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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재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

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1) 즉,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사인인 중립적 제3자에게 의뢰하

고, 다만 당사자 간에 그 제3자에 의한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

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2) 이러한 중재는 일정이나 절차 진행 등을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공개심

리를 통해 비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에서는 승인과 집행이 용이하다

는 점 등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3) 게다가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각국은 앞 다투어 자

국의 법적 환경을 중재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중재법을 통일

시켜 국제 중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1985년에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UNCITRAL 모델중재법’ 또는 ‘모델중재법’이라 한다)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법은 1986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여, 미국(상당수의 주), 호주, 뉴질

랜드, 영국, 독일,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채택 국가가 확산되었다.4) 우리나라는 1999. 12.

31. 중재법 개정을 통해 1985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였는데, 1999년 개정은 종래의 중재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대폭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5)

그 후 기술이 발달하고 국제거래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거래 실정이 상당히 바뀌게 되자

1985년 모델중재법도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6)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여 2006년에 모델중재법을 개정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에 하나는 중재판정

부의 임시적 처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7) 2006

년 모델중재법의 내용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중재법에 반영하여 국제중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8) 이에 반해, 우리나라 중재법은 1999년 개정 이래 내용 개정이 이루어지지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2012, p.3; 김세연, “중재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10, p.3.

2) 목영준,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1, p.6.

3) 김갑유, 앞의 책, p.25; 법무부, “분쟁해결의 신(新) 패러다임 중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신

속한 갈등 해소를 통해 ‘믿음의 법치’ 실현!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 2015. 10. 14, pp.1, 6.

4) 목영준, 앞의 책, p.37.

5)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 세창출판사, 2000, p.12.

6)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 제

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12, p.112.

7) 노태악, 앞의 논문, p.112.

8) 현재 Australia, Bahrain, Belgium, Bhutan, Brunei Darussalam, Hong Kong, Costa Rica, Georgia, Ireland, Li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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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9) 그 결과, 2006년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가 모델중재법을 개정한 이후 빠르게 변화

하고 있는 국제중재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이에 정부는 2015.

10. 8.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중재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을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12) 동 법률안은 2016. 5. 19.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

으로는 중재의 대상 확대(제1조 및 제3조),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 완화(제8조), 임시적 처

분 제도의 정비(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제28조),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강화(제34조의2 및 제

34조의3 신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간이화(제37조) 등이 있다.

위 개정법에 따르면,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정(제18조, 제18조의2 내

지 제18조의8)이 신설됨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

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13)

위 개정법에 따르면,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정(제18조,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8)이 신설됨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명문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아 그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 있어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14)

이는 우리 중재법의 모태가 된 1985년 모델중재법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

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국제거래법위

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델중재법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임

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집행, 손해배상책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15)

nia, Mauritius, New Zealand, Peru, Rwanda, Slovenia, British Virgin Islands, Florida (United States)에서 2006

년 개정 모델중재법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UNCITRAL,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

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접속일 2016. 4. 19, http://www.uncitral.org/u

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_status.html.

9) 법무부, 앞의 보도자료, pp.1, 10.

10) 김세연, 앞의 자료집, p.3.

1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17128호), 2015. 12.

12) 김세연, 앞의 자료집, p.3-4.

13)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4.

14)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4.

15)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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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정 중재법의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은 2006년 모델중재법상의 임시적 처분 규

정을 수용한 것으로,16)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형, 요건, 절차, 승인 집행,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1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1. 임시적 처분의 의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

자에게 일정한 사항18)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난 후 중재판정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당사자들의 상태가 변경되면 중재판정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

라서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있기 전까지 임시적 처분으로 책임재산의 보전 등을 취할 필요

가 있다.19)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20)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기능적인

면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처분의 내용, 효력의 인적 범위, 처분시

기 등에서 법원의 보전처분과 차이를 보인다.21)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의 보전

처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도라고 본다면 중재법에 별도로 임시적 처분에 관한 독자

적인 개념 규정을 두고, 임시적 처분의 유형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16)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p.16-17.

17) 김세연, 앞의 자료집, p.6.

