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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분쟁당사자간에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해결하고

자 하는 합의, 즉 중재합의가 체결되어 있으면 중재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그 대상이 된 본 계약과 독립된 형태로 체결되거나 본 계약의 일부인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한다.1) 중재합의가 본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형태로

체결된 경우에는 양자는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본 계약의 효력이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된 때에는 본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재인이 본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

여 판단할 수 있는지,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된 중재합의의 경우 본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본 계약과 중재합의를 일체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독립의 관계로 파악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국제연합 국

제거래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이하 ‘UNCITRAL’이라 한다}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separability)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

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율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거나 미국법이 중재에

적용될 경우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이하 ‘Prima Paint’라고

한다) 사건2)에서 본 계약 체결과정상의 기망행위의 존부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인이 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미국에서는 분리

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과 중재인 중 누가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

제되었던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이하 ‘First Options of Chicago’라고 한

다) 사건3)에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성립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된 방식보다는 중재조항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2)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388 U. S. 395, 87 S. Ct. 180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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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연방대법원이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에서 당사자의 분명하고 명백한 의사를 요

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이 갈등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가능성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4)가 주장되기도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

및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중재가능성의 판단권한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이 갈등관계에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1.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의 의미

분리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중재합의, 즉 중재조항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재조항은 본 계약

상의 하자와는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며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도 본 계약

에 관하여 생긴 분쟁으로서 중재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중재

조항의 분리가능성이란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중재합의가 본 계약

으로부터 분리·독립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조항은 그 본질상 본 계약의 무

효, 취소 등의 하자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

자가 본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중재합의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인은 이에 기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5)

UNCITRAL 모델법은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

하여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무효의

판정은 법률상 당연히 중재조항의 무효를 초래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모델법 제16조 제1항6)). 대한민국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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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ichard C. Reuben, “First Options, Consent to Arbitration, And The Demise of Separability: Restoring Access

to Justice For Contracts With Arbitration Provisions,” SMU L. Rev. Vol.56 No.2, 2003, pp.872-882.

5) 목영준,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1,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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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17조 제1항).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중재법원의 판정권

한에 관한 판단권한’이라는 표제 하에 “중재법원은 자신의 판정권한과 이와 관련된 중재

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조항은 다른 계약조항

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1040조 제1

항7)). UNCITRAL 모델법, 독일의 민사소송법, 대한민국의 중재법 등은 중재인의 권한판

단권한(competence-competence)과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중재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에서 “중

재합의를 포함한 하나의 계약에서 중재합의 이외의 계약조항이 무효, 취소 기타의 사유로

인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중재합의는 당연히 그 효력을 방해받지는 아니한

다.”라고 규율하고 있고(일본 중재법 제13조 제6항8)),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에 관해서는

‘자기의 중재권한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라는 표제의 규정에서 “중재정은 중재합의의 존

부 또는 효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기타 자기의 중재권한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규율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9)).

영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이라는 표제 하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가 없는 한, 다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합의는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

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 부존재 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고 별도의 독립된 합의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영국 중재법 제7조10)).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에 관해서는 ‘자신의 관할권에 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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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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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that purpose, an arbitration clause which forms part of a contract

shall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dependent of the other terms of the contract. A decision by the arbitral

tribunal that the contract is null and void shall not entail ipso jure the in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7) ZPO §1040 Befugnis des Schiedsgerichts zur Entscheidung über die eigene Zuständigkeit

(1) Das Schiedsgericht kann über die eigene Zuständigkeit und im Zusammenhang hiermit über das Bestehen

oder die Gültigkeit der Schiedsvereinbarung entstehen. Hierbei ist eine Schiedsklausel als eine von den übrigen

Vertragsbestimmungen unabhängige Vereinbarung zu behandeln.

8) 第十三条 (仲裁合意の效力等)

6 仲裁合意を含む一の契約において、仲裁合意以外の契約条項が無効、取消しその他の事由により効力を有しな

いものとされる場合においても、仲裁合意は、当然には、その効力を妨げられない。 

9) 第二十三条 (自己の仲裁権限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

1 仲裁廷は、仲裁合意の存否又は効力に関する主張についての判断その他自己の仲裁権限（仲裁手続における審

理及び仲裁判断を行う権限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を示すことができる。 

10) Arbitration Act 1996 Art. 7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rbitration agreement which forms or was intended to form part

of another agreement (whether or not in writing) shall not be regarded as invalid, non-existent or ineffective

because that other agreement is invalid, or did not come into existence or has become ineffective,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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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라는 표제의 규정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분쟁 사안이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었는지와 같은 자신의 실질적인 판정권한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영국 중재법 제30조 제1항11)).

중재 관련 법규에서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

를 살펴보면, 이를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과 함께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양자를

별개의 조문에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12) 그 구체적인 규율형식은 차치하고, 오늘날 중

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

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율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을 살펴

보기에 앞서,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작용하는 국면을 검토해 봄으로써 분리가능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의 작용 국면

분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은 중재합의가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중재합의가 본 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때에는 양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분리가능성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13) 중재합

의가 성립되기 전의 거래상의 하자나 중재합의가 성립된 후의 사실은 분리가능성과 무관

하며,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합의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이 문

제되지 않는다. 중재합의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당연히, 취소사유가 존재

하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의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새로

이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합의에 관해서만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

shall for that purpose be treated as a distinct agreement.

