 부 법한 차에 기하여 내려진 것을 재 정 취소사유로 규율하고 있었다. 행 민사소송법은 제

1029조와 제1031조에 규정된 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거법에 의해 무능력자이거나  재합의가 당사자

들이 지정한 법에 의해 무효이거나 그에 한 지정이 없는 때에는 독일법에 의해 무효인 사실을 재 정 

취소사유로 규율하고 있다{ 행 민사소송법 제1059조 제2항 제1호 a)}.

11) 1998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037조는 재 차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사자의 주장, 특히 

법률상 유효한 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분쟁이 재합의의 상이 아니라거나 재인이 직무

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 경우 차를 속행하여 재 정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율하고 있었다. 행 민사소송법은 재 정부가 자신의 정권한과 이와 련된 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행 민사소송법 제1040조 제1항 문).

12) RG, JW 1928, 2136.

13) RG, Warn. 1934 N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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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부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재 정부를 구성하고 당사자간의 재합의

에 기 하여 재를 행하는 재인은 재 차에서 법 을 신하여 단할 권한을 가지

는 재 이다. 재인의 정권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재조항이다. 재합의의 당사

자가 유효한 재합의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재 정부로 하

여  이에 하여 단하게 할 것을 재합의에서 약정하 다면 재 정부는 그러한 

정권한의 범  내에서 재합의의 효력에 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

는 법 에 의한 재 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Y의 상고를 

기각하 다.14) 이 사건의 당사자는 함부르크 재원에 의한 재를 정하여 합의하 을 

뿐 재인에게 명시 으로 권한 단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연방 법원은 함부르크

의 상품거래의 습, 함부르크 재원의 행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취지의 재합의로부

터 재인의 권한 단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사건에서 X는 A와 공동으로 냉동선을 운행하면서 익명의 하주(Befrachter; 荷

主) 측의 용선 리인인 Y와 용선계약을 체결하 는데, 그 계약에는 함부르크에서의 재

와 독일법의 용이 정되어 있었다. X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련하여 손해가 발생하

다고 주장하면서 Y를 상 로 함부르크 재원에 재를 신청하 는데, Y는 재 정부

가 이 사건에 하여 단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 다. 

재 정부는 Y에게 손해배상 의 지 을 명하는 재 정을 하 고, X는 이에 기해 지방

법원에 집행선언을 신청하 는데, 지방법원은 유효한 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재 정을 취소하고 집행선언의 신청을 기각하 다. 이에 하여 X가 항소하

고, 항소심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을 변경하여 재 정에 집행력을 부여하 다. 이에 

하여 Y가 상고하 는데, 연방 법원은 일반론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04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일반법원은 재 정부의 단에 구속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025조 제1항15)

에 따르면 재 정부는 그 권한 단권한을 재합의에 의해서만 취득하게 되므로, 재

정부는 그 법  존립에 하여 스스로 구속력을 가지는 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 정부는 그 권한 단권한에 하여 일반법원( 는 기타의 청)을 구속하는 단을 할 

수 없다.”고 단한 다음,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해서는 “ 재합의의 유효 여부, 

재신청의 상 방이 당사자간의 재합의에 따라야 하는가의 여부 등에 하여 재 정부

로 하여  구속력 있는 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부 법한 것은 아

니다. … 재의 당사자는 재 정부의 정권한에 한 문제를 재 정부로 하여  

14) BGH, KTS 1961, 26.

15) 1998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1025조 제1항은 1인 는 수인의 재인이 분쟁에 한 정을 하도록 하는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의 상에 하여 화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법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

율하고 있었다. 행 민사소송법은 어떠한 재산법상의 청구도 재합의의 상이 될 수 있고, 비재산법상의 

청구에 한 재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의 상에 하여 화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법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행 민사소송법 제10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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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는 법원

조직법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 ”고 하 다.16)

독일의 례는 당사자가 재인이 그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것을 합의하 거나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때에는 일반법원의 사후심사권이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았고, 법원

의 사후심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심사의 상이 재인의 정권한에 한 당사자간

의 합의가 법하게 성립되었는가의 여부 는 그에 한 해석문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

았다. 특히 당사자가 이에 하여 명시 으로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 차가 진행

되고 있는 재원에 권한 단권한을 인정하는 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재인이 그의 

정권한을 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던 독일의 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배후에는 

재원의 자율성을 존 하고자 하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독일에

서 정권한에 한 재인의 단에 한 불복은 당사자간에 이에 한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었다.17) 그러나 행 민사소송법 하에서 재 정부는 자신

의 정권한과 이와 련된 재합의의 존부 는 효력에 하여 단할 수 있고(민사소

송법 제1040조 제1항 문), 재 정부가 자신이 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의 정권한에 한 이의에 하여 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그 단

에 한 서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하여 이 문제에 하여 심사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문․제2문), 기존의 례의 입장

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18) 따라서 행 민사소송법 하에서 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에 상 없이 그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고, 이에 한 재인의 

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19)

오늘날 재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해 재인에게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법원에 액세스할 권리가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이러한 재인의 단에 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재인의 정권한 단에 한 법원의 심사의 정도는 각 나

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20)

16) BGHZ 68, 356(1977). 연방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결을 기환송하면서,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의 

단과 련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함부르크에서의 재’라는 문구를 앞서 살펴본 오 지 매매계약상의 

‘함부르크 재원에서의 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 다.

17) Peter Schlosser, "The Competence of Arbitration and of Courts," 8 Arbi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189 

(1992), at 203.

18) Friedrich Stein/Martin Jonas/Peter Schlosser,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Bd. 9, J. C. B. Mohr, 2002, 

§1040 Ⅱ, Rn. 2.

