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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绪论

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会主持制定的《联合国国际货物买卖合同公约》（以下简称“CISG”）

是国际货物买卖领域最为成功的国际统一法。它已拥有84个缔约国，涵盖了大陆法系国家和英美

法系国家，除英国之外的所有贸易大国都加入了该公约，而且加入国家的数量还在不断增长。为

了促进国际社会对CISG的了解，推动各缔约国对CISG规则的统一解释和适用，联合国国际贸易

法委员会在多年前就建立了CISG案件数据库，收集各缔约国法院和仲裁机构适用CISG的判决和

裁决，并予以发布，这在国际条约法律实践中是不多见的。中国是CISG的创始缔约国，1)加入

CISG已有27年历史，中国法院和仲裁机构在国际货物买卖争议案件中经常适用CISG，积累了一

定经验。尤其是中国的仲裁机构，不仅较早地适用了CISG，而且经常是主动予以适用。因此，

本文试图对中国仲裁机构适用CISG的情况进行分析，2)指出存在的问题，并提出改进建议。

Ⅱ. CISG在中国的法律地位

对于法院和仲裁机构在解决涉外合同争议时应适用的法律，中国作出了明确规定。《民法通

则》第145条规定：“涉外合同的当事人可以选择处理合同争议所适用的法律，法律另有规定的

除外。涉外合同的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与合同有最密切联系的国家的法律。”《合同法》第

126条也有类似规定。3)上述规定为法院和仲裁机构认定解决合同争议的法律确立了如下原则：

第一，涉外合同当事人具有选择权（也有少量例外）。第二，无选择时适用最密切联系原则。

就国际货物买卖合同争议而言，上述规定的适用产生了如下问题：

1. 买卖合同当事人选择了中国法解决合同争议，与此同时，买卖双方的营业

地所在国家又都加入了CISG，如何确定应适用的法律？也就是说，是仅

适用选定的中国法，还是优先适用CISG，还是二者同时适用？

1) 在CISG于1988年1月1日生效时，中国就是其缔约国。

2) 鉴于仲裁裁决的保密要求，本文的分析主要建立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上

海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予以公开的仲裁裁决基础上。因此严格来讲，本文的分析并不代表中国所有仲裁机构适用

CISG的整体情况和准确情况。

3) 《合同法》第126条：涉外合同的当事人可以选择处理合同争议所适用的法律，但法律另有规定的除外。涉外合同的

当事人没有选择的，适用与合同有最密切联系的国家的法律。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履行的中外合资经营企业合

同、中外合作经营企业合同、中外合作勘探开发自然资源合同，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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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通则》第142条规定：“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中华人民共和国的

民事法律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中华

人民共和国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没有规定的，可以适用国际惯例

。”4)上述规定意味着，中国在民事和商事领域加入的国际条约在中国的法律地位是：差异下的

优先适用。也就是说，当中国法律与国际条约的规定存在不同时，优先适用国际条约，而不是

中国法。就国际货物买卖而言，即便买卖双方选定了中国法，如果该法与CISG的相关规定有所

不同，应该优先适用CISG。那么，上述规定是否意味着，当中国法律与国际条约相同时，直接

适用中国法？在中国的仲裁实践中，确有仲裁庭对此持肯定态度。

2. 如果买卖合同当事人没有选择解决合同争议所适用的法律，与此同时，买

卖双方的营业地所在国家又都加入了CISG，这就出现了法律适用的“岔

路口”：是先适用国际条约，还是先适用密切联系原则从而适用国内法。

上述问题意味着，该合同争议究竟是直接自动适用CISG，还是根据《民法通则》第145条或

《合同法》第126条通过密切联系原则直接适用中国法或外国法？站在这个“岔路口”做出的选

择，将对争议案件的处理结果具有重要影响。因此，这是一个关键问题。

为此，中国最高人民法院做出了司法解释，要求法院自动适用CISG。例如，最高人民法院早

在1987年12月10日发布的《转发对外经济贸易合作部＜关于执行联合国国际货物贸易销售合同

公约应注意的几个问题＞的通知》（以下简称《通知》）中明确指出：“我国政府既已加入了公

约，也就承担了执行公约的义务。因此，根据公约第1条（1）款的规定，自1988年1月1日起，

我各公司与上述国家（匈牙利除外）的公司达成的货物买卖合同如不另作法律选择，则合同规定

事项将自动适用《公约》的有关规定，发生纠纷或诉讼亦得依据公约处理。故各公司对一般的货

物买卖合同应考虑适用公约，但公司亦可依据交易的性质、产品的特性以及国别等具体因素，与

外商达成与公约条文不一致的合同条款，或在合同中明确排除适用公约，转而选择某一国的国内

法为合同适用法律。” 2001年4月17日发布的《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和执行涉外民商事案件应

当注意的几个问题的通知》进一步指出：“审理案件必须做到认定事实客观、全面，适用法律准

确、适当，实体处理公正、合法，除《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一百二十六条第二款规定的三

类合同必须适用中国法律外，均应依照有关规定或者当事人约定，准确选用准据法；对我国参加

的国际公约，除我国声明保留的条款外，应予优先适用，同时可以参照国际惯例。”

尽管中国的仲裁法律没有作出类似规定，但在国际货物买卖仲裁实践中，中国的仲裁机构一

直秉承自动适用CISG的原则，而且在自动适用的主动性方面，中国仲裁机构胜于法院。

4) 对于加入的国际条约在中国的法律地位，中国并没有做出统一规定，而是由各个部门法根据具体情况以及该领域国际

条约的要求予以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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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中国仲裁机构适用CISG的做法

在早期，只有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CIETAC）及其分会HE 中国海事仲裁委员会才