11) Arbitration Act 1996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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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that is, as to-

(a)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 whether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and

(c)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12)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과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일응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중재법 제17조 제1항 후문에서는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데, 중재법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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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본 계약에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 후단의 일부무효

의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가 그 중재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14) 분리가능성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그 중재

합의가 본 계약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며, 해당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사유가 중재조항 자체에도 영

향을 미치는 때에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15)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져 중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은 본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사기 또는 강박16)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거나 착오 또는 무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그 중재합의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속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중재합의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합의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중재를 매개로 위법한 것으로부터 유효한 법적 의

무를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분리가능성 측면에서보다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또는 공서(public policy)의 관점에서 논

해지는 경향이 있다.17)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해제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

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중재

판정의 대상을 흠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재인은 자신에게 판단권한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인이 본 계약의 효

력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중재인의 판단권한범위에 관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이에 관한 판단권한을 부여한 때에는 중재인은

본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

14) Rolf A. Schütze/Dieter Tscherning/Walter Wais, Handbuch des Schiedsverfahrens, Walter de Gruyter, 1990,

Rn. 162.

15)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 박영사, 2007, p.109.

16) Candid Productions, Inc. v. SFM Media Service Corp., 51 A. D. 2d 943, 381 N. Y. S. 2d 280(1st Dept.

1976).

17) Durst v. Abrash 판결{22 A. D. 2d 39, 253 N. Y. S. 2d 351(1st Dept. 1964), aff'd 17 N. Y. 2d 445, 266

N. Y. S. 2d 806(1965)}은 고리계약(usurious agreement)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법원이 공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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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중재합의는 그 본질상

본 계약과는 독립된 목적과 내용을 가진 계약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효력에 관

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

우 그 한도 내에서는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3. 검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재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재에 비협조적인 당사자가 본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절차 지연책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 중재 관련 법규에서 분리

가능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의

인정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당

사자가 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경우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본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중재인이 그 효력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재합의

에서 중재 관련 법규의 내용과 달리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20) 중재합의의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분리가능성을 인

정하고 있는 법규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도 문제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과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에 관한 문제를 연방 중

재법상 명문으로 규율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거나 미국법이 중재에 적용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 Karl Heinz Schwab/Gerhard Walter, Schiedsgerichsbarkeit, 7. Aufl., C. H. Beck, 2005, Kap. 4, Rn. 16.

19) 중재합의의 분리가능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점, 중재절차의 완전성을 촉진한다는 점, 두 개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법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은 분쟁의 이익이 아닌 중재판정만을 재심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이에 관해서는 박영길,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2, p.124 참조).

20)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적법·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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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판례상 문제된 배경

오늘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이나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

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재에 관한 서면합의에 기해 중재에 부쳐질 문제

에 관하여 미국법원에 소송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이

그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위 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에 부쳐질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중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9 U. S. C. §321)). 또한 해상거래 또는 상거래인 것이 명백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

한 분쟁을 중재에 부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는 법률상 계약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 한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하며 집행 가능한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9 U. S. C. §222)).

상대방이 중재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연방 중재법

은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아닌 이상 연방법원은 중재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여

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의 내용이 중재합의 자체가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주장

하는 것이라면 연방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계

약이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연방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다(9 U. S. C. §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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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9 U. S. C. §2 Validity, irrevocability, and enforcement of agreements to arbitrate

A written provision in any maritime transaction or a contract evidencing a transaction involving commerce to

settle by arbitration a controversy thereafter arising out of such contract or transaction, or the refusal to

perform the whole or any part thereof, or an agreement in writing to submit to arbitration an existing

controversy arising out of such a contract, transaction, or refusal, shall be valid, irrevocable, and enforceable,

save upon such grounds as exist at law or in equity for the revocation of any contrac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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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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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재조항의 분리가

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Richard K. Parsell은 본 계약

과 중재조항을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중재조항 자체에 관하여 사기의 주

장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하지만,24) 본 계약에 관하여 사기의 주장이 있는 때

에는 그 해결방법으로 ①중재의 강제이행을 명하기 전에 법원이 판단하는 방법, ②중재인

이 판단하는 방법, ③중재절차가 종료된 후 그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구해지면 법원이

판단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25) 그런데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은 분리 가능한 최초계약(first contract)과 추가계약(supplementary contract)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본 계약에 관한 사기의 주장이 있는 경우 중재에

대한 강제이행을 명하기 전에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보통법(common law) 하에서는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를 취소 가능한 것으로 처리

되었는데, 이는 중재조항이 계약의 다른 조항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

로 한 것이라고 한다. 중재조항의 기능면에서 보더라도 중재조항은 분쟁이 발생하여야 비

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므로 통상의 취소원칙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26) 중재합의는 계

약의 일종으로서 계약법의 규율을 받기는 하지만, 본 계약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완

전한 별개의 계약이고, 그 약인(consideration)은 당사자 쌍방이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이며, 이는 중재합의가 다른 계약과 함께 그 일부로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별개의 추가계약과 가분계약의 일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고 한다.27) 뉴욕 중재법 제2조는 중재합의의 취소가능성을 부정하여 법률상 계약취소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 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중재법

제3조는 중재에 대한 강제이행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28) 이 규정들은 전체로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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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Richard K. Parsell, “Arbitration of Fraud in the Inducement of a Contract,” Cornell L. Q. Vol.12 No.3, 1927,

p.352.

25)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부정한 뉴욕 주 항소법원의 Matter of Cheney Brothers 판결{218 A. D. 837, 219

N. Y. S. 785(1st Dept. 1926)}은 계약이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중재에 대한 강제이행을 명하기

전에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만일 계약이 사기에 의해 취소되면 중재조항도 동시에 효력을 잃는

다고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뉴욕 주 대법원에서 사기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파기되었다

{Cheney Bros. v. Joroco Dresses, 244 N. Y. 614, 155 N. E. 920(1927)}.