19) K. H. Schwab/G. Walter, a.a.O.

20) 국의 경우에는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지만, 법원이 언제든지 이러한 재인의 

단을 심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랑스의 경우에는 재 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법  심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스 스의 경우 재인은 정권한 문제를 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잠정 으로 불복

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William W. Park, "The Arbitrability Dicta in First Options v. Kaplan: What Sort 

of Kompetenz-Kompetenz Has Crossed the Atlantic?," 12 Arbi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137(1996), a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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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재기   각국의 규율내용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 단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인의 권한은 국제 약, 재기 의 재규칙, 각국의 재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재제도를 운 하고 있는 표  기 인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이에 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UNCITRAL Model Law 제16조 제1항21)과 UNCITRAL Rules of Arbitration 제21조 제1

항22)은 재 정부가 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신의 정권한에 

한 사항을 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ICC Rules of Arbitration 제6조 

제2항23)은 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ICC 국제 재법원이 이 규칙상의 

재합의가 존재한다고 일견 명백하게 인정한 때에는 재 정부 스스로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CC 재규칙의 이러한 규율내용은 재

인에게 자신의 정권한을 단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CSID 약 제41조 제1항24)은 재 정부가 자신의 정권한에 한 단자가 되어야 하

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 정부는 자신의 권한  이와 련된 재합의의 존부 는 효

력에 한 이의에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법 제17조 제1항 문).25) 독일의 경우에는 

150 참조}.

21) Article 16 Competence of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jurisdiction

   (1)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ncluding any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

22) Article 21 (1)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competence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

23) Article 6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2) If the Respondent does not file an Answer, as provided by Article 5, or if any party raises one or more 

pleas concerning the existence, validity or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may decide, 

without prejudice to the admissibility or merits of the plea or pleas, that the arbitration shall proceed if it 

is prima facie satisfied that an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Rules may exist. In such a case, any 

decision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taken by the Arbitral Tribunal itself. If the 

Court is not so satisfied, the parties shall be notified that the arbitration cannot proceed. In such a case, 

any party retains the right to ask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whether or not there is a binding 

arbitration agreement.

24) Article 41 (1)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25) 1999년 개정  재법 제10조에서는 재인은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 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 차를 속행하여 재 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인의 차속행권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구법 하에서 재 차에 한 가처분신청이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재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재 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재 차 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 정이 내려진 후에 재 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재 차 자

체의 법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그러한 재 차가 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재

차정지의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하 다( 법원 1996. 6. 11.자 96마1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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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부가 자신의 정권한과 이와 련된 재합의의 존부 는 효력에 하여 단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1040조 제1항 문). 랑스에서는 

당사자가 재인의 정권한의 근거 는 범 에 하여 다툴 경우 그 권한의 효력  

한계에 한 단권한이 재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랑스 민사소송법26) 제

1466조). 랑스의 경우 재인의 정권한에 한 문제를 최 로 단할 권한을 재인

에게 인정하고, 최 의 거부에 한 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7) 한 민사소송법 제

1458조28)가 용되는 결과 재합의가 명백하게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사법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 정부의 단은 이에 한 법원의 최종 

심리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재 정부는 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재 정부가 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분쟁 사안이 재합의에 기해 재에 회부되었는가와 같은 자신의 실질 인 정권

한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 재법 제30조 제1항29)). 국 

재법의 규율내용과 련해서는, 당사자가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하여 재법의 내

용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0) 재인에게 권한 단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인의 단에 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고 있다.

3.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논의

미국의 연방 재법에는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재에 한 서면 합의에 기하여 재에 부쳐질 문제에 하여 미국법원에 소송 는 

차가 진행 인 때에는 그 차가 계속 인 법원이 그러한 차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가  합의에 근거하여 재에 부쳐질 수 있는가를 단한다는 것을 제로, 재 차의 

26) 랑스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재에 하여 규율하고 있다.

27) P. Schlosser, supra note 17, at 201.

28) 재합의에 기해 재 정부에 회부되어 있는 분쟁에 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할권 없음

을 선언하여야 하고, 그 사건이 재 정부에 회부되지 않은 때에도 그 재합의가 명백하게 무효가 아닌 

한, 법원은 와 마찬가지로 할권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 랑스 민사소송법 제

1458조 제1문․제2문).

29) §30 Competence of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its own substantive juris- 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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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박 길, “국제상사 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재인의 자기 할권 정의 원칙”, ｢ 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 재학회, 2004. 12.,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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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를 명하는 것이 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가 이루

어질 때까지 재 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9 U. S. C. §331)). 법원에 

하여 재가능성 문제32)를 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연방 재법의  규정의 해

석과 련하여, 미국에서 재인의 권한 단권한 문제는 주로 재에 부쳐진 사건의 재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재인과 법원  가 이에 하여 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하는 것에 하여 정 인 시각을 가지고 있

는 입장에서는 재인의 정권한에 한 이의가 재 차의 지연책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든다.33) 당사자 일방은 재 차에 성실히 임하는데 상 방이 

재인의 정권한에 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재인의 정권한 유무를 단하

기 한 차를 진행하는 동안 재 차를 마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의 치 차로 락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34) 재에서 

비롯된 재가능성 문제가 단지 재인에게 되돌려지기 하여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

기 때문에 당사자는 소송에서의 확실성이라는 요소를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35) 특히 국제

재의 경우와 같이 정교한 국제상거래 문제에 한 재인의 보다 풍부한 지식의 활용, 

차의 비공개성, 재인에 의한 보다 유창한 외국어 구사, 이로 인한 번역․통역의 불필

요, 기타 비용의 감, 상 으로 신속한 재 차의 진행 등의 에서 당사자들은 사

법 인 분쟁해결보다 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

면 이를 추구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재에 의해 제 로 실 되고 있는가를 재인 스스

로 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고 한다.36)

그러나 재 정부의 정권한이 으로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재가능성 문제를 처

31) 9 U. S. C. §3 Stay of proceedings where issue therein referable to arbitration 

    If any suit or proceeding be brought in any of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the court in which such suit is pending, upon 

being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shall on application of one of the parties stay the trial of the action until such arbitration has 

been ha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providing the applicant for the stay is not in 

default in proceeding with such arbitration.

