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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제도는 당사자와 중재인간에 형성되는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1) 중재인이 편파적이라거나 비독립적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입증하여 기피

권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기피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후보자 또는

중재인이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 이처럼 중재

인이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이해관계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중재인의 고지의무’라 하며, 각국의 중재입법례는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그 위반여부에 따라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적격성 박탈의 원인이

되는데,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실무상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지의무 대상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식여부를 어떻게 판

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재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만을 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인식이 없더라도 고지의무의 범위로 다루어지는 것인지 해석상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중재인이 특정 이해관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불고

지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2월 일본에서는 중요한 최고재판소 판결 하나가

제시된 바 있다. 바로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平成28年(許)

第43号)으로,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일본상사중재협회’(日本商事仲裁協会,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JCAA’라 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

기된 사례이다. 본 결정은 일본 중재실무상 최고재판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중재인의 고

지의무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고지의무위반을 위한 판

단기준으로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조사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

을 받은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소개하고 그 법

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법해석상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국내에는 아직 본 사안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 문제3),

중재인의 기피사유와 기피절차4) 또는 중재인 고지의무와 중재판정 취소여부5) 등에 관한

1)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Ⅱ: International Arbitral Procedures,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p.1991.

2) 목영준,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1, p.139.

3)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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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본 중재법상의 중재인 고지의무에 관한 논쟁과 판례의 경

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경위를 개관해 보고(Ⅱ), 일

본 중재법상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학설의 동향을 살펴본다. 이로써 본 결정의 법

리를 분석하여 그 취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Ⅲ). 마지막으로 중재인 고지의무에 대한 우

리나라 중재법상의 이론과 판례의 입장들을 비교해 보고, 본 사안에서 제시된 해석론이

우리 중재제도상 어떠한 논의와 실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Ⅳ).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본 사안의 원고인 X1과 X2(중재피신청인)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점을 둔 유한책임회사

(LLC)로서, 패키지 터미널 에어컨(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 등과 같은 공기조절기

기의 수입․유통․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

공동피고 Y1(중재신청인)은 일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로서, 전기․통신․전자 및 조명

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고 있다. Y1은 2009년 9월 30일, 일본 법인

인 주식회사 Z1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11년 4월 1일부터는 ‘Z그룹’을 구성하는 Z1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공동피고 Y2 역시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로서, Z그룹의 계

열사 중 하나였다.6)

2002년 10월 28일, X1은 일본 법인인 A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인 B주식회사에 공

기조절기기 판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건 매

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이하 ‘본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신군재, “한·중·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183-213; 이명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pp.403-424;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33-55.

5) 신군재, “한·미간 중재인 문제로 인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 제36권 제5호, 한국무역

학회, 2011, pp.1-22; 신승남, “미국법 상의 중재인의 고지 의무 - 판례법상 명백한 편파성을 중심으로”, 중

재연구 , 제2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6, pp.45-66; 신한동,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한국 대법

원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3-20.

6) 본건 Y1은 일본의 ‘산요전기주식회사’(三洋電機株式会社)로서, 2009년 본건 Z1인 주식회사 파나소닉(パナソ

ニック株式会社)에 인수․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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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매매계약상 중재조항의 주요 내용]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① 중재지는 일본 오사카로 한다.

② 중재절차는 JCAA 상사중재규칙에 의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④ 중재언어는 영어로 한다.

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본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후, A사는 2004년 4월 1일, Y1에게 본건 매매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였고,

Y2는 2009년 1월 1일 B사를 흡수․합병하고, B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Y1이 판매하고 있던 공기조절기기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의 미국 내 발효에 따라 2010년 1월 1

일부터 미국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에 2006년 3월 29일, X2와 Y1은 몬트리올 의정

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공기조절기기의 개발협력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X들의 사업대표자인 C 소유의 D 주식회사도 Y1과 동일한 내용의 개발협력각서를 작성

하였다. 각서의 이행조건에 따르면, X2와 D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미화 25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Y1은 2009년 Z1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공기조절기기 판매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에 대한 사항을 X1과 X2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사업철수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0년 10월 28일 Y1․Y2

는 X1에 대해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통보하였다.

2011년 6월 16일, Y1․Y2는 JCAA에 X1․X2의 본건 매매계약 및 상기 개발협력각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Y1․Y2의 중재신청에 대해, X1․X2는 답변서 제출과

함께 Y1․Y2의 본건 매매계약의 해제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였다.

