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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부상하면서 중국 중재기관을 통한 국제상사분쟁 해결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분

쟁 발생 시 중국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과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중국의 중재기관보다는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나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상호 간의 이해가 증진되면서 집행의 용이함 등 이점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1)

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한 분쟁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주

목을 받고 있다.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중재판정은 반드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2)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중재판정의 효과적인 집행과 공정성 유지 간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완충장치3)인 동시에 사법과 중재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매개체이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중재판

정 취소제도는 강한 중국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금년 2월 25일 한중 FTA가 가서명되었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분쟁도 급상승할 것이다. 국제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는 중재를

택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버린 오늘,4)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정

확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Ⅱ. 도입 배경

중국에서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1994년 중재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중국의 중재판

정 취소제도는 중국적 특색이 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과 기준에 비춰볼 때 이질

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입 당시에는 자체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은 旧중국의 중재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구소련을 모델로 하는

1) 차경자,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중재연구, 2005년 제2호, 264면.

2) 이시환, “중국법원의 섭외상사중재판정의 취소”,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년 8월호, 108면.

3) 신창섭, “우리나라와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2006년 8

월호, 54면.

4) 신창섭, 상게서,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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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의 중재제도를 확립하였다. 초기부터 중국은 중국에서 진행되는 중재를 섭외중재와

국내중재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였다.

1956년 중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5)를 설립하였다. 대

외무역중재위원회는 그 후 1959년에 설립된 중국해사중재위원회6)와 함께 중국의 섭외중재

기관으로서 섭외중재업무를 주관하였다. 국제무역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섭외중재위

원회의 설립과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 원칙과 관행을 적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내 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49년 건국부터 1994년 중

재법 제정까지, 중국은 총 14부의 법률, 82부의 행정법규와 190부의 지방성법규에서 중재

관련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중재업무를 경제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일임했던 관계로 이

시기의 중재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중재가 아니라 행정심판의 일종이었다.7)

1949년 건국으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은 ‘지재불심(只裁不审)’의 분쟁해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경제계약분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경제위원회에서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일반적인 사안은 2심 중재를 하도록 하

여 지방의 경제위원회에서 1심 중재를 담당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제위원회에서 2

심 중재를 담당하였다. 중대한 프로젝트관련 계약의 경우에는 3심 중재가 가능하여 2심

중재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국가 경제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1년까지, 중국은 ‘양재양심(两裁两审)’의 분쟁해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경제위원회와 공상행정당국은 경제계약분쟁에 대한 전속적인 중재권한

을 누리고 있었다. 지방의 경제위원회 또는 공상행정당국의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는 상급 경제위원회 또는 공상행정당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상급 경제위원회 또

는 공상행정당국의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

는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해 2심종심제를 실행했다.

1981년 경제계약법(经济合同法) 반포 이후 당사자들은 계약관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

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계약관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 단계는 사실상 ‘우재우

심(又裁又审)’으로부터 ‘혹재혹심(或裁或审)’으로 과도하는 단계로 당사자들은 중재에 대

해 일정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

1991년 민소소송법 제정 이후 중국은 완전한 ‘혹재혹심(或裁或审)’의 분쟁해결체제에 돌

5) 대외무역중재위원회는 현재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전신이다.

6) 중국해사중재위원회(中国海事仲裁委员会)(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简称CMAC)는 국무원의 1958

년 11월 21일 결정에 따라, 1959년 1월 22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소속의 국내외 해사분쟁사건을 전담하

는 상설중재기구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라고 명명하였는데, 1988년

에 현재의 중국해사중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주요하게 중재의 방식으로 해사, 해상과 물류분쟁을 해결한다.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본부는 북경에 있고 상해, 천진, 중경 3개 지역에만 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해사중

재위원회는 2014년 11월 19일 홍콩에 중재센터를 설치하고 국제해사분쟁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法制日报:改革开放30年中的中国仲裁"，http://news.QQ.com,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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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중재와 소송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중재는

단심제이고 종국성을 지닌다. 그러나 1994년 중재법 제정 전까지 중국의 중재기관은 여전

히 행정기관 소속으로 정부에 종속되어 있었고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이 아니었다.