能受理涉外商事仲裁案件。但是，自《仲裁法》于1995年9月1日生效之后，一些省市又设立或

重新组建了常设仲裁机构，这180多家仲裁机构也有权受理涉外商事案件。5)鉴于这些仲裁机构

受理的涉外商事案件数量有限，而且极少公布仲裁裁决，故本文选取对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

委员会（CIETAC）在近些年适用CISG的情况进行分析。

1. 在买卖合同当事人选择适用CISG时，予以适用

在中国的涉外货物买卖中，有的合同直接规定适用CISG（这种情况并不多），有的合同虽然

没有规定适用CISG，但在开庭后买卖双方均援用或主张适用CISG，仲裁庭最终接受了双方当

事人的选择。

例如，在CIETAC近年受理的一起买卖合同纠纷案件中，中日当事人在合同中明确选择适用

中国法和CISG，仲裁庭最终适用中国法和CISG做出裁决。6)在另一些国际货物买卖仲裁案件

中，买卖双方在合同中对解决争议适用的法律没有做出规定，但是在提交给仲裁庭的书面材料

中，均引用了CISG支持自己的观点，仲裁庭最终适用CISG解决案件。7)

2. 买卖合同当事人没有选择解决争议应适用的法律，仲裁庭自动适用CISG

在中国仲裁机构受理的大量国际货物买卖案件中，如果当事人在合同中没有约定解决争议应

适用的法律，就会出现一个“岔路口”，即解决争议究竟是应该根据最密切联系原则适用中国法

或外国法，还是应该直接适用CISG?在中国仲裁机构受理的多起这类案件中，如果买卖双方的

营业地所在国家均是CISG缔约国，买卖合同也没有排除CISG的适用，仲裁庭通常会自动适用

CISG解决争议，也就是在“岔路口”，仲裁庭选择了适用国际条约而不是国内法。只有对于CISG

没有做出规定的争议事项，仲裁庭才会援用《民法通则》第145条和《合同法》第126条，通过

5) 1996年6月8日，国务院办公厅发布了《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需要明确的几个问题的通知》，该通

知规定：新组建的仲裁委员会的主要职责是受理国内仲裁案件；涉外仲裁案件的当事人自愿选择新组建的仲裁委员

会仲裁的，新组建的仲裁委员会可以受理。

6) 细节不便公开。

7)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83页，

案例34：中国惠州A贸易公司与中国香港B公司马来西亚原木进口合同争议仲裁案；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裁

决的一起案件，具体内容不便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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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密切联系原则适用中国法或者外国法。8)

例如，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分会（即现在的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9)

近年受理的一起彩色超声波诊断仪国际货物买卖案件中，中国（买方）和美国（卖方）当事人

在2008年7月15日签订的《订购合同》中未就应适用的法律做出选择。申请人认为，CISG第6条

规定：“双方当事人可以不适用本公约”。既然申请人已经在此明确表示不愿意适用CISG，就等

于是排除适用该公约。至于被申请人，由于其拒不到庭，就意味着放弃了选择适用公约的权

利。因此，根据中国法律规定的最密切联系原则，本案争议的解决应该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

律。但是，该案仲裁庭认为，申请人的理解是片面的。中国和美国都是CISG缔约国，CISG第6

条虽然允许当事人排除其适用，但是，这一排除必须是双方明确表示的。也就是说，要看买卖

双方是否已经明确表达其依据CISG第6条排除适用CISG的意愿。如果没有这样明确的不适用意

愿，就应该根据CISG第1条第（1）款（a）项的规定自动适用CISG。本案中，《订购合同》并

未明确约定排除适用CISG，买卖双方当事人的营业地所在国家（中国和美国）又都是CISG缔

约国，因此，本案争议的解决应该适用CISG。10)

3. 在合同对解决争议应适用的法律无约定时，先适用最密切联系原则

如前所述，如果国际货物买卖合同对解决争议应适用的法律没有做出约定，就会出现“岔路

口”，在这个“岔路口”，有些仲裁庭选择根据最密切联系原则适用了中国法或外国法，而不是直

接适用国际条约CISG。

例如，在CIETAC于2002年裁决的芦笋罐头买卖合同争议案中，两份争议合同都没有关于适

用法律的规定。仲裁庭认为，既然两份合同的订立和履行地点都在中国，卖方的营业地点也在

中国，所以，中国与这两份合同的关系最为密切，中国国内法应当是解决合同争议应适应的法

律。但是，考虑到买卖双方的营业地点均在《销售公约》的缔约国，如果《销售公约》与中国

的国内法有任何冲突，应当适用《销售公约》。11)这种做法在早期的仲裁案件中时有出现，但

是近些年来极少采用。

8)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25页，案

例6：土耳其A公司与深圳B公司关于LED显示屏买卖争议仲裁案；第45页，案例10：澳大利亚A电子有限公司与中国

B电器有限公司关于DVD买卖争议仲裁案；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

（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345页，导热油炉买卖合同争议仲裁案裁决书（2006年4月11日）；第

328页，拖欠货物争议仲裁案裁决书（2005年11月9日）；第107页，越南木薯干售货合同争议裁决书（2004年12月31

日）。

9) 现已改成为“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并脱离了CIETAC。

10) 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1页，案例

3：广州H公司与美国M公司关于彩色超声波诊断仪买卖的争议仲裁案。

11) 该案由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深圳分会在2002年做出裁决。另参见其他案件：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会判例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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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合同对解决争议应适用的法律另有约定，但仲裁庭同时也适用了CISG