32) 미국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재하기로 합의하 는가의 여부, 그 합의의 범 , 이 두 문제를 가 단

하는가의 문제가 재가능성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Richard C. Reuben, "First Options, Consent to 

Arbitration, And The Demise of Separability: Restoring Access to Justice For Contracts With Arbitration 

Provisions," 56 SMU Law Review 819(2003), at 828).

33) Alan Redfern,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or," 3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1986), at 19; Klaus Peter Berger, International Economic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at 329.

34) W. W. Park, supra note 20, at 138.

35) O. Sandrock, "Arbitration Between U. S. and West German Companies: An Exampl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9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27(1986), at 49.

3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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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재 정부에 맡기는 것은 비경제 일 수 있다고 한다. 재 정부가 자신의 정

권한에 하여 최종 으로 단한 후에, 법원이 련 재조항이 무효이고 모든 재 차

가 법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단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기 단계에서 이에 

하여 사법  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37) 

재인의 정권한을 과하여 이루어져 후에 취소되거나 집행이 거부될 여지가 있는 재

정에 의해 효율 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재 차의 장 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

다.38) 법  심문권(right to be heard)을 포함한 법 차 등과 같은 요한 사법 (司法的) 

보호는 재인의 넓은 재량에 한 제한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한다.39) 재 차에서의 

법  확실성에 한 요구는 법원에 의한 개입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해결도 요구된다고 

한다.40) 재에 한 법원의 개입은 공서(public policy)의 수호자로서의 법원의 이미지에 

상응하여 정해진다고 한다.41)

연방 재법 제3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법원의 재 차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가 재가능성에 하여 단하는가에 한 문제로 될 것이다.42) 그런데 법원이 재가

능성 문제를 단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임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재가능성 문제에 하여 단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당사자가 

그 문제에 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 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재인에게 재가

능성에 하여 단할 권한을 부여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기해 재가능성 문제가 재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재가

능성 문제에 한 법원의 심리범 는 재인의 권한 단권한 조항의 존재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43)

Ⅲ.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미국 례의 입장

통 으로 미국법원은 재인에게 권한 단권한을 인정하는 것에 하여 부정 이었는

데, 최근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에 표 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주의  경향을 띄고 있다.44) Volt Information 

37) K. P. Berger, supra note 33, at 329; P. Gross, supra note 2, at 211. 

38) A. Redfern, supra note 33, at 20.

39) O. Sandrock, supra note 35, at 53.

40) P. Schlosser, supra note 17, at 195.

41) Berthold Goldman, "The Complementary Roles of Judges and Arbitrators in Ensuring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Effective," 60 Years of ICC Arbitration: A Look at the Future, 1984, at 259.

42) Natasha Wyss,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a Perilous Approach to Kompetenz-Kompetenz," 72 

Tulane Law Review 351(1997), at 357.

43) Necchi S. p. A. v. Necchi Sewing Mach. Sales Corp., 348 F. 2d 693(C. A. N. Y., 1965), at 696,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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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s, Inc. v.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이하 ‘Volt 

Information Sciences’라고 한다) 사건45)에서 연방 법원은 재에 한 사  합의가 계약 

조항 로 강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연방 재법의 주요 목 으로 악하고, 연방 재법

상의 재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문제이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

는 로 재합의를 구성할 수 있는데, 계약을 통해 재의 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에 용할 규칙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확

시켰다. 한 연방 법원은 Mastrobuono v. Shearson Lehman Hutton, Inc.사건46)에서 Volt 

Information Sciences 결을 수정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재의 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이에 한 당사자의 합의가 강제되는 것이 연방 재법상 보장된다고 하 다. 

재가능성 문제를 단함에 있어서 연방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를 강조한 결과는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이하 ‘First Options of Chicago’라고 한다)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이 에도 노동사건 재와 련

해서는 재가능성 문제에 한 당사자의 합의를 존 한 연방 법원 결이 존재하 고, 

상거래 련 재의 경우에도 이에 한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연방 항소법원과 

주 법원의 결이 존재하 다.

1.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이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이 에도 연방 법원은 노동사건과 련해서는 재인의 

정권한에 하여 분명하게 합의한 당사자의 선택이 법원에 의해 존 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았다. AT&T Technologies, Inc. v.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사건47)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한 분쟁에 한 재의 이행을 강제하기 해 연방법원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 는데,48) 연방 법원은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 Warrior & 

Gulf Navigation Co.(이하 ‘United Steelworkers’라고 한다) 결49)을 인용하면서 당사자들

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계약이 당사자들로 하여  분쟁을 

44) 이러한 경향에 하여 O'Connor 사는 Keating 결의 반 의견에서 연방 법원은 실체권이 아닌 차권

을 정립하기 한 연방 재법의 입법목 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규의 내재 인 목 을 단기 으로 하여 

그 유용성과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연방 재법의 입법목 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반 하 다{Southland Corp. v. Keating, 465 U. S. 1(U. S. Cal., 1984) at 25-31}.