26) Richard K. Parsell, supra note 24, pp.353-354.

27) Id. pp.354-355.

28) 그 당시 뉴욕 주 중재법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Wesley A. Sturges, “Fraudulent Inducemen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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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합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뉴욕 중재법은 중

재절차에 앞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29)

본 계약에 관한 사기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재조항에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당사자는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판단권한

을 중재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에 관한 판단을 중재판정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

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지하거나 추정하여야 한다고 한다.30)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

하지 않을 경우 중재조항 문언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일률적인 해

석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호의적인

태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재조항을 탄력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1)

분리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체로서의

계약이 무효인데 그 일부를 이루는 중재조항만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한다.

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중재인에게 맡겨져 해당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계약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한

다.32)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삽입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양자가

분리 가능하다는 인식 없이 중재합의를 한다고 한다. 만일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계약과

분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문언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러한

문언이 없는 이상 분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방해·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 중재의 촉진, 소송지연에 대

한 대책 등이 문제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분리가능성의 인정근거로 거론되는

데,33) 논자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를 중시하여 긍정설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견해34)를 주장하기도 한다.

Defense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tracts,” Yale L. J. Vol.36 No.6, 1927, pp.867-868 참조.

29) Richard K. Parsell, supra note 24, p.356; Wesley A. Sturges, supra note 28, pp.868 et seq.

30) 다만 중재인으로부터 본 계약에 관한 사기 주장에 대한 판단권한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중재조항에 이에 관

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Wesley A. Sturges, supra note 28, p.873).

31) Richard K. Parsell, supra note 24, pp.357-358. Arthur Nussbaum은 1940년 상사중재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미국 중재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분리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

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의 논의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가능성에 대한 인정근거로

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Arthur Nussbaum,

“The ‘Separability Doctrine’ in America and Foreign Arbitration,” N. Y. U. L. Q. Rev. Vol.17 No.4, 1940,

p.610).

32) Comments, “Arbitration-Doctrine of Separability-United States Arbitration Act-Enforcement of Arbitration

Clause Required Although Principal Contract Might Be Voidable: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U. S. 1967),” N. Y. U. L. Rev. Vol.43 No.3, 1968, p.567.

33) Arthur Nussbaum, supra note 31, p.610; Gerald Aksen, “Prima Paint v. Flood ＆ Conklin-What Does It

Mean？,” St. John’s L. Rev. Vol.43 No.1, 1968, p.14; Richard K. Parsell, supra note 24,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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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ma Paint 사건 이전의 판례의 입장

연방법원에서 분리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의 대표적 판례로는 Robert Lawrence Co.

v. Devonshire Fabrics, Inc. 판결과 H. W. Moseley v.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

판결 등이 있으며, 전자는 항소법원의 판단이었고 후자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연방

대법원은 Prima Paint 판결을 통해 분리가능성 문제를 정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인정하였다.

(1) Robert Lawrence Company v. Devonshire Fabrics, Inc. 사건35)

매사추세츠 주 법인인 Robert Lawrence Company(이한 ‘Lawrence’라고 한다)는 뉴욕 주

법인인 Devonshire Fabrics, Inc.(이하 ‘Devonshire’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모직물에 숨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를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 Lawrence가 발행한 주문서에 대하여 Devonshire는 내용이 다른 주문확인서를

발행하였고, 양자 중 어느 것이 최종적인 계약서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

는데, 양 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부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Devonshire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의 정지를 신청하는데, 연방지방법원은 사기가

존재하면 Lawrence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효한 중재합의

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송의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중재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소송의 정지

를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주제통상(interstate commerce)에 관한 중재합

의의 효력 내지 해석이 문제되는 때에는 연방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36) 연방 중재

법은 전체로서의 계약과 중재조항을 구별하여 사기를 이유로 중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중재조항 자체에 대한 사기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로서의 계약에

대하여 사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

였다. Robert Lawrence Co. v. Devonshire Fabrics, Inc.(이하 ‘Lawrence’라고 한다) 판결은

연방 중재법 제2조, 정책적 배려37) 등을 근거로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고, Lawrence가 계

34) Comments, supra note 32, pp.567-568.

35) Robert Lawrence Company v. Devonshire Fabrics Inc., 271 F. 2d 402(2d Cir. 1959), cert. granted, 362 U. S.

909, 80 S. Ct. 682(1960), dismissed, 364 U. S. 801, 81 S. Ct. 27(1960).

36)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과 주 중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가 문제될 수 있다.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주제통상에 관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연방의회는 연

방 중재법 제정을 통해 해상거래 및 통상을 포함한 계약에 관하여 실체법을 창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

합의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해서는 연방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71 F. 2d at 409).

37) Lawrence 판결은 ①당사자는 사기의 문제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고, ②중재가능

성은 당사자의 청구의 주장방법과 관련이 없으며, ③법원은 중재의 지연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④입법에

의해 선언된 중재 호의적인 정책에 최대한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판시내용 자체가

정책적 배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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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38)

Lawrence 판결에 의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인정되

기 위해서는 해당 중재조항이 사기에 관한 문제를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

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39)

(2) Moseley v.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 사건40)

H. W. Moseley(이하 ‘Moseley’라고 한다)와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이하

‘Electronic & Missile’이라 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였는데,

Moseley는 Electronic & Missil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5순회구 항소법원은 연방법 하에서 사기를 이유로 중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니라 중재조항 자체만을 특정하여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41)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Moseley가 Electronic & Missile의 사기적 계획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약에 중재조항이 삽입된 것도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

면서 도급계약과 중재합의를 모두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42)

Moseley v.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 판결에 의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확대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적 계획의 수단으로 중재

조항을 삽입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43)

38) 271 F. 2d at 410-411.