18)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

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④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19) 노태악, 앞의 논문, p.125. 예컨대, 중재의 대상물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거나 때를 놓치면 시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어 긴급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

으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전이나 진행 중에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목영준, 앞의 책, p.182; 양병

회 정선주, 주석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2005, p.79.

20) 목영준, 앞의 책, p.182; 김갑유, 앞의 책, p.263.

2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2012, p.524.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의 관계는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바로 임시적 처분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재법에서 별도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을 임시적 처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고 본다.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p.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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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CITRAL 모델중재법상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

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in

respect of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

(interim measure of projection)을 명할 수 있다”22)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

한 규정도 없다.23)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24) 즉, 하나의 조문에 불과하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

을 무려 10개 조항(사전 명령에 관한 규정도 포함)으로 확장하여 임시적 처분의 정의, 유

형, 요건, 절차, 승인 집행, 손해배상책임까지 규정하였다.25) 그중에서도 특히 제17조 제1

항은 구법(1985년 모델중재법)에 있던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사

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6)

또한,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임시적 처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27)

즉,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형식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중재판정이 내

려지기 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5년 모델중재법에서는 판정의 형식으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판정의 형식으로 내려진 임시적 처분에 집행력이 주어지는지가 불분명하였으나,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의 형식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라는 표

현을 사용하여 그 형식을 따지지 아니하고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집행력이 주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8)

그 위에,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①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금지토록 하는 조치, ③ 중재판정의 이행에

22) 목영준, 앞의 책, p.185.

23)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2.

24) 김갑유, 앞의 책, p.279.

25)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2.

26) 노태악, 앞의 논문, p.127. 이하 2006년 모델중재법에 대한 번역은 법무부, 세계중재법규 제1권 , 2014, pp.2-39

를 참조하였다.

27) 노태악, 앞의 논문, p.127.

28) 노태악, 앞의 논문, pp.127-128.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집행은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

의H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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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④ 분쟁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

의 보전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 1985년 모

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중재판정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의 일종으로 제소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

가 논란이 되었으나,30) 2006년 모델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중재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유형의 하나

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재판정부에 의한 제소금지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31)

3.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도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

다. 즉, 구 중재법 제18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동 규정은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

와 같이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을 분쟁의 대상에

관한 것에 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계쟁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등은 내릴 수 있으나, 중재의 대상이 아닌 피신청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기

타의 처분은 내릴 수 없었다.32) 또한, 종래의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시

적 처분 권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종류의 임시

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2006년 모델중재법의 내용을 수용

하고 있다. 즉,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계쟁물로 한정하는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라는 문

구를 삭제하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

고 있다. 즉,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

게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④

29) 노태악, 앞의 논문, p.127.

30) 노태악, 앞의 논문, p.126.

31) 목영준, 앞의 책, p.185.

32) 석광현, “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변호사, 제37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1,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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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

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다양한 잠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33)

그런데 이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지가 모호하

다는 문제가 있다.34) 특히,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법문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중재 판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3호는 가압류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

분, 등기나 촉탁을 필요로 하면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까지 임시적 처분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35)

Ⅲ.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7조의A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임시적 처분의 유형 가운데 ①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

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금지토록 하는 조

치, ③ 중재판정의 이행에 필요한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제17조 제1항 제a

호, 제b호, 제c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① 임시적

처분이 거부될 경우 손해배상을 명하는 중재판정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 손해보다 크

다는 점, ②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36)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쟁의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의 보전(제

17조 제2항 제d호)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조치를 구하는 임시적 처분 신청자에게는

위 요건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

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은 1985년 모델중재법과 같이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임시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였다. 이러한 문

제점을 고려하여 개정 중재법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모

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37) 즉, 개정 중

33)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19.

34) 강태훈, “중재법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문”, 중재제도 선진화 및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법 및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자료집 , 2015. 10, p.59.