这种做法在中国的仲裁实践中经常出现。也就是当国际货物买卖合同约定适用国内法或者《国

际贸易术语解释通则》（INCOTERMS）时，仲裁庭在尊重当事人选择的同时，也适用了CISG。

例如，在CIETAC于近年裁决的一起案件中，买卖合同约定，该合同由INCOTERMS 2010及

其修订本解释。仲裁庭认为，在判断FOB合同项下买卖双方在交货方面的责任义务时，按照

《INCOTERMS 2010》的解释。但是，双方当事人的营业处所分别处于瑞士和中国，这两个国

家又都是CISG的缔约国，因此，对于INCOTERMS2010没有规定的争议事项，应该适用CISG。

基于此，仲裁庭在该案中适用了CISG第14条、第18条、第25条、第63条、第72条、第74-76

条。12)在CIETAC于2006年裁决的一起中韩企业乙二醇买卖合同争议案件中，被申请人拒绝交货

引发纠纷，买卖合同约定适用INCOTERMS1990，仲裁庭尊重当事人的选择，决定适用选择。

但同时又指出，INCOTERMS1990并不涉及违约及违约行为的后果等事项，而申请人和被申请

人的所属国（中国和韩国）均为CISG缔约国，本案合同项下违约及违约行为的后果等事项，应

当适用CISG的规定。13)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分会（即现在的华南国际经济贸易

仲裁委员会）受理的一起印刷合同案中，申请人（中国公司）与被申请人（美国公司）签署了

《合作协议》，由被申请人作为申请人的代理在海外销售申请人的产品，被申请人直接与客户签

署合同。由于被申请人拖欠货款，申请人提起仲裁申请。仲裁庭认定，《合作协议》以及被申请

人根据该协议所下的订单包含了货物买卖内容，拖欠货款属于货物买卖争议，因此，该争议是货

物买卖争议。《合作协议》第8条B款规定；“该协议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监督管理”。这说

明，双方在《合作协议》中选择适用中国法律作为管辖和解释本合同的准据法。但是，CISG也

适用于本案的审理，因为双方营业地所在的国家（中国和美国）都是CISG的缔约国。14)

5. 对CISG第1条第（1）款（b）项拒绝适用

在加入CISG时，中国对第1条第（1）款（b）项的适用做出了保留，即不会通过该条款适用

CISG。该项保留既对中国法院适用，也对中国的仲裁机构适用。

在CIETAC近期裁决的一起国际货物买卖案件中，双方当事人在合同中并未约定解决争议应

适用的法律，而且合同的一方未加入CISG。申请人认为，该案争议的解决不仅应该适用中国

法，还应该根据CISG第1条第（1）款（b）项的规定适用CISG。但是，仲裁庭认为，申请人营

业地的所在国家并未加入CISG，被申请人营业地所在国家中国在加入CISG时又对第1条第

（1）款（b）项的规定做出了保留。因此，对于申请人通过援引CISG第1条第（1）款（b）项

12) 该案件由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具体信息不便公开。

13)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

440页，乙二醇买卖合同争议仲裁案裁决书（2006年4月11日）。

14) 该案件由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具体信息不便公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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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规定主张适用该公约，仲裁庭不予支持。但是，由于申请人和被申请人在提交给仲裁庭的书

面意见中均援引了CISG和中华人民共和国法律作为各自主张的依据，因此，根据意思自治原

则，解决本案合同争议应该适用CISG和中华人民共和国法律。

6. 对合同条款的效力拒绝根据CISG作出裁决

CISG第4条明确规定，它不涉及国际货物买卖合同的效力或者任何合同条款的效力。也就是

说，CISG对整个合同或者合同中任何一款的法律效力问题没有做出任何规定。这就意味着，如

果发生这类争议，只能根据国际私法规则确定应适用的法律。

在CIETAC于2006年裁决的汽车和摩托车争议案中，买卖双方对货物销售合同第10条的法律

效力问题产生争议。被申请人认为，合同第10条是典型的格式条款，构成无效条款，而合同条

款是否无效，不属于CISG涉及的内容，对此争议应该根据中国法解决，仲裁庭支持了这一主

张。仲裁庭认为，关于本案合同条款是否无效的问题，不适用CISG，如果发生的问题不属于

CISG的范围，则应该按照国际私法规定适用的法律去解决。根据中国的国际私法规则，本案应

当适用中国《合同法》。15)

7. 拒绝对涉及香港当事人的争议案件适用CISG

根据CISG第1条第1款（a）项的规定，CISG仅适用于营业地位于不同缔约国的当事人之间的

国际货物买卖合同争议。也就是说，只有主权国家才能加入CISG。因此，尽管中国香港和澳门

是中国的特别行政区，实行与中国大陆实质不同的政治、经济和法律制度，中国台湾也是类

似，但是，它们仍然无权以自己的名义加入CISG。因此，在中国香港、澳门、台湾的当事人与

中国内地当事人发生货物买卖合同争议后，中国法院和仲裁机构会参照涉外案件进行处理。如

果当事人没有选择适用CISG，仲裁庭通常不会适用CISG。例如，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

员会华南分会（现在的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受理的一起香港与中国内地企业买卖合

同争议案中，买卖双方在2009年签署的合同中没有约定处理合同争议应适用的法律，仲裁庭最

终通过《民法通则》第145条规定的最密切联系原则适用中国法律解决了本案争议。16)

对于香港当事人与其他国家当事人之间的买卖合同争议，在国际上有两种做法：第一种做法

是适用CISG，因为香港是中国的特别行政区，中国加入了CISG。第二种做法是不适用CISG，

因为在香港回归中国后，中国政府向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会发出的适用于香港的国际条约通