39) 그 후 Kinoshita Co. v. Ocean Corp. 판결{287 F. 2d 951(2d Cir. 1961)}에서 연방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If

any dispute or difference should arise under this Charter, same to be referred to … .”라는 중재조항은 그 대

상인 분쟁을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에 관한 문제가 포

함되지 않지만, 미국중재협회의 추천 하에 이용되고 있는 중재조항인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을 계약에 포함시킨 때에

는 사기에 관한 문제가 중재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Lawrence 사건과 같이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40) H. W. Moseley v.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 374 U. S. 167, 83 S. Ct. 1815(1963).

41) Electronic & Missile Facilities, Inc. v. U. S. for Use of Moseley, 306 F. 2d 554(5th Cir. 1962).

42) 374 U. S. at 171-172.

43) El Hoss Engineering ＆ Transport Co. v. American Independent Oil Co. 사건{289 F. 2d 346(2d Cir. 1961),

cert. denied, 368 U. S. 837, 82 S. Ct. 51(1961)}에서 연방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계약의 존재를 선행조건으

로 하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Lummus Company v.

Commonwealth Oil Refining Co. 사건{280 F. 2d 915(1st Cir. 1960), cert. denied, 364 U. S. 911, 81 S. Ct.

274(1960)}에서 연방 제1순회구 항소법원은 주제통상에 관하여 Lawrence 판결과는 달리 연방법이 아닌 뉴

욕주법을 적용하였고, 해당 중재조항이 광범위하여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

아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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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ma Paint 사건44)

(1) 사건의 개요

메릴랜드 주 법인인 Prima Paint Corp.(이하 ‘Prima Paint’라고 한다)과 뉴저지 주 법인

인 Flood & Conklin Mfg. Co.(이하 ‘Flood & Conklin’이라 한다)가 컨설턴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약 3주 전에 Prima

Paint가 Flood & Conklin으로부터 페인트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

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Flood & Conklin은 Prima Paint에게 6주간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컨설턴트를 하되 이 기간 동안에는 경업을 하지 않고 고객리스트를 Prima

Paint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Prima Paint는 계약기간 동안 Flood & Conklin에게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

터 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 클레임이나 계약 위반 관련 문제

도 뉴욕에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기

로 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Prima Paint는 컨설턴트 비용을 제1회 지급기일로부터 17일 경과하여 공탁의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lood & Conklin은 이미 지급불능상태에서 파산신청

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계약체결 직후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Flood & Conklin은 위 중재조항에 기해 중재를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Prima Paint에

게 보냈다. 그런데 Prima Paint는 위 통지에 대한 답변기한이 종료되기 3일 전에 뉴욕 남

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은 사기

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중재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Flood & Conklin은

소송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Lawrence 판결을 근거로 분리가능성을 인정하

여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중재인이 판단하

여야 한다고 하여 Flood & Conklin의 소송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45) 제2순회구 항소법원

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Prima Paint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6)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은 주제

통상에 관한 것이므로 연방 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방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Prima Paint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4)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388 U. S. 395, 87 S. Ct. 1801(1967). Lawrence 판결이 분

리가능성 인정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인데 대하여, Prima Paint 판결은 연

방대법원이 최초로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판단·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5)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262 F. Supp. 605(D. C. N. Y. 1966).

46)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 360 F. 2d 315(2d Cir.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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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계약을 연방 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주제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 사건 계약이 통상(commerce)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의 개념정의와 관

련이 있는데, 다수의견은 통상의 의미를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인간의 계약으로 한정

하지 않고 넓게 파악하였다.47)

연방 중재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면 연방의회는 연방 중재법 제4조에서 분리가능성

에 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 중재법 제4조는 상대방이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

는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아닌 이상 연방법원은 중재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청구의 내용이

중재합의 자체가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연방법원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주장

하는 때에는 연방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8)

다만 연방 중재법 제4조는 중재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송의 정지(연방 중재

법 제3조)가 문제되었을 뿐인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중재

법 제3조와 제4조는 모두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연방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연방의회가 제3조와 제4조를 각기 다른 법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제3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방법원은 중재합의의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쟁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정법의 의미를 존

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선택된 중재절차가 법원에 의해 지연되

거나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추구한 의회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49)

(3) 반대의견

Hugo L. Black 판사는 연방 중재법 제2조와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50) 이러한 규정

들은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중재조항에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 계약취소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는 분리가능성을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연방 중재법은 절차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51)

통상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연방의회가 ‘affect commerc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

47) 388 U. S. at 400-401.

48) 388 U. S. at 403.

49) 388 U. S. at 404.

50) Hugo L. Black 판사는 연방 중재법 제2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51) 388 U. S. at 4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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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들은 상인간의 상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만을 통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52)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판사53)들은 다수의견과 같이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

는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중재인이 판단하도록 할 경우 법률전문가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 중재인이 계약의 효력 유무라는 법적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중재인의 판단을 통

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상소권이 보장되는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

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적법절차(due process)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

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54)

(4) 검토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 중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

정하였다.55) 연방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중재판정의 대상, 즉 중재인의 판단범위

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 중재조항은 계약의 사기에 관한 문제를 포함할 정

도로 광범위하므로 중재인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사기에 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중재조항 자체의 사기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

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므로 법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연방 중재법의 성질, 연방 중재법과 주 중재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주적이 상이한 사건(diversity case)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

용할 연방실체법을 마련한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연방의회가 분명하게 규제권한을 가

지고 있는 문제에 관한 연방법원의 처리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보았고, 연방 중재법은 주제통상 및 해상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연방의 권한에 근거하

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제통상 및 해상에 한하여 연방 중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

다.56) 다만 연방대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실체법에 해당하는지, 주법원에 통상사건이 계속

된 경우 연방 중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57)

52) 388 U. S. at 410.