35) 강태훈, 앞의 자료집, p.59-60

36) 다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가 추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A 제1항 제b호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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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 제18조의2 제1항은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②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임시적 처분

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임시적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

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과 ②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38) 한편,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동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을 구하는 임시적 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위의 두

요건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위 요

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서는 임시적 처분의 요건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제4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Ⅳ. 부당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부당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G는 중재판정부가 추후에 해당 임시

적 처분을 같은 상황이라면 내려지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적 처

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 그러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제반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1문),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문).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인정

하고 그 범위도 확장됨에 따라 부당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성

이 증대된다.3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중재법 제18조의6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임시

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

인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하도록

37) 김세연, 앞의 자료집, p.6.

38)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개정 중재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제2문).

39)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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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중재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한다. 즉, 대법원

도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

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40)고 판시했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

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재로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이 해석하면 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41)

그러나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부당한 임시적 처

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배상까지 중재합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사적자치를 기반으

로 하는 중재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42) 또한, 중재합의에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 및 손해배상까지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당

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43) 물론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도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배상까지는 중재로 해결하

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44) 따라서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4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중재의 사적

자치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4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41)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p.24-25(그러나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 규정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42)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

회, 2015. 12, p.24.

43)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24.

44) 강태훈, 앞의 자료집, pp.61-62;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

원회, 2015. 12, p.24.

45)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

회, 2015. 12, p.24.



仲裁硏究 第26卷 第2號124

V.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1. 임시적 처분의 승인 집행 가능성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수명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을 자발적으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중재판정부에 부

정적인 인상을 주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46)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시

적 처분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이를 중재판정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47)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8) 2006년 모델중재법 17조의H 제1항 전단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한다. 중재판정

부의 임시적 처분이 반드시 ‘중재판정’의 형태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

정’ 등 다른 형태의 임시적 처분에서도 집행력이 인정된다. 또한, 동 규정의 후단은 중재

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관한 규정(동

법 제17조의I)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어떤 국가에서 내려졌느냐에 관계없이 관

할법원에 신청하면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 즉, 중재지와 집행의 장소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50) 제17조의H 제2항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거나 이를 허락 받은 당사자는 그 처분의 종료, 정지 또는

수정 사항을 즉시 관할 법원에 고지하도록 하여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담보의 제공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또는 제3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46) 목영준, 앞의 책, p.188; 김갑유, 앞의 책, p.274; 장문철 정선주 강병근 서정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 , 세창출판사, 1999, p.373.

47) 노태악, 앞의 논문, p.131.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

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우회적인 절차로 인해 중재절

차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다.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

고서, 2012. 11. 30, p.36.

48) 1985년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장문철 정선주 강병근 서정일, 앞의 책, p.372.

49) 노태악, 앞의 논문, p.127.

50) 노태악, 앞의 논문,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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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도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 권한을 명문으로 인정하

고 있었다(구 중재법 제18조). 그러나 그 처분에 대한 집행 가능성은 보장하고 있지 않았

다. 중재판정부는 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집행이 가능해야 한

다. 그런데 구 중재법 제18조는 중재판정부가 ‘결정’으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51) 제37조는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을 ‘중재판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 두 규정

을 종합해보면, 법원의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정작 중재판정부는 임

시적 처분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

은 종래의 중재법 하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52) 집행력의 부재는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된다.53)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판단

형식을 ‘결정’이 아닌 ‘판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54) 구 중재법 제18조

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결정으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중재법에서는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가 ‘결

정’ 이외의 다른 형식, 즉 ‘판정’의 형식으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

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집행의 문제가 일응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55) 중재판정부의 임시

적 처분이 ‘판정’으로 내려지더라도 중재법상 집행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

문이 남는다.56) 특히,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확정된 판단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임시적 처분이 최종적이며 확정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적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57)

둘째, 임시적 처분의 판단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중재법에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집행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도 두고 있지 않은 종래의 중재법과 달리, 개정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

원을 통해 승인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58) 즉, ①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1항

51) 우리나라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을 본안의 문제가 아닌 절차적 문제로 보아,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판

정이 아닌 결정으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영준, 앞의 책, p.186.

52) 김갑유, 앞의 책, p.274.

53)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37.

54)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37.

55)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37.

56) 김갑유, 앞의 책, p.274.

57) 김갑유, 앞의 책, pp.274-275;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p.237-238.