15) 货物销售合同争议仲裁案裁决书，2006年7月28日。参见 http://cn.cietac.org/TheoryResearch/read.asp?hangye=1&ptype

=15&ptitle=货物买卖&stitle=%BB%F5%CE%EF%CF%FA%CA%DB%BA%CF%CD%AC%D5%F9%D2%E9%D

6%D9%B2%C3%B0%B8%B2%C3%BE%F6%CA%E9

16)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27页，

案例27：香港A公司与石家庄B公司关于买卖合同争议仲裁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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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中，并不包含CISG。在中国，仲裁机构公布的涉及香港与其他国家的国际货物买卖仲裁案件

极少。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分会（即现在的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公布

了一起香港公司与韩国公司冷轧钢卷板买卖合同争议案。在该案中，买卖双方在2003年1月签署

的买卖合同中没有约定处理争议应适用的法律，申请人（香港买方）认为，由于申请人营业所

在地中国香港和被申请人营业所在地韩国均为CISG的缔约国，应该根据CISG进行仲裁。在仲

裁过程中，仲裁庭提醒申请人，在签署买卖合同时，韩国还未加入CISG。申请人据此主张，根

据中国法律中的最密切联系原则，本案可以适用中国法，但中国又是CISG的缔约国，因此，本

案争议还是应该适用CISG。仲裁庭认为，根据最密切联系原则，本案应该适用中国内地的法

律。鉴于在签署合同时韩国还未加入CISG，而中国对CISG第1条第（1）款（b）项已经做出了

保留，故本案不应该适用CISG。17)从上述裁决可以看出，仲裁庭作出裁决的切入点是韩国在合

同签订时不是CISG缔约国，并没有涉及香港适用CISG的问题。笔者认为，对于香港当事人与

CISG缔约国当事人发生的国际货物买卖合同争议，如果双方并未选择将CISG作为解决合同争

议所适用的法律，仲裁庭不应适用CISG。因为中国政府在香港回归后向联合国国际贸易法委员

会提交的适用于香港的国际条约通知构成CISG第93条所述的适用领土范围声明。

Ⅳ. 中国仲裁机构适用CISG存在的问题及改进建议

从适用CISG的实践看，中国仲裁机构充分尊重国际条约，在国际货物买卖合同当事人对解决

合同争议应适用的法律没有做出选择时，中国仲裁机构通常主动适用CISG。即便买卖合同约定

适用中国法或者INCOTERMS，仲裁机构也会对这些法律无法解决的事项适用CISG。

同时，在适用CISG的案件中，中国仲裁机构也很好地援用了CISG条款做出仲裁裁决。例

如，在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华南分会（即现在华南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受理的

一起LED显示屏国际货物买卖争议案中，被申请人拖延交付货物引起仲裁。仲裁庭根据CISG第

11条、第12条、第40条、第46条、第80条认定被申请人明知所发货物与合同约定不符仍然发

货，构成违约，应承担违约责任。由于被申请人违约在先，申请人拒绝付款不构成违约。同

时，仲裁庭还拒绝了申请人提出的更换货物请求。18)在DVD买卖争议案中，申请人和被申请人

分别是中国和澳大利亚公司，由于合同未选择适用的法律，仲裁庭优先适用CISG做出裁决。仲

裁庭援用CISG第14条、第15条、第18条、第45条、第61条、第74条认定买卖合同成立，被申请

人应该赔偿申请人的损失。19)在中韩自动发球机买卖合同争议案中，虽然合同未约定适用的法

17)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62页，

案例32：香港A国际有限公司与韩国B公司冷轧钢卷板买卖合同争议仲裁案。

18)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25页，

案例6：土耳其A公司与深圳B公司关于LED显示屏买卖争议仲裁案。

19)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4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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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但仲裁机关主动适用了CISG，并根据CISG第50条（降价）支持了中国买方的降价请

求。20)在中国与新加坡苯乙烯单体买卖合同案中，当事人约定适用INCOTERMS解决合同争

议，仲裁庭最终适用了INCOTERMS和CISG，并援用CISG第53条、第54条、59条、第25条、

第61条、第63条、第64条、第74条、第75条做出仲裁裁决。21)在CIETAC裁决的一起案件中，

仲裁庭适用CISG第25条、第49条、第74条、第75条做出仲裁裁决。22)在乙二醇买卖合同纠纷案

中，仲裁机构根据CISG第25条、第63条、第64条、第74条、第75条做出裁决。23)在导热油炉买

卖合同纠纷案中，仲裁机构根据CISG第19条、第25条、第30条、第74条做出裁决。24)在拖欠货

物争议案件中，仲裁庭根据CISG第45条、第61条、第74条做出裁决。25)在越南木薯干争议案

中，仲裁庭根据CISG第14条、第19条、第61条、第74条、第76条做出裁决。26)