53) Hugo L. Black, Potter Stewart, William O. Douglas 판사가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54) 388 U. S. at 407.

55) Lawrence 판결이 연방 중재법 제2조에서 근거를 찾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56) 388 U. S. at 404-405.

57) Prima Paint 판결은 연방 중재법과 주 중재법의 적용관계에 관하여 연방법원은 통상사건에 관하여 연방 중

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이 문제는 Lawrence 판결 이래 다수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다가

Prima Paint 판결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 밖의 쟁점에 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

한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주법원에 통상사건이 계속된 경우 또는 연방법원에 주적이 상이한 사건이 계속

된 경우 연방 중재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 중재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Lawrence 판결은 연방의회는 연방 중재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체법을 창설한 것이므로 연방법원 뿐 아니라

주법원도 연방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Prima Paint 판결은 연방 중재법이 실체법인지에 관

한 판단을 유보하고 주법원이 연방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A/S J. Ludwig Mowinckels Rederi v. Dow Chemical Co. 사건{25 N. Y. 2d 576, 225 N. E. 2d 77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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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ima Paint 판결 이후의 전개

연방대법원의 Prima Paint 판결 이후 뉴욕 주 법원에서도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

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Weinrott v. Carp 사건58)을 들 수 있다.

Weinrott v. Carp 사건은 동일한 기술원조계약 및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전 사건59)에서 Carp는 라이선스의 대상인 기술의 하자와 그

권리관계 등에 관한 부실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를 이유로 중재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그 사건에서 주 대법원은 사기의 문제는 중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사기를 의심케 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재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립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주 대법원은 이 사건 중재조항60)이 사기에 관한 문제를 포함할 정도로 광범

위한 것으로 보아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Weinrott v. Carp 판결은 Wrap-Vertiser v.

Plotnick 판결61)을 비롯한 종전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의 인정 여부는 분쟁의 내용이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62) 분리가능성의 인정근

cert. denied, 398 U. S. 939, 90 S. Ct. 1844(1970)}에서 뉴욕 주 대법원은, 주법원은 해상법의 통일을 도모

하기 위하여 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법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

선계약에 연방 중재법을 적용하여 중재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

건에서 뉴욕 주 대법원은 연방 중재법의 적용을 부정할 경우 forum shopping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국제

및 주제거래에서의 중재조항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방해할 것이며, 연방 중재법이 명한 중재합의에 관한

national law의 회피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상과 통상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법원

은 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25 N. E. 2d at 775-776).

58) Weinrott v. Carp, 32 N. Y. 2d 190, 298 N. E. 2d 42(1973).

59) Carp v. Weinrott, 20 N. Y. 2d 934, 286 N. Y. S. 2d 285(1967).

60)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claims arising hereunder, the interpret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r the

performance called for thereunder shall be settled by arbitrator in New York, … .”

61) Wrap-Vertiser v. Plotnick, 3 N. Y. 2d 17, 143 N. E. 2d 366(1957). 이 판결은 뉴욕 주 대법원이 분리가능

성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것으로서,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Plotnick가 손해배

상을 요구하면서 중재를 신청하자 Wrap-Vertiser는 중재를 거부하고 중재절차의 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에서 주 대법원은 Plotnick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약을 승인(recognition)한 후 손해배상

을 구하고 있는데,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과 같은 ‘합의의 효력, 해석, 이행’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중재에 부친다는 협소한 중재조항에 기해서는 중재에 부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중재의 정지를 인정하였다. Wrap-Vertiser v. Plotnick 판결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

약을 승인한 후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중재조항이 광범위하면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1년 후 Amerotron Corp. v. Maxwell Shapiro Woolen Co. 판결{3 A. D. 2d 879, 162 N. Y. S. 2d

214(1st Dept. 1957); aff'd mem., 4 N. Y. 2d 722, 171 N. Y. S. 2d 111(1958)}에서 뉴욕 주 항소법원은

Amerotron Corp.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Maxwell Shapiro Woolen Co.가 Amerotron Corp.을 상

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계약을 승인한 때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도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판결을 계기로 뉴욕 주에서도

중재조항이 광범위하면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승인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사기의 주장이 중재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62) Weinrott v. Carp 판결 전의 뉴욕 주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판단사항으로, 취소를 구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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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제정법의 규정 뿐 아니라 정책을 중시하였다는 점,63) 중재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일

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64) 등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rima Paint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한 이래 연방법원

과 주법원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65)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었던 초기에

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이 판례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강박(duress)66)이나 상호성의 결여(lack of mutuality)67) 등

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었다.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협박으로 본 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여 중재합의는 유효하게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았다.68)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중재조항이 사기 기타

계약 성립 당시의 하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

이 다투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중재가능성의 판단권한에 관한 판례의 입장

미국의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에 관한 중재가능성의 판단권한이 법원과 중재인 중 누구

에게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연방 중재법 제3조와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69)에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

한 법원의 판단권한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분명하고 명백하여

63) Prima Paint 판결이 연방 중재법 제4조만을 분리가능성의 인정근거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Weinrott v. Carp

판결은 정책을 중요한 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뉴욕 주에서는 그만큼 분리가능성에 대한 부정

적인 분위가가 강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Weinrott v. Carp 판결은 Wrap-Vertiser v. Plotnick 사

건 이후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이후의 판례가 사기의 문제를 중재조항의 광협에 따라 넓은 경우에는 중재

인의 판단사항으로, 좁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사항으로 파악하였던 것을 지적한 다음, 이러한 문제는 중재

조항의 문언의 광협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재에 대한 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298

N. E. 2d at 44-45).

64) 정형적인 서식에 의한 계약 또는 중재조항이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중재조항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98 N. E. at 48).