1991년 민사소송법은 중재판정의 집행거부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제도 도입에서 중국은 섭외중재판정과 국내중재판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섭외중재판정은 섭외요소가 있는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최고인민법원이 1992년 7월 4일

반포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

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 제304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 측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거나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

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의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소송목적물이 외국에 있는

민사사건은 섭외민사사건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섭외중재기관과 국내중재기관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관계로, 섭외중재판정은 곧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

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의미하고 국내중재판정은 기타 중국

의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의미했다. 따라서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섭외중재판정

에 대해 ‘섭외중재판정’이라는 용어 대신 ‘섭외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섭외중재판정은 제260조에서,8) 국내중재판정은 제217조에서9) 집행거부사유를 밝히고

있다. 섭외중재판정은 절차적 집행거부사유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중재판정은 실체

적 집행거부사유와 절차적 집행거부사유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260조의 규정은 중국

이 뉴욕협약을 국내법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10) 제216조의 규정은 중국의 중재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은 중재를 소송과 병행하는,

8) 1991년 민사소송법 제260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에서 내린 판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

여 중재판정에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확인하고 집행

거부를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않

은 경우, (2)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피신청인의 비귀책사

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3)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제1항)

인민법원은 동 판정 집행이 사회 공공이익을 위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 집행을 거부한다.(제2항)

9) 1991년 민사소송법 제217조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한측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제1항)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에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

부를 구성하여 심사확인을 거쳐 집행거부를 재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않은 경우, (2)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

재권한이 없는 경우, (3)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5) 법률 적용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6) 중재인이 동 사건 중재 시 횡령,

뇌물수수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법을 어기고 판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제2항) 인민

법원은 동 판정 집행이 사회 공공이익을 위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으로 불집행한다.(제3항)

10) 중국은 1986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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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분쟁해결방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실체적 심사와 절차적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재심보다도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재법 반포 전에 중국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후감독에는 집행거부 한 가지 방식뿐

이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정부의 행정행위와 유사하게 간주한 결과이다.11)

중국은 1991년 8월부터 중재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중재제도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조직적 측면에서 중국은 중재기관의 재건을 통해 행정기관과의 분리

를 완성하고 중재기관의 독립을 추진했다.12)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중재위원회

를 설립할 수 있는 도시는 270여개에 달했다.13)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는 중재판정 취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가지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다. 한 가지 주장은,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실질상 법원

의 중재에 대한 감독이고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도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감독으로, 중재

에 대한 이중의 감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중재법에서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었다. 첫째, 중재입법은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은 중재기관이

지나치게 많고 중재인들의 소질이 보편적으로 낮으며 중재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다. 중

재의 종국성이 인정되면서 중재인의 권한이 커졌는데 집행거부절차만으로는 중재에 대한

감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기타 방식으로 중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는 2개의 다른 절차이다. 집행거부제도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다. 승소측도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 집행거부절차를 통

한 구제는 불가능하다. 패소측도 강제집행이 필요 없는 중재판정의 경우 집행거부절차를

활용할 수 없다. 취소절차만이 승소측과 패소측 양측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셋째, 세계 대다수 국가의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제도와 집행거부제도를 동시에 도입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법에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

는 것이다.14)

최종적으로 중국은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4년 중재법을 통과시키면서 중재판정

11) 陈忠谦，"论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兼谈中国《仲裁法》的修改"，仲裁研究，2006年 第2期

12) 중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 있

고 수요에 따라 기타 구를 설치한 시에 설립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구역에 따라 설립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시의 인민정부에서 관련 부서와 상회와 함께 통일적으로 건립한다. 중

재위원회 설립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부서의 등기를 거쳐야 한다.

13) 法制日报:改革开放30年中的中国仲裁"，http://news.QQ.com,2008.12.21.

14) 郭晓文，"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中存在的问题及其立法完善-一种从实践到理论的分析"，国际经济法论从，1998

年 第00期; 杨秀清ㆍ李琳，"试论仲裁裁决的撤消(上)-兼论我国相关立法的完善"，仲裁研究，2005年 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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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은 중재판정 취소제도 도입

을 통해 집행거부제도와 더불어 중재에 대한 이중의 사법감독을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

었다. 즉, 중국은 중재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중재에 대한 불신은 중재판정 취소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소사유

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실체적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 심사에만 국한시킬 것인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집행거부사유와 마찬가지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국내 중재제도의 변천과정과 국내 중재기관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중재를 섭외중재와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5)

따라서 1994년 중재법은 집행거부제도와 마찬가지로 섭외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분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는 중재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섭외중재판정은 중재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58조에서는 국내중재판정 취

소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중재법 제70조에서는 섭외중재판정 취소사

유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섭외중

재판정의 경우 절차적 심사에 국한되지만 국내중재판정의 경우 절차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사도 진행한다.