但是，中国仲裁机构在适用CISG时也存在如下不足：第一，对CISG的规定没有进行更加深

入的解读。一些案件在进行事实总结后，列出CISG相关条款的具体规定，即得出认定结论，而

没有结合这些规定对案件事实进行深入分析。第二，对当事人的营业地很少进行深入分析。大

部分案件是以买卖当事人的注册地或设立地作为营业地，并没有结合具体案件分析该笔货物买

卖合同当事人的营业地究竟在哪里。而且一些仲裁裁决书在描述时仅提及当事人在缔约国设立

或注册，而不明确提及营业地在缔约国。第三，在仲裁机构内部缺乏明确的裁决指引，容易出

现同一仲裁机构做出的类似案件裁决存在差异。

为此，笔者提出如下建议：第一，仲裁机构应该对裁决书的格式予以完善，增加说理和分析

部分。也就是更多地结合CISG的规定对案件事实进行分析，做出更有说服力的仲裁裁决。第

二，加强仲裁机构内部对适用CISG的指引，保证同一仲裁机构同一问题裁决的一致性。这就需

要仲裁机构加强相关服务，例如，发布CISG的适用指南，为仲裁员提供CISG培训，举办CISG

研讨会，及时整理并发布相关仲裁裁决等等。

总之，作为CISG大家庭的一员，每一缔约国的仲裁机构和法院都应该维护CISG在法律上的

权威性，维护CISG在适用上的一致性。

案例10：澳大利亚A电子有限公司与中国B电器有限公司关于DVD买卖争议仲裁案。

20)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23页，

案例26：韩国A公司与深圳B公司关于自动发球机买卖合同争议仲裁案。

21) 参见郭小文、刘晓春主编：《国际货物买卖典型仲裁案例》，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2014年12月出版，第170页，

案例33：新加坡A化学制品公司与中国B化工实业公司苯乙烯单体销售合同争议仲裁案。

22) 该案件由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具体信息不便公开。

23)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

440页，乙二醇买卖合同争议仲裁案裁决书（2006年4月11日）。

24)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

345页，导热油炉买卖合同争议仲裁案裁决书（2006年4月11日）。

25)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

328页，拖欠货物争议仲裁案裁决书（2005年11月9日）。

26)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编：《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裁决书选编（2003-2006）》，法律出版社2009年版，第

107页，越南木薯干售货合同争议裁决书（2004年12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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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Application of CISG in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Xiaoli Shi

CIS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y arbitration organizations often invoke this convention whe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ina has b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CISG, and has settled many cases with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CISG in China and the methods with which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apply CISG. Also, it looks into the existing problems, based on which it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ey Words : CISG,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bitration

Cases, CI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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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CISG”라

함)은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국제적인 통일법이다. 협약은 전세계 범위

내에서 84개의 체약국가를 포함하고 있고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CISG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각 체약국가에서 CISG 규칙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는 몇 년 전에 이미 CISG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체약국가의 법원과 중재기구가 CISG를 적용한 법원판결과 중재판정

을 수집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제협약 법률실무에서 흔한 경우가 아니다. 중국은 CISG

의 창설가입국1)으로서 CISG에 가입한지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법원과 중재기

구는 국제물품매매 분쟁사건에서 CISG를 많이 적용하면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

히 중국의 중재기구는 일찍 CISG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 주동적으로 CISG를 적

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문장에서는 중국 중재기구가 CISG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

을 하고2)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Ⅱ.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법원과 중재기구에서 섭외계약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민법통칙>제145조는: “섭외계약 당사자는 계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섭외계약 당사자가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126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다.3) 상술한 규정은 법원과 중재기구가 분쟁해결 적용법률의 확정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 섭외계약 당사자는 선택권이 있다.(일부 예

1) 1988년 1월 1일 CISG가 효력을 발생할 때 중국은 체약국가였다.

2) 중재판정의 비밀유지원칙으로 인하여 본문의 분석은 주요하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국제경제무

역중재위원회,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공개한 중재판정을 기초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본문의 분석은 중국 모든 중재기구가 CISG를 적용하는 전반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법> 제126조: ”섭외계약 당사자는 섭외계약 당사자는 계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법률

을 선택할 수 있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적용법률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

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 자연자원 탐측개발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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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존재한다.) 둘째,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밀접연관성원칙을 적용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1. 매매계약 당사자가 중국법을 분쟁해결 적용법률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당사자 영업장소 소재국 모두 CISG에 가입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법률을 확정할 것인지? 즉, 선택한 중국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

면 CISG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양자 모두 적용할 것인지 여부

<민법통칙> 제142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과 중화인민공화

국 민사법률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이 유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협약 모두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4)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

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민사 또는 상사 영역에서 가입한 국제협약이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는: 상이한 경우의 우선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법률과 국제협약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중국 법률이 아닌 국제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

와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 중국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과 CISG의 관련 규정

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우선적으로 CISG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기 규정은 중국

법률과 국제협약이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CISG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중국 중재실무에서 중재재판소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만약 매매계약 당사자가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자 영업장소 소재국 모두 CISG에 가입한 경우, 법률적용

의 “갈림길”이 발생한다. 즉 우선적으로 국제협약을 적용할 것인지 아

니면 밀접연관성원칙에 근거하여 국내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상술한 문제는 해당 계약분쟁은 직접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통칙> 재145

조 또는 <계약법> 제126조의 밀접연관성원칙에 근거하여 중국법 또는 외국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은 분쟁사건의 결과에 대하

여 매우 중요한 영향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는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4) 가입한 국제협약이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국은 통일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상황 및 해당 영역에서의 국제협약의 요구조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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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시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적으로 CISG

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7년 12월 10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반포한

<대외경제무역합작부{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전달통지>(이하 <통지>라 함)에서는: “우리 나라는 이미 협약에 가

입하였고 따라서 협약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협약 제1조(1)항의 규정에

따라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회사와 상술한 나라(헝가리 제외)의 회사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은 다른 법률적용 선택을 하지 않은 이상 해당 계약의 규정사항은 자동적으

로 <협약>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분쟁 발생 시 또는 소송 시, 협약에 근거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따라서 각 회사는 통상적인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협약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거래의 특징과 제품특징 및 국가별 차이 등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

여 협약 규정과 다른 계약조항을 체결할 수 있고 또는 계약규정에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

여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계약적용법률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001

년 4월 17일 반포한 <섭외민사사건의 심사 및 집행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서는 진일보로: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전면적이어야 하고 법률의 적용은 정확하고 타당하여야 하며, 실제적인 사건처리는 공정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3 가지 유