45) Volt Information Sciences, Inc. v.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489 U. S. 468(U. 

S. Cal., 1989), at 479.

46) Mastrobuono v. Shearson Lehman Hutton, Inc., 514 U. S. 52, 115 S. Ct. 1212(U. S. Ill., 1995).

47) AT&T Technologies, Inc. v.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475 U. S. 643, 106 S. Ct. 1415(U. S. 

Ill., 1986).

48) Id., at 646.

49)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v. Warrior & Gulf Nav. Co., 363 U. S. 574, 80 S. Ct. 1347(U. S. Ala.,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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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가의 여부는 사법 (司法的) 해석에 한 문제인 것으로 보

았다. 한 United Steelworkers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노사 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제301조50)에 의해 재가능성 문제에 한 단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문제를 법원의 단에서 배제시키기로 합의하 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 다.51)

다만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연방 재법이 용되지 않는다.52) 연방 법원은 노동사건과 

상거래사건의 차이를 인식하여, 재가 상거래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체수단으로서의, 

노동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투쟁의 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노동분쟁에 한 재가 일반 상거래에 한 재와는 다르므로, 상거래분쟁에 한 재

에 한 법원의 감이 노동분쟁에 한 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단

체교섭계약에 기한 노동분쟁의 재는 단체교섭 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53) 

그런데 1960년  이후 연방 법원은 이러한 차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상사 재에 

하여 단하는 법원은 노동 재사건에서 정립된 요소들을 차용하여, 이를 재법에 반

으로 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시켜 온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54)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이 에도 노동분쟁이 아닌 일반 상거래분쟁의 역에서 

재가능성 문제에 한 계약주의  경향이 연방 항소법원과 주 법원의 결을 통해 나타

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의 법원, 미시건의 항소법원은 재인이 재가능성 

문제를 단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 고,55) 메인과 뉴햄 셔의 

법원, 일리노이의 항소법원은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최 로 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왔다.56)

Necchi S. p. A. v. Necchi Sewing Mach. Sales Corp. 사건57)에서 연방 제2순회구 항소

법원은 재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분명하게 재인에게 부여하 을 정도로 재조

항이 범 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재가능성 문제에 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았다.58) 이 결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법원에서의 최 의 재가능성 문제는 재

50) 29 U. S. C. §301.

51) 363 U. S. 574, at 583.

52) 연방 재법은 해상거래(maritime transaction) 는 상거래(transaction involving commerce)에 용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9 U. S. C. §2).

53) 363 U. S. 574, at 578.

54) Thomas E. Carbonneau, Cases and Materials on Commercial Arbitration(Adams & Reese Legal Series, V. 1), 

Juris Pub. Inc., 1997, at 82, 83. 

55) Advanced Micro Devices, Inc. v. Intel Corp., 885 P. 2d 994(Cal., 1994), at 1000; Detroit Demolition Corp. 

v. Burroughs Corp., 205 N. W. 2d 856(Mich. App., 1973), at 860; Welch Group, Inc. v. Creative Drywall, 

Inc., 576 A. 2d 153(Conn., 1990), at 155; White v. Kampner, 641 A. 2d 1381(Conn., 1994), at 1384 etc.

56) Flood v. Caron, 441 A. 2d 733(N. H., 1982), at 735; Orthopedic Physical Therapy Center, P. A. v. Sports 

Therapy Centers, Ltd., 621 A. 2d 402(Me., 1993), at 403; School Dist. No. 46, Kane, Cook, and DuPage 

Counties v. Del Bianco, 215 N. E. 2d 25(Ill. App., 1966), at 30 etc.

57) Necchi S. p. A. v. Necchi Sewing Mach. Sales Corp., 348 F. 2d 693(C. A. N. Y.,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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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재가능성을 단할 권한을 분명하게 부여한 합의조항이 존재하는가에 하

여 단하는 것에 한정된다.59) 법원이 이러한 합의조항이 존재한다고 단한 때에는 재

합의와 본계약의 효력과 범 에 한 문제와 재 정부의 정권한에 한 단권한이 

재 정부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60) 그러나 당사자들이 재 정부에 하여 이러

한 권한을 분명하게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원이 해당 분쟁이 재가능한가의 여부에 

하여 단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 다.61)

Chastain v. Robinson-Humphery Co., Inc. 사건62)에서 연방 제11순회구 항소법원은 연방 

재법 제4조63)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당사자에 의해 으로 승인된 계약과 재합의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 계약을 구별하 다.64)  규정과 련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

합의를 한 것에 하여 만족하는가, 아니면 당사자가 재합의에 따르지 않는 것이 다투

어지고 있는가에 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원은 재조항의 내용에 따라 

재를 진행시킬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당사자

들이 어떠한 문제를 재로 해결할 것을 분명하게 합의한 경우 법원은 연방 재법 제4

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계약의 효력에 한 분쟁을 포함하여 재의 이행을 강제하여야 하

지만, 재합의를 하 는가의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연방 재법의 규정에 

따라 재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재조항의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가를 단하여야 한

다고 하 다.65) 재의 이행이 청구된 사건에서 연방 제11순회구 항소법원은 연방 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가능성을 재하기로 한 합의가 다투어지는 사건과 그 지 않은 사

건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58) Id., at 696. 다만 이 사건에서 연방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연방 법원이 재가능성에 한 문제를 법원에 

맡겨 놓았음을 인정하 다(Id.). 

59) Id.

60) Id., at 696, 697.

61) Id., at 698.

62) Chastain v. Robinson-Humphery Co. Inc., 957 F. 2d 851{C. A. 11(Ga.), 1992}.