Ⅲ. 주요 내용

1. 중재판정 취소사유

섭외중재판정은 섭외요소가 있는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최고인민법원이 1992년 7월 4일

반포한 사법해석 제22호 제304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 측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거나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관계의 설립, 변경, 종료의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했거나 소송목적물이 외국에 있는 민사사건은 섭외민사사건이다.16)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중재판정과 섭외중재판정

의 취소사유를 달리하고 있다. 취소사유는 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사유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취소사유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는 중재법 제58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58조는 국

15) 马占军，"论我国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制度的修改与完善-兼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

裁法〉若干问题的解释》的相关规定"，法学杂志，2007年 第2期; 高菲，"中国法院对仲裁的支持与监督:访最高

人民法院院长肖扬"，中国对外贸易，2001年 第6期

16)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이하 ‘사법해석 〔1992〕22호’라고 약

칭함)은 1992년 7월 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528차 회의를 통과하고 法發〔1992〕22호로 반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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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해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고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6가지 취

소사유와 인민법원이 직권에 의해 취소를 재정하는 1가지 취소사유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

다.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는 1991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국내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와

차이가 있었지만17) 그 후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집

행거부사유는 통일되었다.

섭외중재판정은 중재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70조는 섭외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1991년 민사

소송법에서는 제260조제1항의 규정을, 2012년 민사소송법에서는 274조제1항의 규정을 원

용하고 있는데 2012년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1991년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을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집행거부사유와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

다.18) 섭외 중재판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취소만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

한 취소는 불가능하다.

중국 중재판정 취소사유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

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않은 경우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

재위원회에서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

재기구가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

를 위반한 경우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

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피신청인의 비귀책

사유로(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

상대측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
-

중재인이 동 사건 중재 시 뇌물을 요구하고 뇌

물을 받거나(索贿受贿)，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徇私舞弊) 법을 어기고 판정한

행위가 있은 경우

-

인민법원에서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아래에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7) 취소사유에는 증거와 관련하여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와 상대측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

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를 꼽고 있다. 집행거부사유로는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한 경

우를 꼽고 있다. 이외에도 집행거부사유로 법률 적용에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18) 유일한 차이점은 취소사유에는 공공이익조항이 없는 반면, 집행거부사유에는 공공이익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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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를 규

정하고 있고,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

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2006년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 제7호 제18조에서 “중재합의가 없다”는 것은 당사자

들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

된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사후

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였기에 좁은 의미에서의 “중재합의가 없

는 경우”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와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이다. 전

자는 사실판단에 속하고 후자는 법률판단에 속하며 중재판정 취소 시 당사자들의 입증책

임 부담도 다르다. 중재합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중재합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중재합의 무효를 입증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 신청측

이 중재합의 체결의 입증과 동시에 중재법 제17조20)에서 규정한 중재합의 무효의 3가지

상황 중 하나 또는 제18조21)에서 규정한 2가지 상황 중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22)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사법해석 제7호 제27조에서 중재합의관련 취소사유에 대한 일

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재판정 내린 후 중재합의 무효를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를 주장하거나 집행거부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 효

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재판정 내린 후 또 이를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를 주장하거

나 집행거부 항변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중재법 제58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

260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판정범위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권한과 관련하여

판정범위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권한과 관련하여, 중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19)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若干问题的解释”(法释〔2007〕7号)는 2005년 12월 26일 중

국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75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06년 8월 23일 반포되었으며 2006년 9월 8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최고인민법원의 2006년 사법해석 제7호’라고 약칭한다.

20) 중재법 제17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무민사행위능력자 또는 한정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3) 한측이 협

박수단을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재합의를 체결하도록 협박한 경우.

21) 중재법 제18조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는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보충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22)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李苏妮，"论涉外仲裁裁决的

撤消"，科技创业月刊，2006年 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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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한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고,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

기구가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섭외중재

판정의 취소사유는 동일하다.

‘판정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중재합의부에서 월권중재를 한 경우

를 의미한다. 이 경우 중재 자체가 국가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당사자

로부터 수권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사법해석 제7호 제19조에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사항이 중재합

의 범위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사실인 경우, 인민

법원은 중재판정 중 초과하여 판정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초

과하여 판정된 부분과 기타 판정사항이 불가분의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또는 중재기구)가 중재권한이 없는 경우’는 무권중재에 속하며 중재불가능

문제에 속한다. 즉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는 사안을 중재한 것으로 국가의 강행

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중국 중재법은 제3조에서 중재불가 분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3)

세계 각국의 법에서 분쟁의 중재불가능성 문제 즉 중재적격문제는 법원의 판단사항이지

당사자의 입증사항이 아니다. 중국법률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으

로 나열하고 있는데 부당하다.