65) 연방법원의 판례로는 Sauer-Getriebe KG v. White Hydraulics, Inc. 판결{715 F. 2d 348(7th Cir. 1983)},

Republic of Nicaragua v. Standard Fruit Co. 판결{937 F. 2d 469(9th Cir. 1991)} 등이 있으며, 주법원의 판

례로는 Pinkis v. Network Cinema Corp. 판결{9 Wash. App. 337, 512 P. 2d 751(Wash. App. 1973)},

Aaacon Auto Transport, Inc. v. Eichler 판결{392 F. Supp. 926(D. C. N. Y. 1975)}, Griffin v. Semperit of

America, Inc. 판결{414 F. Supp. 1384(D. C. Tex. 1976)} 등이 있다.

66) Candid Productions, Inc. v. SFM Media Service Corp., 51 A. D. 2d 943, 381 N. Y. S. 2d 280(1st Dept.

1976).

67) Schachter v. Lester Witte Co., 52 A. D. 2d 121, 383 N. Y. S. 2d 316(1st Dept. 1976).

68) Unionmutual Stock Life Ins. Co. of America v. Beneficial Life Ins. Co., 774 F. 2d 524(1st Cir. 1985).

69)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 S. 938, 115 S. Ct. 19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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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이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에서 당사자의 분명하고 명

백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판결은 단지 현재의 법을 재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70)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연방대법원의 중재 우호적인 판결로부

터의 후퇴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71) 등이 주장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

이 중재인에게 그들이 중재를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인이 아닌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은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광범위한 계약 속에 편입시키고 그 계약

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

의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Prima Paint 판결과 갈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리가능성의 법리상의 무용성, 법원이 중재에 대하여 너무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

도의 법원 태도의 변화 등을 근거로 분리가능성을 부정하고,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의 문

제로 다루는 것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법의 영역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중재

인의 판단권한 자치를 보장할 수 있고,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연방 중재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고,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72)가 주장되기도 한다.

1. 중재가능성의 의미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이란 어떠한 분쟁

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그 합의의 범위, 중재하여야 할 계약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문제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포함

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73)

중재가능성은 두 가지 범주로 논해지는데, 해당 분쟁이 당사자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

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을 실체적 중재가능성(substantive

arbitrability)의 문제, 특정한 절차가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러한 절차가 이행 또

는 면제되었는지 여부 및 무단의 절차 불이행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지 여부 등과 같은 쟁점을 다루는 것을 절차적 중재가능성(procedural arbitrability)의 문제

라고 한다.74)

70) Alan Scott Rau, “The Arbitrability Question Itself,” Am. Rev. Int'l Arb. Vol.10 No.1, 1999,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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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1994, §17.3.1.

72) Richard C. Reuben, supra note 4, pp.823-826, 878-883

73) Id. p.828.

74)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Vol. 1, West Group, 199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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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 중재법의 규율내용

연방 중재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에 관한 서면합의에 기해 중재에 부쳐질

문제에 관하여 미국법원에 소송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절차가 계속 중인 법

원이 그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위 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에 부쳐질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것이 중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율하고 있다(9 U. S. C. §3). 미국에서는 중재에 부쳐진 사건의 중재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중재인과 법원 중 누가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법원이 중재가능성 문제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위 규정은 임의법규

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당사자가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중재인에게 중재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 당사자 간의 합

의가 존재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러한 합의에 기해 중재가능성 문제가 중재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한 법원의 심리범위는 중재인의 판단

권한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3. 중재가능성의 판단권한에 관한 판례의 입장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중재인에게 권한판단권한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었

는데, 근래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다.75) Volt Information Sciences, Inc. v.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판결76)에서 연방대법원은 중재에

관한 사적 합의가 계약조항대로 강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연방 중재법의 주요한 목적으

로 간주하여 연방 중재법상의 중재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문제로 보았으며, 당

사자들은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데 계약을 통해 중재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에 적용할 규칙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확대시켰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Mastrobuono v. Shearson Lehman

Hutton, Inc. 판결77)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75)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Sandra D. O'Connor 판사는 Keating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연방대법원은 실체권이 아

닌 절차권을 정립하기 위한 연방 중재법의 입법목적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규의 내재적인 목적을 판단기준

으로 하여 그 유용성과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연방 중재법의 입법목적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것 등을 이

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였다{Southland Corp. v. Keating, 465 U. S. 1(1984), at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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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1989), at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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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연방 중재법상 보장된다고 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중재가능성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조한 입

장은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7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79)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하여 누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권한

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았

다.80) 특히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연방

중재법 제10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분쟁

과 관련된 다툼을 사법적으로 해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81) 다만 연방대법원은

중재에 우호적인 연방정책이 중재가능성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합

의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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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First Options of Chicago, Inc.(이하 ‘FOC’라고 한다)는 Manual Kaplan, Carol Kaplan(이하 ‘Kaplan부부’라고

한다)과 MK Investments, Inc.(Manual과 Carol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이하 ‘MKI’라고 한다)의 채

무를 경감하는 워크아웃계약(workout agreement)상의 “MKI의 사업 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FOC와

MKI간의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MKI와 Kaplan부부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MKI는 중재를 수락하였지만, Kaplan부부는 그들에 대

한 FOC의 청구를 중재로 해결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재판정부

는 중재조항의 효력이 Kaplan부부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Kaplan부부와 MKI가 연대하여 FOC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Kaplan부부는 연방 중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연방