58) 김세연, 앞의 자료집,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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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

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②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2항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

야 한다”고 규정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과 같이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③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

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

시적 처분 신청인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④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

4항은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 중재법에 대해서는 우선 제2항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59) 또한, 제3항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

다. 즉,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지칭하는지, 그러한 경

우에 제3자는 담보 제공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자는 제공된 담보에 대

해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60)

2. 임시적 처분의 승인 집행 거부사유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 집행 규정을 신설하면서 임

시적 처분의 승인 집행 거부사유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즉,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I

제1항에 의하면,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①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사항61)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법원이 i) 임시적 처분의 실질적

59)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60)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61)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사실 또는 그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에 의하

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② 중재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

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어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의 내용에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

거나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을 다루었거나 또는 중재부탁합의의 범위를 유월한 사항에 관한 결정

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다만, 중재에 부탁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으로

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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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당해 법원에 부여된 권한 또는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절차에 맞게 임시적 처분의 형식을 조정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다

는 점 또는 ii) 분쟁의 본안이 해당국의 법령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중재

판정이 해당국의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사실(동법 제36조 제1항 제b호 제1목 또는 제2목)이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개정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과 같이 임시적 처분의 승인 집행에 대

한 거부사유를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62) 즉, 개정 중재

법 제18조의8 제1항 제1호는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① 임

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일정한 사항63)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②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임시적 처

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2호는 법원에 의한 직권 거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법원에 임

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64) 또는 ②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

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

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I 제1항 제a호 제3목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①

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

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다만, 그 합의는 당사자에

의해 배제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본 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⑤ 중

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결정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⑥ 임시적 처분이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되었거나, 중재지 법원 또는 임시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 I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a호 제1목 내지 제4목).

62) 김세연, 앞의 자료집, p.6;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24.

63)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

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개정 중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동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또는 ②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

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또는 ③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동법 제18조의8 제1항)

64)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

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중재법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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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 또는 ② ‘중재지 법원 또는

임시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개정 중재법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에서

‘중재지 법원 또는 임시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 부분

을 제외하고 수용하고 있다.65) 이는 법원의 집행 거부 사유를 2006년 모델중재법보다 좁

게 인정하는 것인데,66) 이처럼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

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승인과 집행

을 허용할 경우 근거 법률의 이념이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

시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도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

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Ⅵ. 중재판정부의 사전 명령 인정 문제

사전 명령(preliminary orders)은 임시적 처분의 집행 불능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

한 통지 없이 하는 중재판정부의 잠정적 처분을 의미한다.67) 중재판정 전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으로 내리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임시적 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68)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임시적 처분과는 구별된다.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사전 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69) 원칙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안

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동법 제18조).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진술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급성이나

밀행성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결국 임시적

처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2006년 모델중재법에서는 필수적 심문을

65)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3.

66) 다만, 이에 대하여 2006년 모델중재법은 제17조의I에 명시된 조건은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집행 거부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

우 이는 동 모델 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조화의 수준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67) 노태악, 앞의 논문, p.130.

68) 노태악, 앞의 논문, p.130.

69) 김갑유, 앞의 책, p.280.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에 사전 명령과 같은 유

형의 임시적 처분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43차 본회의에서 삭제되어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다.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 제

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3, p.158(각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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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전 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70)

우선,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B는 사전 명령의 신청 및 허용 조건을 규정하고 있

다. 즉,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임시적 처분의 신청과 함께, 당사자가 그러한 임시적 처분을 훼손시키지 못하

도록 하는 사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임시적 처분 신청의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면 그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

는 사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임시적 처분이 거부된다면

손해배상을 명하는 중재판정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

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을 손해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가 사전 명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임시적 처분의 허용 조

건71)은 사전 명령에도 적용된다고 한다(제3항).

사전 명령은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

C는 사전 명령의 절차 및 효력을 엄격히 제한하여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이 과도하게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즉, 일방 당사자가 사전 명령을 신청하면, 중재판정부는 사전

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제1항), 사전

명령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제2항). 이때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판정부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사전 명령은 중재판정부가 명령을 내

린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나, 사전 명령의 상대방 당사자가 통지를 수

령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은 뒤에는 중재판정부가 사전 명령을 인용하

거나 수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제4항). 그리고 사전 명령은 당사자들 간에

구속력은 있으나 법원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제5항).