3)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로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

로 “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와 섭외를 막론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중재법 제31-32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중재합의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은 당사자가 선임하

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중재합의부를 구성한 중재인이 당사

자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재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것으로 이로 인해 내린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자치도 중재법의 강행성 규정을 위배해서

는 아니 된다. 중재합의부의 구성은 독임제 또는 합의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만약 중재합

의부의 구성이 상술한 2가지 방식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내린 판정은 무효이다.

최고인민법원의 2006년 사법해석 제7호는 제20조에서 ‘법정절차 위반’은 중재법에서 규

23) 중재법 제3조 아래의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혼인, 수양(收养), 감호(监护), 부양(扶养), 유산상속 분쟁,

(2)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쟁의. 이 경우 전부의 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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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중재절차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규칙 위반이 사건의 정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2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중재절차는

중재법에서 규정한 중재절차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규칙만을 의미한다. 둘째, 법정절차

위반은 반드시 ‘사건의 정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절차 위반은 취소사유에서 배제된다.

4) 피신청인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피신청인의 비귀책사유로 의

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이다.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3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둘째, 피신청인이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셋째, 피신청인의 비귀책사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로 취소사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여기의 ‘피신청인’은 ‘신청인’

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재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취소절차에서의 신청인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합법적인 절차적 권리가 박탁되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

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재법에서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의 관

련 규정을 판별력없이 원용한 결과이다. 둘째, “기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기에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모든 상

황을 뜻하는 듯하다.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여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와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2가지 사유가 있

는데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와 “상대측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를 들고 있다.

중재법의 증거관련 취소사유는 실질상 실체적 심사에 속한다. 사실에 대해 심사한 후에

야 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것인지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은닉한 증거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심사는 중재인의 사실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24)

24) 陈忠谦，"论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兼谈中国《仲裁法》的修改"，仲裁研究，2006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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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중재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인이

동 사건 중재 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

나 법을 어기고 판정을 내린 행위가 있은 경우이다.

7) 공공이익조항과 관련하여

공공이익조항과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를 재정해야 한다.

그러나 섭외중재판정에 대해 중재법 제70조는 민소법 제260조제2항의 사회공공이익관

련 규정을 원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 인민법원의 섭외중재판정 취소관련 심사에서 사

회공공이익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공공이익은 모든 국내법과 대부분의 국제조약에서 중재판정 집행의 배척사유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25) 중국에서 일반적인 입장은 법원은 국가 및 사회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이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공이익 위반을 국

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26)

중국의 사법실무를 살펴보면, 중국의 인민법원은 종래로 중재법이 인민법원의 사회공공

이익 적용권한을 박탈했다고 생각지 않다. 1997년 5월 최고인민법원 경제합의부는 심천에

서 “섭외중재사법심사포럼(涉外仲裁司法审查研讨会)”를 개최했는데 주제는 섭외중재판정의

사회공공이익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어느 참석자도 인민법원이 공

공이익조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27)

2. 신청기한 및 관할법원

1) 신청기한

중국 중재법은 제5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판정서를 받

은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학계에서는 6개월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세계 주요 국

가에서 중재판정 취소의 신청기간은 대부분 1개월부터 3개월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보

편적으로 신청기한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수의 학자는 당사자에게 1개월 기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기한을 3개월 즉 90일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28)

25) 신창섭, 각주3, 69면.

26) 신창섭, 전게서, 83면.

27) "涉外仲裁司法审查研讨会纪要"，仲裁与法律通讯，1997年 10月 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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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법원

중국 중재법은 제58조에서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

민법원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12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关于涉外民商事案件诉讼管辖若干问题的规

定”29)을 반포하고 제1심 섭외민상사사건 관할법원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동 규정은 국제중재판정 취소 신청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섭외민상사사건 제1심 관할법원은 (1) 국무원에서 설립을 인가한 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 (2)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 (3) 경제특구, 계획단열시의 중

급인민법원, (4)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 (5) 고급인민법원이다. 상술

한 중급인민법원의 지역관할범위는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에서 확정한다.