63) 9 U. S. C. §4 Failure to arbitrate under agreement; petition to United States court having jurisdiction for 

order to compel arbitration; notice and service thereof; hearing and determination 

    A party aggrieved by the alleged failure, neglect, or refusal of another to arbitrate under a written agreement 

for arbitration may petitio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hich, save for such agreement, would have 

jurisdiction under Title 28, in a civil action or in admiralty of the subject matter of a suit arising out of the 

controversy between the parties, for an order directing that such arbitration proce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such agreement. … 

64) 957 F. 2d 851, at 853, 854.

65) Id., at 854. 이 결에 따르면 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재가능성 문제에 하여 배심원에 의한 

재 을 받기 해서는 이미 형성된 합의를 부정할 것이 요구되고, 그러한 부정을 이유 있게 하는 증거가 제

출되어야 한다(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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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66)

(1) 사건의 개요

Manual Kaplan은 MK Investments, Inc.(Manual과 그 부인 Carol이 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하 ‘MKI’라고 한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 고, First Options of Chicago, 

Inc.(이하 ‘FOC’라고 한다)는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의 MKI의 증권거래를 청산하는 

회사 다. 1987년 10월 19일 증권시장이 붕괴되었을 당시, MKI는 1,2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FOC의 계좌에 250만 달러 상당의 자를 남기게 되었다. FOC는 MKI와 

Kaplan부부 개인에 하여 자  회수를 요구하 고, 일련의 분쟁은 MKI와 Kaplan의 채무

를 경감하는 워크아웃계약(workout agreement) 체결로 이어졌다.  계약서류 4부  1부

에만 “MKI의 사업 는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FOC와 MKI간의 모든 분쟁은 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Kaplan은 이 계약서에 

MKI의 표자로 서명하 다).

거래 재개 후에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FOC는 ‘FOC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FOC의 재량으로’ MKI의 자산을 청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계약(market maker 

clearinghouse agreement)에 기하여 MKI에게는 채무액의 즉시 지 과 Kaplan부부에게는 

부족액의 지 을 요구하 는데, 그 지 이 이루어지 않자 MKI와 Kaplan부부를 상 로 필

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 재를 신청하 다. MKI는 재를 수락하 지만, Kaplan부부는 

자신들에 한 FOC의 청구를 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 이 없다고 주장하면

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다. Kaplan부부는 1990년 증거개시 의 차에 참석하 는데, 그

들의 새로운 변호인단은 재 정부의 정권한에 한 이의신청을 갱신하지 아니하 고, 

1992년까지 사건처리에 진 이 없다가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이 그들을 리하게 되었다. 

재 정부는 재조항의 효력이 Kaplan부부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제로, Kaplan부부와 

MKI가 연 하여 FOC에게 600만 달러를 지 할 것을 명하는 재 정을 하 다.

이에 하여 Kaplan부부는 연방 재법 제10조67)에 근거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재 정

에 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고, FOC는 재 정에 한 확인을 구하는 반

소를 제기하 다.

(2) 법원의 단

연방지방법원은  재조항에 근거하여 Kaplan부부가 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들이 증거개시 의 차에 참가함으로써 재인의 정권한에 한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

66)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 S. 938, 115 S. Ct. 1920(U. S. Pa., 1995).

67) 9 U. S.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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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Kaplan부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FOC의 반소청구를 인용하 다.68) Kaplan부부

는 항소하 는데, 연방 제3순회구 항소법원은 FOC의 Kaplan부부에 한 청구는 재할 

수 없다고 하고, 법원은 재 정부가 어느 분쟁에 하여 정권한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독립하여 단하여야 하며, 분쟁의 재가능성을 인정하여 재 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

한 지방법원 결의 당부에 하여 항소법원이 심리할 경우 통상의 심리기 을 용하여

야 한다는 것을 제로, MKI에 한 재 정을 확인하고 Kaplan부부에 한 재 정의 

무효를 확인하 다.69)

연방 법원70)은 ①어떤 분쟁이 재가능한가의 여부에 하여 재인과 법원  가 

단하여야 하는가, ②법원이 분쟁의 재가능성에 하여 단하는 경우 이에 한 재인의 

단을 새로이 심사하여야 하는가, ③연방 재법 제10조에 기한 재 정 무효확인청구에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결을 항소법원이 심리할 경우 처음부터 새로이 심

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기 에 따라야 하는가에 하여 단하 다.

연방 법원은 분쟁의 재가능성을 결정할 일차 인 권한을 가 가지는가의 문제는 당

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이러한 권한을 재인에게 부여한 

경우 법원은 이에 한 재인의 단을 존 하여야 하며, 그 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분

쟁의 재가능성에 하여 독자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한 연방 법원은 법

원이 당사자가 재가능성을 비롯한 일정한 사항을 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 는가

의 여부를 단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에 하여 규율하고 있는 주법을 용하여야 하는

데, 주법은 법원에 하여 당사자가 재가능성 문제를 재에 맡길 의도를 객 으로 

명백히 하 는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 다. 

FOC는 ①Kaplan부부가 재인의 정권한에 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 차에 

참가한 것으로부터 재가능성을 재의 상으로 삼고자 한 분명하고 명백한 합의를 추

론할 수 있고, ②연방 재법의 재 우호 인 국가정책에 따를 경우 Kaplan부부가 재

가능성 문제를 재하기로 합의하 다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는데,71) 연방 법원

은 ①당사자가 재가능성에 한 문제를 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 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추정해서는 안 되며,72) ② 재에 한 국가정

책은 제도로서의 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

에게 이에 한 합의를 할 권리를 개별 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를 배척하고, Kaplan부부는 당사자가 재인 앞에서 재가능성에 하여 다툴 수 있다는 

68) Kaplan v.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Not Reported in F. Supp., 1992 WL 212346(E. D. Pa., 1992).