2006년 모델중재법이 사전 명령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구 중재법뿐만 아니라 개정 중재법에서도 사전 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06

년 모델중재법 제18조에서와 같이, 우리 중재법 제19조는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문을 보면 ‘중재판정을 위한 절차’가 아닌 ‘중재절

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임시적 절차에

70)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32.

2006년 모델중재법의 사전명령제도는 영미법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대륙법과는 달리

법원의 보전처분에서도 밀행성이 보장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심문 없이 보전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

으로 금지된다. 영미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 상대방에 대한

심문 없이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명령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특별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심문 없이 신속하게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31.

71) 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의A.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III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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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심문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전 명령의 도입에 찬성하

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보장이 임시적 처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필수적 심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 처분을 허용하는 사전 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2)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

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전처분은 별도

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점73)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중재법에 사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Ⅶ. 결 론 :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상으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

래의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중재판정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내리도록 하여 법원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74) 이번

개정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임시적 처분의 개념을 정의

하고, 그에 대한 집행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75)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규정을 운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결정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임시적 처분의 방

식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임시적 처분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므

로 법문에 임시적 처분의 방식을 규정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모델중재법에서와 같이 ‘중재판정의 형식 또는 기타의 방식으

로’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제2항은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임

시적 처분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시적 처분의 유형을 지나치게 추

상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중재판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예

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76) 특히,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72)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p.232-233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사전명령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 글의 전체

적인 논지는 사전명령제도의 명시적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73)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6, p.233(사

전명령제도의 명시적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74)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2. 11. 30, p.4.

75) 김세연, 앞의 자료집, p.6.

76) 강태훈, 앞의 자료집,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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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법문에는 ‘어느 한쪽 당사

자에게’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중재 판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등기

나 촉탁을 필요로 하면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제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

는 처분까지 임시적 처분에 포함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77) 실제 입법 의도에 맞게 이

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개정 중재법 제18조의6은 임시적 처분의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재합의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와는 반

대로 비용이나 손해배상까지는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78)

따라서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부당한 임시적 처분

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배상까지 중재합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중재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79) 따라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 중재법 제18조의7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임시적 처분 신청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재판정 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참작

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3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논란이 예상되므로80)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담보

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때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제3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제3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81)

넷째, 2006년 모델중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에는 수용되

지 않은 사전 명령 제도가 있다. 이에 관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사전 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생소하며 집행력도 인

77) 강태훈, 앞의 자료집, p.59-60

78)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24; 강태훈,

앞의 자료집, pp.61-62.

79)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2, p.24;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80)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81) 강태훈, 앞의 자료집,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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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는 사전 명령 제도를 섣불리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절차와 혼

선만 초래하여 예기치 못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82)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전 명령 제

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중재제도의 효율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3) 따라서

이번 개정 중재법이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도 동법 제17조의B 및 C의 사전 명

령 제도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임시적 처분의 집행 등 중재관련사건을 처리하는 관할법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관련사건을 담당하는 중재전담법관을 지정하거나 중재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곳에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향후 과제로 고려해볼 수 있다.84) 법원은 중재제도에 대한 다양

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중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중재절차의 효율성 및 중재판정의 공정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85) 또

한, 중재 관련 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86)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원에 중재전담법관 또는 중재전담재판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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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mmendations for Revising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regarding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to Promote Commercial

Arbitration in South Korea

Jun-Sun Park

Arbitration is a consensual process in which a dispute is resolved by an impartial arbitrator

outside the courts. Arbitration is flexible, neutral, time- and cost-efficient, and confidential. In

1985,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enac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help countries reform and

modernize their arbitration laws. In 1999, South Korea adopted the model law. Later in 2006,

UNCITRAL amended the model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mended model

law includes, among other thing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 2016, in

order to adopt the newly amended version of the model law, South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The revised act includes a more comprehensive legal regime regarding

interim measures, including definitions, types, processes, requirements, the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its legislative intent, presents the problems,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the problems.

Key Words : Arbitration, Arbitral Tribunal, Interim Measures, UNCITRAL, Arbitration Act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