따라서 섭외중재판정의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3. 법원의 심리

1) 법원 심리

최고인민법원은 1998년 사법해석 제16호 제2조에서 “한 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 시 상대측 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였다.30)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사유규정(民事案件案由规定)”에서 중재판정 취소사건을 특별절

차 적용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중급인민법원의 사법실무에서 취소 사건 심

리의 사건종료 재정서에 적용한 것은 “中特字”이다.

중재법은 제58조 제2항31)과 제3항32) 그리고 제60조33)에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 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일자로부터 2개월 내에 재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28) 李苏妮，"论涉外仲裁裁决的撤消"，科技创业月刊，2006年 第5期; 马占军，"论我国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

制度的修改与完善-兼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若干问题的解释》的相关规定"，法学

杂志，2007年 第2期;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29) 동 규정은 2001년 1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03차 회의에서 통과 및 반포되고 2002년 3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30) “关于审理当事人申请撤消仲裁裁决案件几个具体问题的批复”은 1998년 6월 1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

99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8년 7월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31) 중재법 제58조제2항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고 심사하여 판정에 앞항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음

을 확인한 후 취소를 재정해야 한다.

32) 중재법 제58조제3항 인민법원은 동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를 재정해야 한다.

33) 중재법 제60조 인민법원은 판정취소신청을 수리한 일자로부터 2개월 내에 판정 취소 또는 신청 기각의 재

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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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2개월이라는 심리기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다만, 실무에서 법

원 심리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2개월이라는 기

한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4)

인민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수리한 후 합의부를 구성하여 판정이 법률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중국에서 합의부의 구성에는 심판원과 배심원이 공동

으로 구성하거나 심판원으로 구성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취소사건 심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 취소사

건 심리는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범감독이고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한 요구가 높기에

배심원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5)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2006년 사법해석 제7호에서 비교적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

부를 구성하고 심리하며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4조) 제30조 중재판정사건 취소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중재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중재기관으로부터

중재사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할 수 있다.(제30조)

최고인민법원의 2006년 사법해석 제7호는 또 중재판정 취소와 집행거부와의 관계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다른 측 당

사자가 동일 중재판정 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수리 후 재정

으로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제25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대한 취소판정 취소신청이 기각

된 후 집행절차에서 또 같은 이유로 집행거부 항변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

는다.(제26조)

2) 사전보고제도

최고인민법원은 1998년 사법해석 제40호를 공표하여 중국 섭외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대해 ‘사전보고제도’를 구축하여 내부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36) 여기에 대해 중국은 일

부 지방법원이 법률이 부여한 중재판정의 취소권을 남용하거나 현지 당사자의 편을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하여 엄격한 사전보고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는 주장이 있다.37)

1998년 사법해석 제40호 제1조에 따르면, 한 측 당사자가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

34) 예컨대 1993년 홍콩의 振裕染印织造有限公司에서 중국의 广城印染有限公司을 대상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

를 제기했는데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은 4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취소 재정을 내렸다.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

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白龙，"对我国撤消涉外仲裁裁决的法律思考"，西安建

筑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2年 第2期; 李苏妮，"论涉外仲裁裁决的撤消"，科技创业月刊，2006年 第5期

35)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36) 최고인민법원은 1998년 4월 23일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撤消涉外仲裁裁决有关事项的通知”를 공표하였다.

37) 이시환, “중국법원의 섭외상사중재판정의 취소”,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2006년 8월호, 제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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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섭외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만약 인민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섭외중재판정

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

정 취소 재정을 내리기 전에 또는 중재합의부에 중재 재개를 통지하기 전에 수리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 또는 중재합의부의 중재 재개에 동의한다면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답변한 후에야 재정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재합의부에 중재 재개를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의 내용을 보면 3급 법원에서 심사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비준하는 중재판정

취소체제를 확립하였다. 때문에 섭외중재판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

민법원, 최고인민법원 3급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 취소권은 최고인민법원에 집

중되어 있다. 이것을 사실상 최고인민법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 금자탑식의 사범감독체계

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독립에 대한 훼손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원의 재정

중재법 제60조와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심리결과는 모두 재정(裁定)의 방

식으로 내린다. 여기에는 취소절차 중재 재개 재정과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취소 신청 기

각 재정이 있다.