2. 중재판정

사안의 중재절차에는 본건 매매계약상의 중재합의에 근거해 JCAA 상사중재규칙7)이 적

용되었다.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도록 합의되었는데, 2011년 9월 20일까

지 다음과 같은 중재인 선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우선 X1․X2는 P를 제1중재인으로8), Y1․Y2는 Q를 제2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7) 본 사안의 중재절차에 적용된 JCAA 상사중재규칙은 2014년 개정전의 중재규칙이다. JCAA 상사중재규칙은

2014년 2월 1일 개정 이후, 2015년 12월 10일에 최종 개정된 바 있다.

8) 중재인 P는 X1․X2가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니고, JCAA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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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으로 선정된 P와 Q는, E 국제법무법인의 싱가포르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 R을 제

3중재인(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R은 2011년 9월 2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

명서(表明書, 이하 ‘본건 표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JCAA에 제출하였다.

[본건 표명서]

E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본건 중재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향

후 고객의 이익이 본건 중재사건 당사자 및 (또는) 그 관련회사와 이해상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해당 고객에 조언하거나 그를 대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

법인 소속 변호사는 향후 본건 중재사건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본건 중

재사건의 당사자 및 그 관련회사에 조언하거나 그들을 대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E법인의 샌프란시스코 지사에는 변호사 S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S는 미국에서 독

점금지관련의 소송계류 중에 있는 Y1과 Z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Z29)의 소송대리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건 표명서에는 이러한 S의 소송대리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바로 X1․X2가 본 사안에서 주장하는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R이 본건 중재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정된 시점에서 S는 E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2013년 2월 20일 이후에야 E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소

속변호사로서 합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재인 P, Q, R(의장중재인)로 구성된 본건 중재판정부는 2014년 8월 11일, Y1․Y2의

신청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본건 매매계약 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X1․X2의 반대

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본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이러한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R

은 X1․X2에게 S가 Z2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10) 이에

X1․X2는 2014년 11월 13일,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제1심 결정

본 사안의 제1심(오사카 지방법원) 결정11)은 중재인 R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S와는 전

혀 다른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고, 본건 당사자들이 관계된 소송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

9) Z2는 Y1과 마찬가지로 Z1의 완전자회사 중 하나이다.

10) Y1․Y2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11) 大阪地裁 平成27年 (2015年) 3月17日 決定, 平成26(仲)第3号, 金融 商事判例 1471号 52頁 (経済法令研究会,

2015. 8). 제1심 결정에 대한 평석으로는 髙橋一章, “仲裁人の開示義務違反に関し,仲裁判断の取消しを認めな

かった事例 (大阪地裁平成27․3․17決定”, ジュリスト , 1513号 (有斐閣, 2017), pp.134-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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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중재인의 기피사유 내지는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에

서 제1심은 X들의 중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구체적인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R이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후, 본건 표명서를 제출한 2011년 9월 20일 시점까

지, S는 E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S는 적어도 2013년 2월 20일 이후가 되어서야

E법인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R은 S변호사에 대한 사실을 표명서

에 담을 수 없었다.”

둘째, “S변호사가 (R과 같은) E법인 소속변호사로서 본건 당사자들과 관계된 회사의 소

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중재인 R에 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실로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및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제4항의 중재인 기피사

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R이 중재인에 선임된 후에 비로소 S는 E법인 소속변호사로

서 해당 소송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중재인 R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

심이 간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피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R이 제출한 표명서에 대해, X1과 X2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고, R

과 Y1․Y2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R이 S변호사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중재인의 고지

의무 절차위반(일본 중재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

넷째, “R의 고지의무위반이 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소정에 해당한다 하더라

도 이를 이유로 본건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X들은 R의 고지의무위반

이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사유(공서양속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의 고지의무위반에 의해, 본건 중재판정의 내용이 일본의 공서양속을 직접적으로 위반하

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제2심 결정

항고심(오사카 고등법원)12)에서는, 제1심과는 달리, R이 S변호사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