69) Kaplan v.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19 F. 3d. 1503{C. A. 3(Pa.), 1994}.

70) 연방 법원은 FOC와 Kaplan부부간의 분쟁을 재 가능한 것으로 단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항소법원이 채택한 심리기 에 하여 재량에 의해 단하 다(514 U. S. 938, at 948).

71) 514 U. S. 938, at 946.

72) Id., at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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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3순회구의 례이론에 입각하여 재 정부에 하여 그러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 으므로 재가능성 문제를 재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인

정하여, FOC와 Kaplan부부 사이에 재가능성 문제를 재의 상으로 삼았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독자 으로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항소법원의 단이 정당하다고 하 다.73)

FOC가 연방 제2순회구의 례이론을 원용하면서 재지의 연방정책을 고려한다면 항

소법원이 재 정의 효력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결을 심리할 경우 법률문제에 해서도 

재량권의 남용기 을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하여, 연방 법원은 이러한 경우의 

항소법원의 심리기 에 하여 연방 재법은 침묵하고 있지만, 부분의 순회구 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은 통상의 기 에 따라 지방법원의 단을 심리하여야 하므

로,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지방법원의 사실 단은 인정하되 법률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 다.

(3) 검토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서 연방 법원은 재가능성 문제에 하여 가 일차

으로 단할 권한을 가지는가는 당사자가 이에 하여 합의하 는가의 여부에 의해 정해

지는 것으로 보았다.74) 특히 연방 법원은 당사자가 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

한 때에는 연방 재법 제10조에 따라 재 정에 한 최소한의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분쟁과 련된 다툼을 사법 으로 해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75) 다만 

연방 법원은 재에 우호 인 연방정책이 재가능성 문제에는 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의 범 를 독자 으로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재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재를 강제당할 경우 래될 수 있는 실질 인 불공정을 고려하 다.76) 

연방 법원은 이 결에서 competence-competence에 하여 언 하지 않고 상소심의 

행 인 심리기 을 수단으로 하여 그 입장을 정립하고는 있지만, 재가능성 문제가 재

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것을 제로, 비록 방론이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재가능성 문제 자

체를 재에 부치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이 그 문제에 한 재인의 단을 검토함에 있

어서 용되는 기 은 당사자들이 재하기로 합의한 다른 문제를 검토하는 경우 용되

는 기 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 다.77) 연방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연방 재법 제3조

에 한 통 인 해석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연방 법원은 이에 하여 아무런 근거

를 제시하지 않고,  규정 자체를 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 재법 제3조의 문

구를 살펴보면, 재인의 정권한이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재 정부에 하여 이에 

73) Id., at 947.

74) Id., at 943.

75) Id., at 942.

76) Id., at 947-949.

77) Id., at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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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유효한 당사자간의 합의조항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 

문제가 재에 부쳐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러한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만이 재가능성 문제를 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당사자가 재 정부에 하여 재가능성 문제에 한 단권한을 분명하

고 명백하게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재가능성 문제를 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연방 법원의 입장은 연방 재법 제3조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서 연방 법원은 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를 보호․증

진하기 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 던 것으로 보인다.

3.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이후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 의해 단체교섭의 역을 넘어 연방 재법의 규율을 

받는 사건 련 재의 경우에도 재가능성 문제에 한 재의 수락이 분명하고 명백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노동분쟁이 아닌 상거래분쟁의 역에서도 재가능성 문제에 한 

계약주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결 후에도 연방 법원은 이러

한 입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v. Waffle 

House, Inc. 사건78)에서 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EEOC에게는 고용에 한 

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하 심법원은 

일반 정책 인 목  때문이 아니라 그 합의의 범 를 결정하기 하여 당사자들이 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 는가의 여부를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 다.

특히 Howsam v. Dean Witter Reynolds, Inc.(이하 ‘Howsam’이라고 한다) 사건79)에서 

연방 법원은 최소한 법원에 의해 단되어야 하는 재가능성의 문제와 법원과 재인간

의 권한 분배와 련이 있기는 하지만 재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구별하고자 하

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개인에 한 청구가 그러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보험업계

에서 요구되는 소  ‘6년 원칙’과의 계에서 시기 하게 청구되었는가의 여부를 법원

이 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재인이 단하여야 하는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 용

되었던 미증권가 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NASD)의 재

차법80)에 따르면 어떠한 분쟁, 청구 는 다툼도 이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

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규

정상의 ‘ 재의 자격’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련해서는, 이 사건에 한 결 이 에도 이

를 재인이 단하여야 하는 차  문제로 볼 것인가, 법원이 단하여야 하는 사법  

78) E. E. O. C. v. Waffle House, Inc., 534 U. S. 279, 122 S. Ct. 754(U. S., 2002). 

79) Howsam v. Dean Witter Reynolds, Inc., 537 U. S. 79, 123 S. Ct. 588(U. S., 2002).

80) NASD Code of Arbitration Procedure §10304.