1) 취소절차 중지 및 중재 재개

중재법 제61조에서 취소절차 중지 및 중재 재개 개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

민법원은 중재판정취소 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합의부에서 중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중재합의부에 일정한 기한 내에 중재를 재개하도록 통지하고 취소절차 중지를

재정한다. 중재합의부에서 중재 재개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절차 회복을 재정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2006년 사법해석 7호는 중재 재개관련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1

조에서 당사자가 국내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건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

우 인민법원은 중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합의부에 통지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중재를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재판정이 근거로 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2) 상대측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제21조)

중재합의부가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중재를 재개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으로

취소절차를 종료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절차 회복을 재정한다.(제22조) 당

사자는 중재 재개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 재개 재정서 송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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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섭외중재판정에 대해 중국은 중재 재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섭외중재판정의

4가지 취소사유 가운데서 유일하게 섭외중재판정에만 있는 취소사유는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피신청인의 비귀책사유로 의견을 진

술하지 못한 경우이다. 중국의 국내중재판정 중재 재심 사유를 살펴보면 중재판정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재합의부의 고의로 인한 하자가 아닌 경우를 지정하

고 있다. 따라서 섭외중재판정의 경우 동 사유가 중재 재개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중재절차 재가동으로 미봉이 가능하다.

중재합의부에서 중재를 재개하는 경우 중재합의부는 원 중재합의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중재합의부를 구성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파기환송심리와

재심은 모두 별도의 합의부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재 재개의 경우 원 중재합의부 중

재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별도의 중재합의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중재합

의부 구성 전에 법원이 통지를 하는 대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 재개절차는 가

동되지 못한다. 때문에 합리적인 해석은 원 중재합의부에서 다시 중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의 구체적인 실무를 보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몇 건의 중재 재

개 사건을 보면 모두 기존의 중재합의부에서 다시 중재했고 별도의 중재합의부를 구성하

지 않았다.38)

2) 취소 또는 신청 기각

중재법 제60조에서는 인민법원은 판정취소 신청을 수리한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

정 취소 또는 취소신청 기각의 재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법정사

유 중 하나가 있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취소 재정을 내린

다. 중재판정이 법정상황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고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5. 재정 후의 구제조치

중재법 제9조제2항에서는 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 또는 집행거부가 재

정된 후, 당사자는 동 분쟁을 쌍방 당사자가 다시 달성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

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중재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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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에서 내린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대한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구제

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재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1997년 4월 23일 반포한 “关于人民法院裁定撤消仲裁裁决或驳回当事人

申请后当事人能否上诉问题的批复"(法复(1997)5号), 1999년 1월 29일 통과한 ”关于当事人对

人民法院撤消仲裁裁决的裁定不服申请再审人民法院是否受理问题的批复"(法释(1999)6号)는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 취소 또는 당사자 신청 기각 재정에 대해 당사자

는 상소할 권한이 없고 재심을 신청할 권한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 또는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에서 2000년 6월 30일 통과한 “关

于人民检察院对撤消仲裁裁决的民事裁定提起抗诉人民法院如何处理问题的批复"(法释(2000)17

号)는 검찰기관의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정 취소 민사재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3건의 사법해석은 모두 1990년대 후반에 내린 것인데, 1990년대 후반은 중국에

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간에 치열한 권력다툼이 있던 시기이다.39) 2012년 민사소송법

은 인민검찰원의 검찰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인민

검찰원의 항소 또는 검찰건의 방식으로 인민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중국에서는 취소판정에 대해 당사자의 상소와 재심신청을 허용하고 인민검찰원의 항소

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40)

Ⅳ. 평가 및 시사점

금년은 중국에서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뒤돌아볼 때 입법 기술, 내용 등 측면에서 이질적인 부

분들이 적지 않고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분히 존재한다.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나누어

서 기술하고 있다. 중재법에서는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

서는 섭외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고 중재법은 1994년에 제정되었다. 1991년 민사소송법

39) 최송자, “중국 민사검찰제도에 관한 소고”, 중국법연구 제22집(2014년 12월호), 165-166면.