지 않은 것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일본 중재법

12) 大阪高裁 平成28年 (2016年) 6月28日 決定, 平成27(ラ)第547号, 金融 商事判例 1498号 52頁 (経済法令研究会,

2016. 9). 제2심 결정에 관한 평석으로는 猪股孝史, “仲裁人の開示義務違反を理由に仲裁判断を取り消した事例

(大阪高裁平成28․6․28決定)”, 新․判例解説Watch , 速報判例解説 Vol. 20 (2017年4月号), (日本評論社, 2017),

pp.185-188; 唐津恵一, “仲裁人に関する利益相反事由の開示義務違反と仲裁判断の取消し(大阪高裁平成28․6․28

決定)”, ジュリスト , 1516号 (有斐閣, 2018), pp.98-101; 寺澤幸裕, “仲裁判断の取消”, ジュリスト , 1503号

(有斐閣, 2017), pp.67-70; 中村達也, “国際仲裁判断を取り消した平成28年6月28日大阪高裁決定について”, 国際

商事法務 , 44巻 11号, (国際商事法研究所, 2016), pp.1621-1630 [이하 中村達也, ‘前揭論文①’로 인용]; 森下哲

朗, “日本商事仲裁協会の仲裁判断に対する取消申立てと開示義務違反(大阪高決平成28․6․28)”, 平成28年度重要

判例解説(ジュリスト臨時増刊) , 1505号 (有斐閣, 2017), pp.315-316 참조.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223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므로, 이는 중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써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2심은 X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요한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R은 S변호사가 E법인에 이직한 이후에도 S가 본건 Y1과 관련된 회사의 소송대

리인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JCAA나 본건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S는, Y1과 Z

그룹의 계열사로서 완전형제회사나 다름없는 Z2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사실로 R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

실에 해당한다. 또한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기피할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고지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재법상의

기피사유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R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S변호사에 관한 사실을 고지했었어야 했다.”

둘째, “중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R은 중재인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

는 사실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의 전부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

다. 이는 중재인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R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R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인

의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X1과 X2의 입장에서 보면,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 사유는 R을 기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되며, 그 내용만으로도 기피사유에 해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R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X들은 R을 기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중

재판정의 결과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다. R은 중재인으로서 이해관계 사실을 고지하기 위

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R이 소속된 E법무법인과 본건 중재

사건과의 이해상충 확인조사는 특단의 지장이 없어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되는 바, R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고지했었어야 했다.”

넷째, “R이 중재인으로 선정된 후 제출한 표명서는 당사자들의 중재인 기피사유에 관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므로, R은 해당 사실의 대상과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안되고 현

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표명서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표현 등이 사용되었고, 이는 추상적

이며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이해상충의 사실을 ‘이미 고지하였다’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R은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섯째,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중재인의 공정성 나아가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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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본건 고지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중재판정부의 구

성 또는 중재절차의 일본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구성한다.”

여섯째, “본건 고지의무위반은 중재절차상의 경미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로서, 본건 중재판정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Y1과 Y2는 본건 신

청에서 재량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건 중재판정의 확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량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

소사유 및 동조 제6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최고재판소 결정

제2심 결정과는 달리, 최고재판소13)는 X1․X2의 중재판정취소 청구를 배척하여 원결정

을 파기하고 심리를 다시 오사카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최고재판소는 R의 표명서가 이

해상충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표명에 불과하다는 원결정의 취지는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구체적

인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인은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해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사실 전부를 지체 없이 고지할 의무가 있다(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중재법상

중재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한 취지로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의심할만한 이

유에 해당하는 사실(중재인 기피사유)보다 넓은 범위의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중재인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사실을 중재

인이 ‘이미 고지’하였다면 이를 다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만약 중재인이 당

사자에게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언급

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는 ‘이미 고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고지는 중재인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고지의무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재인이 당사자에게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 표명만을 고지한 것일뿐이라면 이는 ‘이미 고지한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R이 제출한 표명서에는 S변호사와 E법무법

13) 最高裁第三小法廷 平成29年 (2017年) 12月12日 決定, 平成28年(許)第43号, 金融 商事判例 1533号34頁 (経済

法令研究会, 2018. 2). 최고재판소 결정의 평석으로는 岡田紀彦, “仲裁人が，当事者に対して仲裁法18条4項に

いう 自己の公正性又は独立性に疑い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 事実を開示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同項所定