仲裁硏究 第22 卷 第2號70

단사항으로 볼 것인가가 하 심법원에서 문제되어 왔다.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  일부

는 이를 제한법규로 악하여 재 차  문제로 보았고,81) 그 다른 일부는 이를 사법  

단을 요구하는 실질 인 사법  문제로 보았다.82)

Howsam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6년 격 단을 차  문제로 보았다.83) 특히 Breyer 

사는 재가능성이라는 용어의 유연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그간 법원의 동요를 래한 

사실을 인정한 후, First Options of Chicago 결과 련 있는 재가능성 문제는 어느 분

쟁이 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 포섭되는가의 여부에 한 문제로 악하

고, 이 문제와 련해서는 특정한 분쟁의 실체 인 내용과 당사자들이 그 분쟁을 재

에 의한 분쟁해결의 범  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 는가의 여부에 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느 분쟁을 재를 통해 해결하기 한 시기  제한, 통지, 의무

불이행, 기타 재를 강제하기 한 선행조건들과 같이 재의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에 한 차  문제들은 이러한 것들이 재조항의 범  내에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로, 법원이 아니라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았다.84) Breyer 사는 유효한 재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분쟁에 한 청구

는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하기를 당사자가 의도하 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 이며, 

NASD 재인은 그 규칙의 의미에 하여 상 으로 문가이므로 이를 보다 잘 해석․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85) Howsam 사건에서 6년 원칙을 재가능성 문제라기보

다는 차  문제로 악한 연방 법원의 단은 실체  재가능성(substantive 

arbitrability)과 차  재가능성(procedural arbitrability) 문제를 구별하고, 재가능성에 

한 법원칙에 실감각을 부여하고자 한 연방 법원의 의지를 강조하 다는 에서 의미

를 가진다.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재합의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졌음에 반하여, Howsam 사건의 경우에는 Howsam 부인이 다른 자주규제기  는 

Dean Witter Reynolds, Inc.가 속해 있는 거래소에 의한 재 에서 NASD에 의한 재

를 선택하 을 뿐 아니라, 재합의의 존부 는 효력에 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

었고, 6년이라는 기간만이 다투어지고 있었다.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81) Painewebber Inc. v. Elahi, 87 F. 3d 589{C. A. 1(Mass.), 1996}; Painewebber Inc. v. Bybyk, 81 F. 3d 

1193{C. A. 2(N. Y.), 1996}; Smith Barney Shearson, Inc. v. Boone, 47 F. 3d 750{C. A. 5(Tex.), 1995}; 

FSC Securities Corp. v. Freel, 14 F. 3d 1310{C. A. 8(Minn.), 1994}; O'Neel v. National Ass'n of Securities 

Dealers, Inc., 667 F. 2d 804(C. A. Or., 1982).

82) Painewebber Inc. v. Hofmann, 984 F. 2d 1372{C. A. 3(Pa.), 1993}; Dean Witter Reynolds, Inc. v. McCoy, 

995 F. 2d 649{C. A. 6(Tenn.), 1993}; Smith Barney, Inc. v. Sarver, 108 F. 3d 92{C. A. 6(Mich.), 1997); 

Edward D. Jones & Co. v. Sorrells, 957 F. 2d 509{C. A. 7(Ill.), 1992}; Cogswell v.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78 F. 3d 474{C. A. 10(Colo.), 1996};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v. 

Cohen, 62 F. 3d 381{C. A. 11(Fla.), 1995).

83) 537 U. S. 79, at 86.

84) Id., at 83-85.

85) Id., at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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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ysler-Plymouth, Inc. 결86) 이후, 연방 법원은 유효한 재합의의 존재를 제로 

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제가 되는 사항에 한 문제와 련해서는 재 우호 인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owsam 사건에서 연방 법원이 NASD 규칙의 의미에 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하여 NASD 소속 재인에게 제도화된 권한(institutional competence)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정이 작용되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은 사법에 근할 수 있는 권리에 한 포기가 어느 정도 

분명하고 명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포기가 어떻게 표 되어야 하는가에 하여 언

하지 아니하여 법리 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87) Howsam 사건에서 연방 법원은 제도화

된 권한을 재가능성 문제에 한 당사자의 기 의 원천으로 보았고, 유효한 재조항이 

존재하는 때에는 재인이 자신에게 재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무효할 수 있는 권한을 포

함하여 자신의 정권한의 범 를 단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

사자가 특정한 사항을 단할 권한을 재인에게 부여한 재조항이 존재하는 때에는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 따르더라도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하는데 문제가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인의 권한에 하여 구체 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 한 

일반 재조항에 기 하여 재인이 자신에게 재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 따를 경우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Howsam 

결에 따르면, 그러한 재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재

인의 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재인은 이에 하여 단할 

수 있게 된다.

4. 검토

재인의 권한 단권한에 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 재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재인의 정권한의 범 를 악함에 있어서는 재제도

의 본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분쟁이 재의 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

러한 분쟁을 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는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가능성에 한 단권한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제도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재합의에 기 하여 그 

차가 개시․진행되는 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분쟁의 재가능성이 다투어질 경우 재

86)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 S. 614, 105 S. Ct. 3346(U. S. Puerto 

Rico, 1985).

87) 이에 해서는 Guy Nelson, "The ‘Clear and Unmistakable’ Standard: Why Arbitrators, Not Courts Should 

Determine Whether a Securities Investor's Claim is Arbitrable," 54 Vanderbilt Law Review 591(2001), at 594, 

5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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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에 하여 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 법원은 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재에 의

한 분쟁해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제 하에, 당사자들이 어떠한 분쟁을 재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 는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사

법  단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88) 이에 하여 침묵하고 있는 재조항으로부터 이러한 

당사자의 ‘분명하고 명백한 의사’를 추론해서는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한 후에 재 차에 

참여한 당사자의 행 로부터 이러한 의사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단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 연방 법원은 실체  재가능성과 차  재가능성

을 구분하여, 자에 하여 가 단하는가에 하여 침묵하고 있는 재조항과 련해

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한 단권한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후자에 한 문

제는 재인에게 단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이 내려진 후, 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 들은 재

인에게 재가능성에 한 단권한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자신들의 규칙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미국 재 회(America Arbitration Association; 

AAA)는 국제 재규칙에서 재 정부가 재합의의 존재, 범  는 효력을 포함한 재

정부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AAA Rules §15 

(1)},89) 상사 재규칙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AAA Arbitration Rules §7 

(a)}.90)91) 특히 이러한 문구에 ‘ 재합의의 범 ’까지 포함시킨 것은 재인의 정권한에 

한 다툼에 비하여 이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한 의도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92) 계

약 당사자가 계약과 련된 분쟁을 미국 재 회의 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재인이 재가능성 문제를 비롯하여 재인의 정권한

에 하여 단할 수 있을 것이다.