40)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杨秀清ㆍ李琳，"试论仲裁裁

决的撤消(下)-兼论我国相关立法的完善"，仲裁研究，2006年 第1期; 汪祖兴，"论法院对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

行"，诉讼法论从，1998年 第2期; 李苏妮，"论涉外仲裁裁决的撤消"，科技创业月刊，2006年 第5期; 凌晨，"论

仲裁与诉讼的关系"，福建法学，2012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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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당시 중국에서는 섭외중재기관의 업무와 국내중재기관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섭외중재기관은 섭외요소가 있는 중재사건을 다루었고, 국내중재기관은 섭외요소

가 없는 국내중재사건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는 ‘섭외중재판정’과

‘섭외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동일시하여 ‘섭외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섭외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중재법 제정 당시 중국에서는 중재기관의 재건을 추진하면서 섭외중재

기관과 국내중재기관을 구분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국내중재사건을 섭외중재기관에,

섭외중재사건을 국내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

진되었다. 따라서 1994년 중재법은 ‘섭외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섭외중재

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1991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 후 2007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2012년에 진행된 제2차 개정은 전면 개정으로 신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조문은 거의

100개에 달한다. 구법의 29장 가운데서 22장이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41)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재판정 취소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1991년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섭외중재판정’과 ‘섭외중재기구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동일시하고 있어 변화된 중재환경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에 존재하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거나 간과하여 초래된 결과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이는 아래의 2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중재와 민사소송은 엄연히 구별되는 분쟁해결의 2가

지 방식이다. 중재와 민사소송은 다루는 기관이 다르고 적용되는 원칙과 절차가 다르며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다루는 영역이고 중재는 중

재전문가들이 다루는 영역이다. 민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민사소송법 전문가들이 중재법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의제를 민사소송법에서 마음대로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

었을 것이다. 둘째, 중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기타 법률이고, 민

사소송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기본 법률이다. 중국의 입법법은 기본법률과 기

타법률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정기관이 다르기에 민사소송법에 규

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재 부분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전문가들은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섭외중재판

정의 취소사유에 대해 손대기 힘든 상황이었고 민사소송법 전문가들은 민사소송법에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영역에 속하는 내용에 손을 대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과 중재법 입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중재관련 내용과 중재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41) 최송자, “중국 민사소송법의 제2차 개정 내용 및 평가”, 민사소송(제17권 1호), 2013년 5월호,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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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의 중재관련 장을 중재법에 편입시키거나 중재법을 민사

소송법의 일부분으로 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자를 주장한다. 국제거래에서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가고 있다.

중국은 중재판정을 섭외중재판정과 국내중재판정으로 구분하여 차별하여 입법하고 있

다. 섭외중재판정과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 구체적인 심리절차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섭외중재판정 취소사유에는 절차적 사유만 포함되지만 국내중재판정 취소사유에는

절차적 사유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유도 포함된다.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섭외중재판정과 국내중재판정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원인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 중재기관의 이중 체제이다. 중재기관을 섭외중재기관과 좁은

의미에서의 국내중재기관으로 구분하고 섭외중재기관은 섭외요소가 있는 사건을, 국내중

재기관은 섭외요소가 없는 사건을 수리하던 데로부터 기인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국내

중재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무역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중국

은 건국 초기부터 섭외중재기관에는 외국의 선진적인 중재 원칙과 관행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중재기관은 건국 이후 1994년 중재법 제정하기 전까지 행

정기관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중재법을

제정한 후에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실질적인

인식의 전환과 독립을 완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렸다. 셋째,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별 경제발전수준이 불균형적인 관계로 중재인들의 인원수와 중재수준은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지방보호주의까지 겹쳐 중국의 일부 지역의 중

재기관은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섭외중재와 국내중재에 대한 이중의 시스템은 중국 중재제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도입초기에는 그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된 중재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특히 후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섭외중재위원회와 국내중재위원회의

업무범위 계선이 모호해 졌다. 동시에 중국의 국내중재기관은 지난 20년간 큰 발전을 가

져왔다. 현재 중국 전역에 200여개의 중재기관이 분포되어 있고 3만여 명의 중재인들이

활약하고 있다. 중재법 실시 2주년이 되었을 때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수리한 사건 총 건

수는 2,400여건, 총금액은 약 50억 위안에 불과했고 중재법 실행 5주년이 되었을 때 수리

한 사건 총 건수는 2만 여건, 총 금액은 약 420억 위안이었다. 2004년에는 1년 사이에 전

국적으로 수리한 사건 건수가 중재법 실행 전 5년 총 합계의 2배가 된다. 2007년에 이르

러 이 숫자는 갱신되어 수리사건은 6만 여건 증가했다. 십여 년간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수리한 건수는 21.8만 건에 달하고 금액은 3,447억 위안에 달한다. 당사자들은 5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취소비율은 지금까지 1%에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 115

못 미친다.42)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중국의 중재기관들은 크게 성장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