の開示義務に違反したというための要件 — 最三小決平成29․12․12”, ジュリスト , 1517号 (有斐閣, 2018),

pp.96-101; 浜辺陽一郎, “仲裁は一回でも、それを争う裁判がフルコースとは․․․。”, WLJ判例コラム , 126

号, (Westlaw Japan, 2018), pp.1-9; 木本泰介ほか, “仲裁人の潜在的な利益相反に係る事実の開示義務”, Legal

Wire , Vol. 44,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2018), pp.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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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를 ‘이미 고지한 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중재인은 중재법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실 전부를 중재당사자에게 고지해

야 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재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나, 중재인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중재인의 인식범위에 한정시킬 수는 없으므로, 중재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재법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통상적으

로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셋째, “일본 중재법은 단지 ‘이미 고지한 사실’만을 고지대상의 사실에서 제외하고, 그

고지시기에 관해서도 ‘중재절차의 진행 중’이라는 문구 이외에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중

재인은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① 중재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했는지, ② 인식

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이, 중재인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하고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결정까지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본건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재인 R이 S

변호사와 E법무법인간의 이해상충 사실을 인식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또

한 E법무법인에서 이러한 사실이 인식되고 있었는지 아닌지 나아가 E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간의 이해상충관계의 유무를 확인할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본건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R이 합리적인 범위로 이를 조사하여

그것이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안의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선결하지 않은 채, R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판시한 원결정의 취지는 법리오류의 문제가 있다.”

Ⅲ. 일본 중재법상 중재인의 고지의무

1. 본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미국법인 X1․X2와 일본법인 Y1․싱가포르법인 Y2간의 JCAA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여부가 다툼이 된 사례이다. 중재판정은 3인 중재에 의한 합의판정으로 이루어

졌는데, X들은 의장중재인(제3중재인)이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자신의 공정

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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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부정하고 중재판정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

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중재판정의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는 다시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부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이

처럼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고지의 범위, 방법 및 고지사실에 관한 중

재인의 인식 여부 등이 각 심급에서 치열하게 대립되었다. 최고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논란

이 된 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14)

첫째,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관한 사실인데, 법문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사안에서 중재

인은, 중재인에 선정된 직후, JCAA를 비롯한 각 당사자에게 ‘표명서’를 제출하여 이해상충

여부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중재절차 개시 후, 중재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소

속변호사 S가 본 사안의 당사자와 관계된 별개의 소송대리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문제는 중재인이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관한 이해상충의 사

실 여부가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사실에 해당되는지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둘째,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고지시기와 방법이다. 본 사안에서 Y들은 중재인의

‘표명서’에 의해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변호사와 관련된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고지시기의 적정성 또는 추후 고지의 필요성 여부 등이 문제가 되

었다. 또한 중재인이 작성․제출한 표명서상의 고지방식도 논란이 되었는데, 각급 법원 모

두 중재인의 고지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고지의무의 대상 사실에 관한 중재인의 인식여부이다. 이는 본 사안에서 가장 논

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최고재판소는 고지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

식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사실이, 중재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지 아닌

지 여부이다. 즉, 인식한 사실이 고지대상이 되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만약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식하지 못한 사

실 자체가 고지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인이 이를 인식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해석상 모호하다라는 점이다. 사안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행

동으로서 중재인의 조사의무가 거론되고 있는데, 조사의 범위나 내용, 방식 등의 문제가

구체적인 법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 일본법상의 논의와 관련 판례의 동향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본 사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4) 岡田紀彦, 前掲評釈(주13),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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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의무의 취지

중재판정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중

립성 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들은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하

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중재인 기피제도를 마련하고,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둠

으로써 당사자 기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재인에 대한 기피의 당부는 오로지 당사자가 판단할

몫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당사자가 그러한 기피사유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인데,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바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의 기피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점에서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기피사유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당사

자들에게 제공하여 중재인 기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실현을 적정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15)

일본 중재법 역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중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

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기피사유에 대한 중재

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일본 중재법 제18조 제3항․제4항).

일본 중재법 제18조 (기피의 원인 등)

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중재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중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당 중재인의 선임에 대해 추천 기타 이와 비슷한 관여를 한 당

사자는, 해당 선임 후 알게 된 사유를 기피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재인을 기피

할 수 있다.