88) 475 U. S. 643, at 649.

89) Article 15 Pleas as to Jurisdiction

   (1) The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ncluding any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scop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90) R-7. Jurisdiction

    (a) The arbitrator shall have the power to rule on his or her own jurisdiction, including any objection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scope or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91) 상사 재규칙 제7조의 개정과 련하여, AAA는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서 연방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재인의 정권한 인정요건을  조문에서 명시하고자 하 는데, 당사자들이 이 규칙을 지정한 때에

는 재인의 정권한에 한 분쟁의 재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92) Am. Arbitration Ass'n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Subcomm., Am. Arbitration Ass'n, Commentary on the 

Revisions to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 ADR 

Currents(De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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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재 차에서 재인의 정권한이 다투어지는 경우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할 수 

있고, 이러한 재인의 단에 하여 당사자에게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국

제 인 추세이다. 다만 당사자가 이러한 재인의 단에 하여 불복할 수 있는 시기라

든가, 그 구체 인 방법은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달리 규율되고 있다. 재인에게 

그의 정권한에 한 단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 인 분쟁해결의 도모라는 

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재법상 이에 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도 

competence-competence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미국 의회와 법원의 태

도 뒤에는 재제도에 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교섭력이 등하고 재인의 공정성과 문성이 보장되어야만 재제도가 그 본연의 기능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 례상으로는 재가능성 문제와 련하여 

재인과 법원  가 이에 하여 단할 것인가가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서 연방 법원은 당사자가 재합의의 존부에 한 단권한을 재인

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재인이 이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았다. 연방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재합의를 통해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의 존

이라는 측면과 법원에 액세스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측면을 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First Options of Chicago 결에서 연방 법원이 당사자의 분명하고 명백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련해서는 이 결이 단지 재의 법을 재언 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보는 입장93)과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연방 법원의 재 우호 인 결로부터

의 후퇴 분 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94) 등이 주장되고 있다. 다만 묵시  동의

이론에 입각하여 분리가능성원칙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결95)과의 계에서 양 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96) 기존 입장에 변화를 래하지는 않았지만, Howsam 결을 통해 

연방 법원은 재가능성 문제에 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 고, 제도화된 권한을 인

정하여 유효한 재조항이 존재하는 때에는 재인이 자신에게 재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93) Alan Scott Rau, "The Arbitrability Question Itself," 10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87(1999).

94) Ian R. MacNeil/Richard E. Speidel/Thomas J. Stipanowich, Federal Arbitration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94, §17.3.1.

95)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388 U. S. 395, 87 S. Ct. 1801(U. S. N. Y., 1967).

96) 이에 해서는 분리가능성이론이라는 주제로 다른 기회에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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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자신의 정권한의 범 를 단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

는 것으로 보았다.

비록 연방 재법이 competence-competence를 수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국제 인 추세, 연방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의 재기 들은 이를 명시 으

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이 재지가 되거나 미국법이 재

에 용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인의 권한 단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규칙 등을 구비

하고 있는 재기 을 재서비스 제공자로 선택한 때에는 재인이 자신의 정권한에 

하여 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한 다툼으로 인한 차 지연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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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ompetence-Competence in the United States

Soo-Mi Kang

Competence-competence refers to an arbitratorpower to determine whether he or she has 

jurisdiction to decide a controversy. Although arbitrators power to rule on their own 

jurisdic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neither the 

courts nor legislative bodies have recognized its significance or the reasoning behind its 

widespread adoption. Section 3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FAA) is notorious among 

arbitration statues for its failure to incorporate competence-competence. When courts rule 

on an issue of competence-competence, it is referred to as a question of who decides the 

arbitrability of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the use of competence-competence as a term 

of art is still limited to scholarly writings. The answer to the competence-competence 

inquiry is found in an interpretation of section 3 of the FAA which empowers the courts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most commentators interpreted sections 2 and 3 of 

the FAA as conferring issues of arbitrability on the federal courts, including the ability to 

rule on the validity and scope of the arbitral agreement. Traditionally, United States courts 

have denied the competence-competence to arbitral tribunal. Recently, however, they have 

confounded the rules by placing primary importa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in a series of cases, has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giving full effect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s expressed in their agreement to 

arbitrate.

The result of the Supreme Court's emphasis on contractualism in determining the issue 

of arbitrability is most evident in the Court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case. Under First 

Options, courts are to decide arbitrability issues unless there is a clear and unmistakable 

contractual assignment of these issues to the tribunal itself. The Court is appraised that it 

has attempted to compromise between contractual freedom in the arbitration setting and the 

rule of law that is necessary in a society that depends on the concept of ordered liberty. 

In the decision in Howsam, the Court clarified the definition of arbitrability by attempting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questions of arbitrability that are to be decided by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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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se matters that bear on the allocation of decis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tors 

but are not questions of arbitrability.

Key Words: Arbitrability, Arbitrator, Competence-Competence, Arbitral Jurisdiction,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