형의 계약에 대하여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관련 규정 또는 당사

자의 약정에 따라 준거법을 정확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유보한 내용을 제외하고, 반드시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

제관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중국의 중재법률은 유사한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국제물품매매 중재실무에서 중

국의 중재기구는 자동적으로 CISG를 적용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협약의 자동적 적

용에 있어서 중국의 중재기구는 법원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Ⅲ. 중국중재기구가 협약을 적용하는 방법

초기에 중국에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그 지사인 HE 중국해사중

재위원회만이 섭외상사중재사건을 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5년 9월 1일 <중재법>이

제정된 후로 일부 성시에서도 상설 중재기구를 설립하거나 재조직하였는데, 이렇게 설립

된 180개 정도의 중재기구에서도 섭외중재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하였다.5) 이러한 중재기구

5) 1996년 6월 8일 국무원 사무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

지>를 반포하여: 새로 조직된 중재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국내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섭외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자원적으로 새로 조직된 중재위원회를 선택하는 경우, 새로 조직된 중재위원회는 해당 섭외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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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하는 섭외상사사건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

에 본 문에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에서 CISG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

하여 분석을 한다.

1. 매매계약 당사자가 CISG를 선택한 경우, 협약을 적용.

중국의 섭외물품매매에서 일부 계약은 직접 CISG를 적용하고 있고(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일부 계약은 비록 CISG의 적용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지만 재판 시작 후에 당사

자 모두 CISG 규정을 인용하거나 CISG의 적용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중재재판소가 최종

적으로 당사자의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CIETAC에서 처리한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중, 일 당사자는 계약에서

중국법과 CISG를 적용한다고 약정하였고, 중재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중국법과 CISG를 적

용하여 판결을 하였다.6) 기타 국제물품매매 중재사건에서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에서 분

쟁해결 적용법률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모

두 CISG 규정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관점을 주장하였고 중재재판소도 최종적으로 CISG를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7)

2. 매매계약 당사자가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중재재

판소가 자동적으로 CISG를 적용

중국의 중재재판기구에서 수리하는 대량의 국제물품매매 사건에서 만약 당사가 계약에

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갈림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최고밀접연

관성원칙을 적용하여 중국법 또는 외국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CISG를 적용할

것인 것 여부이다. 중국 중재기구에서 수리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만약 당사자의 영업

장소 소재국 모두 CISG 체약국가이고 계약에서도 CISG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중재재판소는 통상적으로 CISG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즉 이러한 “갈림길”에서 중

재재판소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협약을 적용한 것이다. 단지 CISG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민법통칙> 제145조와 <계약법> 제126조를 인용하여 최고밀접

연관성원칙을 적용하여 중국법 또는 외국법을 적용한다.8)

수리할 수 있다.

6)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양해 바란다.

7)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83,

사건 34: 중국 혜주 A무역회사와 중국 홍콩 B 회사 말레이시아 원목수출입 분쟁중재사건,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사건,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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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지사(현재의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9)

에서 처리한 초음파진단기기 국제물품매매사건에서 중국(매수인)과 미국(매도인) 당사자는

2008년 7월 15일에 체결한 <구매계약>에서는 적용법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신청

인은 CISG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신청인이 명확하게 CISG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규정의 최고밀접연관성원칙

에 따라 중재재판소는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

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신청인이 상기 조항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판단하

였다. 중국과 미국 모두 CISG 체약국가이고 비록 CISG 제6조는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해당 적용의 배제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의 명시가 없다면 반드시 협약 제1조 제(1)항 (a)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CISG를 적용하여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구매계약>에서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영업장소

소재국(중국과 미국) 모두 CISG 체약국가이기 때문에 본 사건은 반드시 CISG를 적용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10)

3. 분쟁해결 적용법률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밀접연관성원

칙을 적용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에 대하여 약

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갈림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갈림길”에서 일부 중재재판소는

CISG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밀접연관성원칙을 적용하여 중국법 또는 외국법

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2년 CIETAC에서 처리한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매매계약분쟁 사건에서 2

부의 분쟁계약 모두 적용법률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중재재판소는 2부의 계약의 체

결장소 및 이행장소 모두 중국에 있고, 매도인의 영업장소 또한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8)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25

6번 사건: 터키 A회사와 심천 B회사 사이 LED 디스플레이 매매분쟁 중재사건, p45; 10번 사건: 호주 A전자

유한회사와 중국B 전자제품유한회사 DVD 매매분쟁 중재사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345,

열전도 기름 가마 매매계약분쟁 중재사건 판결문(2006년 4월 11일); p328, 대금지급 거부 분쟁 중재사건 판

결문(2005년 11월 9일); p107, 베트남 카사바(木薯干) 판매계약 분쟁 판결문(2004년 12월 31일)

9) 현재는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고, CIETAC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10)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1

3번 사건: 광주 H사와 미국 M사 초음파진단기기 매매관련 분쟁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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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2부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 국내

법은 계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영업장소가 <판매협약>의 체약국가인 점을 고려하였을 시, 만약 <판매협

약>과 중국의 국내법이 충돌되는 경우, <판매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1) 이러

한 방법은 초기의 중재사건에서 사용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중재재판소가 동시에 CISG를 적용

이러한 방법은 중국의 중재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물품매매계

약에서 국내법 또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INCOTERMS)을 적용법률로 선택한 경우,

중재재판소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CISG 또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IETAC에서 처리한 사건에서 매매계약은 해당 계약은 INCOTERMS 2010

및 그 수정본에 의해 해석한다고 약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FOB계약에서의 당사자의 납