지방법원에 중재판정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FOC는 중재판정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위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Kaplan부부가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이 증거개시협의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Kaplan부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FOC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Kaplan v.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Not

Reported in F. Supp., 1992 WL 212346(E. D. Pa. 1992)}. Kaplan부부가 항소하였는데, 연방 제3순회구 항소

법원은 FOC의 Kaplan부부에 대한 청구는 중재할 수 없고,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어느 분쟁에 관하여 판정

권한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인정하여 중재판정에 관한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항소법원이 심리할 경우 통상의 심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MKI에 대한 중재판정을 확인하고 Kaplan부부에 대한 중재판정의 무효를 확인하였다

{Kaplan v.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19 F. 3d. 1503(3d Cir. 1994)}. FOC가 상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

은 ①어느 분쟁이 중재가능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중재인과 법원 중 누가 판단하여야 하는지, ②법원이 분쟁의

중재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중재인의 판단을 새로이 심사하여야 하는지, ③연방 중재법 제

10조에 기한 중재판정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항소법원이 심리할 경우

처음부터 새로이 심사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재량권의 남용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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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 이전에도 노동사건 중재와 관련해서는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한 당사자의 합

의를 존중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였고, 상거래 관련 중재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

을 인정한 연방 항소법원과 주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였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의 대법원, 미시건의 항소

법원은 중재인이 중재가능성 문제를 판단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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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과

뉴햄프셔의 대법원, 일리노이의 항소법원은 중재인이 자신의 판정권한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할 수 있는 권

한을 인정하여 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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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514 U. S. at 943.

81) Id. at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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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강요당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실질적인 불공정을 고려하였다.82)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에 의해 단체교섭의 영역을 넘어 연방 중재법의 규율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한 중재의 수락이 분명하고 명백할 것이 요구

됨에 따라, 노동분쟁이 아닌 상거래분쟁의 영역에서도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한 계약주의

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 이후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장

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v. Waffle House,

Inc. 판결83)에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EEOC에게는 고용에 관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법원은 일반 정책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합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

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Howsam v. Dean Witter Reynolds, Inc.(이하 ‘Howsam’이라 한다) 판결84)에서 연

방대법원은 최소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중재가능성 문제와 법원과 중재인간의

권한분배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가능성 문제가 아닌 사항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Howsam 사건에서는 투자자의 중개인에 대한 청구가 그러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보험업

계에서 요구되는 소위 ‘6년 원칙’과의 관계에서 시기적절하게 청구되었는가의 여부를 법

원과 중재인 중 누가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 적용되었던 전미증권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Inc.; NASD, 이하 ‘NASD’라고 한다)의 중

재절차법85)은 어떠한 분쟁, 청구 또는 다툼도 이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위 법에 따른 중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

상의 ‘중재의 자격’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Howsam 판결 이전에도 이를 중재

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절차적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법적

판단사항으로 볼 것인지가 하급심법원에서 문제되고 있었다.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 중 일

부는 이를 제한법규로 파악하여 중재절차적 문제로 보았고,86) 그 다른 일부는 이를 사법

82) Id. at 9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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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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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NASD Code of Arbitration Procedure §10304 Time Limitation Upon Submission

(a) No dispute, claim, or controversy shall be eligible for submission to arbitration under this Code where

six (6) years have elapsed from the occurrence or event giving rise to the act or dispute, claim or

controversy. The panel will resol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a claim under this Rule.

(b) Dismissal of a claim under this Rule does not prohibit a party from pursuing the claim in court. By

requesting dismissal of a claim under this Rule, the requesting party agrees that if the panel dismisses a

claim under the Rule, the party that filed the dismissed claim may withdraw any remaining related claims

without prejudice and may pursue all of the claims in court.

(c) This Rule shall not extend applicable statutes of limitations; nor shall the six-year time limit on the

submission of claims apply to any claim that is directed to arbitration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upon request of a member or associated person.

86) Painewebber Inc. v. Elahi, 87 F. 3d 589(1st Cir. 1996); Painewebber Inc. v. Bybyk, 81 F. 3d 1193(2d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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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법적 문제로 보았다.87)

Howsam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6년 적격 판단을 절차적 문제로 보았다.88) 특히

Stephen G. Breyer 판사는 중재가능성이라는 용어의 유연성으로 인해 그간 법원의 동요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과 관련 있는 중재가능성 문제는

어느 분쟁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합의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인

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분쟁의 실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이 그 분쟁을 중재에 의

한 분쟁해결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느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시기적 제한, 통지, 의무불이행

기타 중재를 강제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같이 중재의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충족되었

는지 여부에 관한 절차적 문제들은 중재조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아니라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89) Stephen G.

Breyer 판사는 유효한 중재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분쟁에 관한 청구는 중재인이 이

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당사자가 의도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90)

Howsam 판결에서 6년 원칙을 중재가능성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적 문제로 파악한 연방대

법원의 판단은 실체적 중재가능성과 절차적 중재가능성의 문제를 구별하고, 중재가능성에

관한 법원칙에 현실감각을 부여하고자 한 연방대법원의 의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

졌음에 반하여, Howsam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부나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에 다툼이 없었고, 6년의 기간만이 다투어졌다.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이하 ‘Mitsubishi Motors’라고 한다) 판결91) 이후, 연방대법원은 유

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 우호적인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연방대법원이

Howsam 사건에서 NASD 규정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ASD 소속 중재

인에게 제도화된 권한(institutional competence)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

1996); Smith Barney Shearson, Inc. v. Boone, 47 F. 3d 750(5th Cir. 1995); FSC Securities Corp. v. Freel,

14 F. 3d 1310(8th Cir. 1994); O'Neel v. National Ass'n of Securities Dealers, Inc., 667 F. 2d 804(9th Cir.

1982).