역별 중재인의 분포도 불균형적인 관계로 중재기관 간의 절대적인 균형잡힌 중재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엔 시장에 의한 선택 즉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중재기관의

흥망을 결정해야 하며 인위적인 구분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젠 중국에서도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통일하고 국내중재기관과 섭외중재기관

을 통합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중재판정 취소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중재판정과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이중 잣대는 국내

중재기관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섭외중재판정과 국내중재판정에 대한 이중의 취소기준을 폐지하고 통일된 취

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43)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통합한다면 국내중재판정에 적용되는 취소사유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섭외중재판정에 적용되는 취소사유를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와 관련하여, 실체적 심사가 아닌 절차적 심사만을 해야 한다는 주

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재는 소송과 병행되는 독립된 분쟁해결방식이다. 지나치

게 엄격한 심사는 당사자들이 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를 선택한 초기의 의도에 어긋나

며 최종적으로는 중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고 중재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다.44)

이를 위해 중국은 중재판정 취소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제도는 집행거부제도와 더불어 법원에서 중재에 대한 사법감독을 진행하

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관계로, 중재판정 취소제도 설계에서 지나치게 중재에 대한

사법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서는 법원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취소의 소에 대한 심리절차관련 규정이 없

고 법원의 재정에 대한 구제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섭외중재판정에 대한 법원

내부의 ‘사전심사제도’는 실질상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한중 FTA는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경

제영토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42) 法制日报:改革开放30年中的中国仲裁"，http://news.QQ.com,2008.12.21.

43) 马占军，"论我国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制度的修改与完善-兼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仲

裁法〉若干问题的解释》的相关规定"，法学杂志，2007年 第2期; 陈忠谦，"论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兼谈

中国《仲裁法》的修改"，仲裁研究，2006年 第2期; 凌晨，"论仲裁与诉讼的关系"，福建法学，2012年 第2期;

杜焕芳，"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44) 汪祖兴，"论法院对仲裁裁决的撤消与不予执行"，诉讼法论从，1998年 第2期; 白龙，"对我国撤消涉外仲裁裁决

的法律思考"，西安建筑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2年 第2期; 李苏妮，"论涉外仲裁裁决的撤消"，科技创

业月刊，2006年 第5期; 李万强，"完善我国涉外仲裁监督机制的类比研究"，政法论坛，2000年 第4期; 杜焕芳，

"中国涉外仲裁裁决撤消制度的若干思考"，中国对外贸易，2003年 第2期; 凌晨，"论仲裁与诉讼的关系"，福建法

学，2012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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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관련 분쟁도 급증할 것이며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

다. 중국은 지금 중재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 중재기관의 국제

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는 지금, 중국의 중재기관 이용

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역교역국, 최

대의 투자대상국인 만큼 앞으로 집행의 용이함 때문에서라도 중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지금 중재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학

계, 중재기관, 입법기관 등과의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재법 개정과정에 적극 개입

함으로써 중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관행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Ⅴ. 나오며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중재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

효화시킬 수 있는 중재판정 취소제도의 작용도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행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자국의 중재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중재라는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다.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하에 도입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었고 자체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

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와 국제 중재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중

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중재기관들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고 중재인들의 실력도 큰

비약을 가져왔다. 중재기관과 정부기관과의 관계 정립도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G2로 급부상하면서 국제상사분쟁에서 주요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중재제도 특히 중재판정 취소제도를 단순한 중국만의 분쟁해결체제의 일부분으로

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국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듯하다. 중재법 개정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중재법

개정에서 중재판정 취소제도는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비준절차를 거쳐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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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은 주로 중국을 주요 무대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한 분쟁해결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중재법 개정에 영향력

을 발휘하여 중국의 중재제도 특히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는 방향

으로 개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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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China

Song-Za Choi

As China has quickly emerged as a global economic power,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ed by Chinese arbitr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long with th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China have

been newly brought to the fore.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demand of the times, the Chines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reveals distinctive Chinese features. Although it

was enacted in the face ofof an unwarranted prejudice against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rbitration as well as a deep mistrust of domestic arbitral institution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showed a certain degree of justification and

rationality in its initial stages of legislation. However, it is also the case that it has not

adapted well to new domestic or foreign arbitration circumstances in the last twenty years.

At present, there is a keen interest in revisions to and debates on arbitration law of

China. It is necessary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amendment discussion and process of

arbitration law. Moreover, we need to reform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of arbitration law.

Key Words : Arbitration Law of China, Arbitral Award,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Petition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