③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아 그 교섭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의뢰를 한 자에 대해, 자신

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고지한 것은 제외)의 전부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본래 2003년 일본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 일본 구민사소송법(旧民事訴訟法)상의 중재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해석론에 의해 그 존

재가 인정될 뿐이었다.16)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UNCITRAL 모델중재법’이라

15) 森勇, “仲裁人の忌避․解任等”, 注釈と論点 - 仲裁法 (小島武司․高桑昭 (編)), 青林書院, 2007, p.112 (이하

‘注釈仲裁法’으로 인용).

16) 小島武司, 仲裁法 (現代法律学全集) , 青林書院, 2000, p.191; 貝瀬幸雄, “仲裁契約の効力の範囲”, 現代仲裁

法の論点 (松浦馨․青山善充 (編)), 有斐閣, 199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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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입장을 반영하여 실무관행상 중재인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재법

상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17)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도 일본 중재법 제18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중재인의 공정․독립)

①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해야 한다.

②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아 그 교섭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의뢰를 한 자에 대해, 자신

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서면(이하 ‘공정독립표명서’(公正独立表明書)라 한다)으로, 지체 없이

당사자 및 협회에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 서면으로 지체 없이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

한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고지한 것은 제외)의 전부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중재인협회(日本仲裁人協会)에서 2008년 제정한 ‘중재인 윤리규정’(仲裁人倫理

規程)에서도 중재인 행동기준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18)

일본중재인협회 중재인윤리규정 제8조 (이해관계 고지)

(1) 중재인(중재인 후보자도 포함. 이하 동일)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상황 및 사실(이하 ‘이해 관계’라 함)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른 중재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다른 중재인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해관계의 경우에도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이해관계를 고지해야 한다.

(3) 중재인은 중재인 선임 후 새롭게 알게 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해당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일본 중재법을 비롯한 각 실무 제도상에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명시된 것은 이를 통해

공정하며 중립적인 중재판정을 담보하기 위함에 있다. 이점에서 고지의무는 당사자 보호

를 위한 기본 제도라 볼 수 있겠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지 해석

상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19)도 있으나, 중재에 대한 신뢰보호와 중재인 기피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를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20)가 유력하다.

17)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 日本評論社, 2014, p.216.

18) <http://arbitrators.jp/wp-content/uploads/2015/02/code_of_ethics.pdf> (최종접속일 2018. 3. 20).

19) 三木浩一․山本和彦 (編), 新仲裁法の理論と実務 (ジュリスト増刊), 有斐閣, 2006, p.164 (三木浩一견해).

20) 日下部真治, “忌避および利害関係情報開示に関する諸問題”, 仲裁․ADRフォーラム , Vol. 1, (日本仲裁人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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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의무의 범위

(1) 고지의무의 주체

고지의무의 부담 주체는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이후에도 기피사유와 관련된 정보변화 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

는 중재인후보자와 중재인을 구분하여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중재법도 이와 같

은 예를 따른다.

우선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은 자는 취임을 의뢰한 자에게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

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여야 한다(일본 중재법 제18조 제3

항).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은 자, 즉 ‘중재인 후보자’는 중재인 선정을 의뢰한 자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고지의 상대방은 ‘중재인 취임을 의뢰한 자’로 한정된다. 이는

기피사유 또는 이해상충 사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중재인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재합의에 의해 미리 중재인 후보로 정해진 경우나, 분쟁발생

후 중재인 후보자로 지정된 경우의 구분 없이 동일한 고지의무가 부과된다.21) 다만 중재

인 취임의 의뢰는 받았으나, 중재인이 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22)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어디까지나 중재인으로 선정되고자 하

는 의사표시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그러한 의사가 없는 자에게까지 고지의무를 요구

하는 것은 일반 사법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재인은 중재 절차의 진행 중이라도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고지한 사실은 제외)의 전부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이는 이미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으로써, 고지의 상대방은 중재합의를 이룬 당사자 쌍방이다.23) 고지사실은 중재인으로 선

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해상충 사실이 그 대상이 되므로,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전에 특정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이미 고지한 사실로서 다시 고지할 필요가 없다. 본 사안에서는 ‘이

미 고지한 사실’의 방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미 고지하였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특정되었는지, 얼마나 사실적이며 현실적인지 등이 다투어졌다.

(2) 고지의무의 대상

일본 중재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会, 2007), p.59;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17; 豊田博昭, “仲裁法の論点(5) — 仲裁人の忌避(下)”,

JCAジャーナル , 53巻 10号, (日本商事仲裁協会, 2006), p.11;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 第2版, 日

本評論社, 2015, p.335.