87) Painewebber Inc. v. Hofmann, 984 F. 2d 1372(3d Cir. 1993); Dean Witter Reynolds, Inc. v. McCoy, 995 F.

2d 649(6th Cir. 1993); Smith Barney, Inc. v. Sarver, 108 F. 3d 92(6th Cir. 1997); Edward D. Jones & Co.

v. Sorrells, 957 F. 2d 509(7th Cir. 1992); Cogswell v.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78 F.

3d 474(10th Cir. 1996);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v. Cohen, 62 F. 3d 381(11th Cir.

1995).

88) 537 U. S. at 86.

89) Id. at 83-85.

90) Id. at 85-86.

91)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 S. 614, 105 S. Ct. 3346(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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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은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포기가 어느 정도

분명하고 명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포기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언

급하지 아니하여 법리적으로 비난을 받아 왔다.92) Howsam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제도

화된 권한을 중재가능성 문제에 관한 당사자의 기대의 원천으로 보았고, 유효한 중재조항

이 존재하는 때에는 중재인이 자신에게 중재권한을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을 포함하여 자신의 판정권한의 범위를 판단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Howsam 판결에 따르면 중재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중

재인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중재인은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중재절차가 개시·진행된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어느 분쟁의 중재가능성이 다투어질 경우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

원은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요할 수 없다

는 전제 하에, 당사자들이 어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93) 이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중재조항으로부터 당사자의 분명하고 명백한 의사를 추론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후에 중재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의 행위로부터 이러한 의사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실체적 중재가

능성과 절차적 중재가능성을 구분하여, 전자에 관하여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침묵

하고 있는 중재조항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에 관한 판단권한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후자에 관한 문제는 중재인에게 판단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검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작용하는 것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

어지는 경우이므로,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때에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간에서 중재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졌던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

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

는데,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

92) 이에 관해서는 Guy Nelson, “The ‘Clear and Unmistakable’ Standard: Why Arbitrators, Not Courts, Should

Determine Whether a Securities Investor's Claim is Arbitrable,” Vanderbilt L. Rev. Vol.54 No.2, 2001,

pp.594-595 참조.

93) AT&T Technologies, Inc. v.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475 U. S. 643(1986), at 649.



仲裁硏究 第24卷 第2號132

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문제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중재에 우호적인 연방정책이 중재가능성 문제에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았고, 중재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중재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한 경

우에 한하여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문제가 아닌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의 전제가 되는 사

항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Mitsubishi Motors 판결 이후 중재 우호적인 추정을 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중개인에 대한 청구가 그러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보험업계에서 요

구되는 기간 내에 청구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Howsam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어느

분쟁이 중재합의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와 어느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 위

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구별하여, 후자인 절차적 문제는 중재조

항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효한 중재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분쟁에 관한 청구는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재합의의 존부 자

체가 다투어져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지 않았던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

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오늘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데, 미

국의 경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판례를 통해 그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다가, Prima Paint 판결에 의해 일정한 제한 하에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었다. Prima Pain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 중재법 4조에 근거하

여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아닌 이상 연방법원은 중재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여

야 하므로, 청구의 내용이 중재합의 자체가 사기에 의해 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연방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사기에 의

해 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연방법원은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고 중재절차를 속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중재판정의 대상이 정

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중재조항이 계약의 사기에 관한 문제를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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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중재인이 그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중재조항 자체

에 관한 사기의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던 뉴욕 주에서도 분리가

능성이 인정되는데 50여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고, 그렇다고 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

성이 이론상으로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판례가 중재에 대

한 법 정책을 분리가능성의 인정근거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94)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문제되었던 판례 및 관련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방대법원은 중재인의 판단권한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①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문제와 ②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른 분쟁해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

에 관한 문제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①의 경우에는 중재 우호적인 연방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들이 이에 관한 판단권한을 중재인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

한 때에 한하여 중재인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②의 경

우 유효한 중재합의의 해석이 문제되는 때에는 중재 우호적인 추정에 의해 중재인이 해당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은 ①의 경우에 해당하고, Prima Paint 판결은 중재인의 판단권한의 측면에서

는 ②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작용하는

것은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이므로, 중재합의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졌던 First Options of Chicago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은

서로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 하에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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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n

United States Cases

Soo-Mi Kang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t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FAA) of the United

State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separability has developed with

the rise of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is separability based on section

4 of the FAA in the decision of the Prima Paint case. The Court ruled that courts mus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but

they must no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involving a

broad arbitration clause, and they hav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The Court said that

the subjec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reby

arbitrators can decide the issues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arbitration clause when it is broad to the point of including the issues. Many courts

have extended the separability beyond the fraud context to include other defenses to

contract formation in the federal courts such as the occurrence of mistake, illega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interpreting the parties’ intention of ensuring arbitrator competence, the Supreme

Court has treated differently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or

not and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pre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fulfilled or not. The Court holds that the federal policy in favor

of arbitration does not apply to the former issues, and arbitrators can decide theses issues

only when parties assign them clearly and unmistakably to them. However, the later issues

receive 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 i.e., when the interpretation of a valid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 arbitrators can decide these issues. In the First Options

case, the former issue was questioned.

The question of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where the validity of the

main contract involving the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refore,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did not operate in the First Options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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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clause itself was questioned, and the 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was

irrelevant to the separability. I think that the Prima Paint case and the First Options case

have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tension between them.

Key Words : Separability, Arbitrability,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