품관련 책임과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INCOTERMS 2010>에 의하여 해석하지만, 쌍방

당사자의 영업장소는 각각 스위스와 중국에 있고 해당 국가 모두 CISG 체약국가이므로

INCOTERMS 2010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CISG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재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CISG제14조 제18조, 제25조, 제63조 제72

조, 제74~76조 규정을 적용하였다.12) CIETAC가 2006년에 판결한 중, 한 기업 에틸렌글리

콜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납품거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매매계약

은 INCOTERMS 1990을 적용한다고 약정하였다. 중재재판소는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INCOTERMS 1990을 적용하였다. 다만 중재재판소는 INCOTERMS 1990은 계약 위반 및

계약위반 행위의 결과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중국 및 한국) 모두 CISG 체약국가이므로 본 계약 내의 계약 위반 및 계약위반 행

위의 결과 등 사항에 관하여서는 CISG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3) 중국국제경

제무역위원회 화남지사(현재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인쇄계약 사건에서

신청인(중국 회사)와 피신청인(미국 회사)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해외에서 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피신청인이 직접 고객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의 대금지급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재판

11) 본 사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심천지사가 2002년에 판정한 것이다. 기타 참고 사건: 유엔 국제무

역법위원회 판례 1167

12) 본 사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1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440,

에틸렌글리콜 매매계약 분쟁사건 판결문(2006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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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합작계약> 및 피신청인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체결한 주문서는 물품매매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급지급 거부는 물품매매 분쟁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의 분쟁은 물

품매매분쟁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합작계약> 제8조 B항 규정을 보면 “본 협약은 중화

인민공화국 법률의 감독관리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쌍방 당사자가 <합작계약>

에서 중국법률을 본 계약을 관할하고 해석하는 준거법으로 선택했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쌍방 당사자의 영업장소 소재국가(중국과 미국) 모두 CISG 체약국가이기 때문에 CISG 또

한 본 사건의 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14)

5. CISG 제1조 제(1)항 (b) 조항에 대한 적용의 거부

CISG에 가입할 때 중국은 제1조 (1)항 (b)항의 적용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다. 즉 본 조

항을 통하여 CISG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해당 유보는 중국법원에도

적용이 되고 중국의 중재기구에도 적용된다.

CIETAC에서 판결한 국제물품매매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는 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

률에 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CISG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

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분쟁은 중국법률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CISG 제1조 (1)항 (b)

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신청인 영

업장소 소재국가는 CISG에 가입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영업장소 소재국가인 중국은

CISG에 가입할 때 제1조 (1)항 (b)항의 적용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CISG 제1조 (1)항 (b)항을 인용하여 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재판소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때 모두

CISG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인용하여 각자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의

사자치원칙에 따라 본 사건분쟁에 대하여 CISG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였다.

1) CISG에 근거한 계약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결을 거부

CISG 제4조는 명확하게 CISG 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기타 계약 조항의 효

력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CISG는 전체 계약 또는 계약 중의

임의 조항의 법률효력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이

와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법률을 확정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ETAC 2006년에 판결한 자동차 오토바이 분쟁사건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물품매매 계

약 제10조의 법률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계약 제10조는 전형적인

표준격식의 조항이므로 무효 조항에 해당하며, 계약 조항의 무효여부는 CISG 관할하는

14) 본 사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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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중국법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

재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 계약 조항의 무효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CISG를 적용할 수 없고, CISG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국제사법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중국의 국제사법규칙

에 근거하면 본 사건은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5)

6. 홍콩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CISG의 적용을 거부

CISG 제1조 제1항 (a)항의 규정에 근거하면 CISG는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분쟁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서, 주권 국가만이 CISG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중국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에 속하고 중국 대륙과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법률제도를 실행하고 있

고, 대만도 이와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지역들은 자신의 명의로 CISG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있는 당사자와 중국 국내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

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과 중재기구는 섭외사건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만약 당

사자가 CISG을 적용법률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중재재판소는 통상적으로 CISG를 적용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지사(현재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에서 처리한 홍콩과 중국 국내 기업의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2009년에 체결한 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중재재판소는 최종적

으로 <민법통칙> 제145조에서 규정한 최고밀접연관성원칙에 근거하여 중국법률을 적용하

여 분쟁을 해결하였다.16)

홍콩 당사자와 기타 국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두 가

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첫째, CISG를 적용.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고 중국은

CISG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CISG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이다. 홍콩이 중국에 복귀하고 중국정부는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 홍콩에 적용되는 국

제협약 관련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해당 통지에는 CIS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에서 중재기구가 공개한 사건에서 홍콩과 기타 국가

사이의 국제물품매매 중재사건은 매우 적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지사(현재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홍콩회사와 한국 회사 사이의 냉간 압연강

15) 물품매매계약 분쟁중재사건 판결문 2006년 7월 28일

http://cn.cietac.org/TheoryResearch/read.asp?hangye=1&ptype=15&ptitle=货物买卖&stitle=%BB%F5%CE%EF%CF

%FA%CA%DB%BA%CF%CD%AC%D5%F9%D2%E9%D6%D9%B2%C3%B0%B8%B2%C3%BE%F6%CA%E9

참조

16)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27

27번 사건: 홍콩A회사와 석가장 B회사 매매계약분쟁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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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轧钢卷板) 매매계약 분쟁사건을 공개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03년 1월에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홍콩 매수인)

은 신청인의 영업장소 소재지인중국 홍콩과 피신청인 영업장소 소재지인 한국 모두 CISG

가입국이기 때문에 CISG에 근거하여 중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

재판소는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시점에 한국은 CISG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