21) 近藤昌昭ほか(編), 仲裁法コンメンタール , 商事法務, 2004, p.79 [이하 ‘仲裁法コンメンタール’로 인용].

22)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17.

23) 仲裁法コンメンタール, 前揭書(주21),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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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이다. 일본 중재법상 기피사유가 ‘…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일본 중재법 제18조 제1항)임에 비해, 고지대상은 ‘… 의심을 살만

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이므로, 기피사유보다 고지대상 사실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24) 즉,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특정 사실로부터 기피사유가 될 수 있

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25)

그러나 문제는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가 넓은 만큼 명확하게 이를 추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고지사실의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고지사

실의 범위가 포괄적인 이상, 중재인 선정 자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중재인이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이나 사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 중재인 선정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피권

행사가 남용되어 중재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26)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제척원인을 두지 않은 중재의 특성상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보

호하고 그 기피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를 현 중재법상의 포괄적인 형태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

다.27)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신뢰에 의해 자율적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판정에 굴복한

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당한 신뢰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을 기

대할 수 없다. 중재인 선정의 애로점이나 기피권 행사의 남용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

차적인 문제일 뿐이고, 중재를 통한 구속력의 확보는 당사자와 중재인간의 신뢰에서 비롯

되므로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 발생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 전부이다(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따라서 ‘이미 고지한 사실’은 고지대상에

서 제외된다. 본 사안에서도 이점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문상 중재인 선정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만 기피사유 사실을 고지한 경우, 이를 ‘이미 고지한 사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28) 중재인 선정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피사유가 될

만한 사실이 그에게만 고지되었다면, 타방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은 당연히 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미 고지한 사실’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29)

24) 山本和彦․山田文, 前揭書(주20), p.335.

25)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18.

26) 出井直樹ほか, “座談会：新仲裁法について (上)”, JCAジャーナル , 50巻 10号, (日本商事仲裁協会, 2003),

p.34 (出井直樹 의견).

27)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19; 豊田博昭, 前揭論文(주20), p.10; 三木浩一․山本和彦, 前揭書(주

19), p.161; 山本和彦․山田文, 前揭書(주20), p.336.

28) 예컨대, 3인 중재에서 각 당사자들이 각 1인씩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29) 豊田博昭, 前揭論文(주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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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의무

본 사안에서는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고지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

식여부가 가장 큰 논점이 되었다. 먼저 중재인이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전부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이론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중재인이 중재법 제18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이다. 이 경우, 인식의 결여를 이유로 의무의반이 그 자체로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조사행위와 같은 특별한 행위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최고재판소는 이 경우 중재인의 조사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사의무의 성격이나 방식 또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무가 중재인의 고지의무에서 비롯된 하나의 파생의무인지 아니면 고지의무와는 별

도로 독립된 의무인지 분명치 않다.30) 이는 그 성격에 따라 조사의무의 범위와 방식을 결

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의 일본 판례법상 중재인의 조사의무를 언급한 사

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데, 학설상으로는 대체로 중재인이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의 조사의무를 부

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31)이며,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조

사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학설이 갈린다.

다수설32)에 따르면, 중재인이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면 족하다고 한다. 다수설은 ①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가 중재인이 인식한 사실만을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② 그렇다고

중재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

가능하고, ③ 국제변호사협회의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지

침’(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이해관

계 지침’) (2014년 개정판)에서도 실무적인 관행으로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에 중재인이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중재인 취임의

뢰를 받은 시점 또는 특별히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는 소수설33)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중재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

30) 三木浩一․山本和彦, 前揭書(주19), p.164.

31)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20; 豊田博昭, 前揭論文(주20), p.10; 三木浩一․山本和彦, 前揭書(주

19), p.164; 中村達也, 仲裁法の論点 , 成文堂, 2017, p.396.

32) 高杉直, “国際商事仲裁における仲裁人の開示義務違反と仲裁判断の取消”, 市民生活と現代法理論 (三谷忠之先

生古稀祝賀), 成文堂, 2017, p.261; 三木浩一․山本和彦, 前揭書(주19), p.164; 中村達也, 前揭書(주31), p.396.