렸다. 신청인은 중국 법률의 최고밀접연관성원칙에 근거하여 본 사건은 중국법률을 적용

할 수 있는데, 중국은 CISG 가입국이기 때문에 본 사건은 CISG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최고밀접연관성원칙에 근거하여 본 사건은 중국 국내 법률을 적

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계약 체결 시점에 한국은 CISG 가입국이 아니었고 중국은

제1조 (1)항 (b)항의 적용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CISG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7) 상술한 판결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 요점

은 한국이 계약 체결 당시 CISG 체약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홍콩에 대하

여 CISG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저자가 생각한 바로는 홍콩 당사자와

CISG 체약국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 대하여 만약 당사자가

CISG를 분쟁해결 적용법률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중재재판소는 CISG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홍콩이 중국에 복귀하고 중국정부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 발송한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관련 통지는 CISG 제93조에서 규정한 적용 영토범위성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Ⅳ. 중국 중재기구가 CISG를 적용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

및 개선 의견

CISG를 적용하는 실무에서 보 때, 중국 중재기구는 충분히 국제협약을 존중하여, 국제

물품매매계약 당사자가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주동적으로

CISG를 적용하고 있다. 매매계약에서 중국법 또는 INCOTERMS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중재기구는 상기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CISG를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CISG를 적용하는 사건에서 중국 중재기구는 CISG 조항을 충분히 인용하여 중

재재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남지사(현재 화남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LED 디스플레이 매매분쟁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재신청을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CISG 제11조,

17)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62

32번 사건: 홍콩 A 국제유한회사와 한국 B회사 냉간 압연강(冷轧钢卷板) 매매계약분쟁 중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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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40조, 제46조, 제80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발송한 물품과 계약약정이 다르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발송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신청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청

인이 대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중재재

판소는 신청인의 물품교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8) DVD 매매분쟁사건에서 신청인

과 피신청인은 중국과 호주 회사이고 계약에서 분쟁해결 적용법률을 약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중재재판소는 CISG를 우선 적용하여 판시를 하였는데, 중재재판소는 CISG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45조, 제61조, 제74조를 인용하여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9) 중,

한 자동 멀티볼 머신(自动发球机)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비록 계약은 적용법률을 약정하

지 않았지만 중재기관은 중동적으로 CISG를 적용하여 CISG 제50조(가격 차감)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매수인의 가격 차감 청구를 인정하였다. 20) 중국과 싱가포르의 스티렌 개

체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당사자는 INCOTERMS를 분쟁해결 적용법률로 약정하였고, 중

재재판소는 최종적으로 INCOTERMS와 CISG를 적용하였고, CISG 제53, 54, 25, 61, 63,

64, 74, 75조를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21) CIETAC에서 중재한 사건에서 중재재판소

는 CISG 제25, 49, 74, 75조를 적용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22) 에틸렌글리콜 계약매매 분

쟁사건에서 중재기구는 CISG 제25, 63, 64, 74, 75조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23)

열전도 기름 가마 매매계약 분쟁사건에서 중재기구는 CISG 제19, 25, 30, 74조에 근거하

여 중재판정을 하였다.24) 납품지연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CISG 제45, 61, 74조에 근거하

여 판결하였다.25) 베트남 카사바(木薯干)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CISG 제14, 19, 61, 74,

76조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26)

하지만 중국 중재기구에서 CISG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18)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25

6번 사건: 터키 A 회사와 심천 B회사 LED 디스플레이 관련 매매분쟁사건

19)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45

10번 사건: 호주 A 유한회사와 중국 B전자제품유한회사 DVD 매매분쟁 중재사건

20)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23

26번 사건: 한국 A회사와 심천 B회사 자동 멀티 볼 머신(自动发球机) 매매계약 분쟁 중재사건

21) 곽소문, 유소춘, <국제물품매매 전형적인 중재사건>,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2014년 12월 출판, p170

33번 사건: 싱가포르 A화학제품회사와 중국 B화공실업회사 스티렌 개체 매매계약 분쟁사건

22) 본 사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판결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2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440

에틸렌글리콜 계약매매 분쟁사건 중재판정문(2006년 4월 11일)

2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345

열전도 기름 가마 매매계약 분쟁사건 중재판정문(2006년 4월 11일)

25)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328

납품지연 분쟁사건 중재판정문(2005년 11월 9일)

26)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재판서 편집(2003~2006)>, 법률출판사 2009년판, p107

베트남 카사바(木薯干) 매매계약 분쟁사건 중재판정문(200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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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CISG 규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결부시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CISG 관련 조항내용을 열거한 다음 직접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당사

자의 영업장소에 대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대부분 사건에서 당사자의 등록지

또는 설립지를 영업장소로 간주하고 있고, 구체적 사건 경위에 따라 해당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의 영업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중재 판결문을 보면 단지 당사

자가 체약국가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고, 실제 영업장소가

체약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중재 기구 내부에서는 명확한

재판지침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중재기구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하여 저자는 아래와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첫째, 중재기구는 판결

문의 형식을 개선하여 논리적 설명과 분석을 추가하여야 한다. 즉, CISG 관련 규정을 구

체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결부하여 분석을 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중재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기구 내부에서 CISG 적용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동일한 중재기구에

서 동일 문제에 대한 재판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중재기구에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CISG 적용지침을 발표, 중재원을 대상으로

CISG 트레이닝 제공, CISG 연구학술회의 개최, 관련 중재재판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CISG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모든 체약국가의 중재기구와 법원은 반드시 CISG의 법률

적 권위를 수호하여야 하고 CISG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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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개선방안

사소려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

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

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

려고 한다.

주제어 : CISG, 중국 중재기구, 국제물품매매, 중재사건, CIET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