33) 日下部真治, 前揭論文(주20),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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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한다는 것 역시 추상적이며, 중재인 취임 이후에도 계속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중재절차 수행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중재인이 고지대상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

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고, 부지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34) 이러한 점에서 보면, 조사의무는 고지의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

로 보기 보다는 고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해석론상 인정되는 파생의무로 파악하여야 할 것

이다. 다만 고지사실에 대한 합리적 조사의무의 위반이 바로 고지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조

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된 견해가 없는데, 이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가 어

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5.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본 사안의 X들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공서양

속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

재법은 중재인(또는 중재인 후보자)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중재법상 취소사유를 직접적으로 구성한다고

는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다. 제1심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제2심은 공서양속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최고재판소에서는 공

서양속위반이 다시 부정되었다.

일본의 학설상으로는 고지의무위반에 의해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라

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데, 구체적으로는 고지의무위반으

로 인한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 흠결이 판명되는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력상의 차

이를 두고 있다.35)

첫째, 중재절차의 종료 전에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이다. 이는 중재절차

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인데, 이때

에는 당사자가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기피사유로 하여 중재인 기피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실 그 자체가 기피사유를 구성하는가에 있는데, 고지의무의 범위

와 고지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의무의 범위 등이 고려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인이 합리적인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36) 합리적인 조사의 적정성 유무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에

34) 岡田紀彦, 前揭評釋(주13), p.100.

35) 이에 관하여는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17), p.220-222 참조.

36) 豊田博昭, 前揭論文(주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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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중재절차를 속행할 것인지, 아니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재인과의 중재인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것인지(일본 중재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고지의

무위반을 기피사유로 하여 해당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이다. 이는 중재절

차가 종료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중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중재인 기피의 실익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이, ①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일본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3호), ② 중재파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

가 일본 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6호), ③ 중재판정의 내

용이 일본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는 사실(일본 중재법 제44조 제1항 제

8호) 등을 이유로 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고지의무위반

을 중재판정의 집행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거부사유(일본 중재법 제45조 제2항 제6호)로

하여 집행판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은 단순히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중재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중재인의

공정성 흠결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나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의 효과가 중재판정의 취소나 집행거부라는 중재판정 자

체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 그러한 경향이 축적되어 중재제도 자체의 저변 확대를 제약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지의무위반 여부는 그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엄

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37) 예를 들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재법상의 기피원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하자로서 중

재판정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위반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38)

다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고지의무의 위반시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전개되

는 것이 통상적이며, 고지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식여부나 합리적 조사의무의 범위 역시

사례별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39)

6. 본 사안의 검토

본 사안은 최고재판소로는 처음으로 일본 중재법상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1심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부정되

37) 注釈仲裁法, 前揭書(주15), p.113.

38) 山本和彦․山田文, 前揭書(주20), p.336.

39) 日下部真治, 前揭論文(주20),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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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항고심에서는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항고심은 ①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S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일본 중재법 제18

조 제4항의 사실에 해당하고, ② 중재인이 제출한 표명서상의 고지사실은 구체적이지 않

은 추상적인 표명에 불과하며, ③ 중재인은 자신이 알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조

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S변호사에 관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결

국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항고심의 이

러한 결정은 당시 일본 중재실무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최고재판소는 이를 다

시 파기하여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처럼 각 심급별로 고지의무위반의 판단과 중재판정의 취소 가부가 번복되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된 쟁점으로는 중재인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인식

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린 2016년의 항고심에 대해서는 실무계의 비판들이 상당하였

다.40) 최근까지 일본 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가급적 한정적으로 해석해 왔고41),

그러한 점에서 중재에 대한 일본 법원의 입장은 호의적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42)

특히 지역 사무소가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국적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간의

경미한 이해상충 사유를 고지의무위반의 원인으로 삼아 중재판정을 취소함으로써, 일본을

중재지로 정한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많았다.43)

실무적으로는, 항고심 결정에 의해 중재판정 후 중재인의 이해상충사실에 대한 불고지

만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경향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44) 이는

고지의무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비용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었

다.45) 또한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더

라도 중재판정의 향방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

한 취소 신청을 구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적된 바 있다.46)

결국 2017년 최고재판소 결정은 원심을 파기하여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부인하였다. 이

40) 猪股孝史, 前揭評釋(주12), p.188; 唐津恵一, 前揭評釋(주12), p.101; 中村達也, 前揭論文①(주12), p.1629; 森下

哲朗, “日本商事仲裁協会の仲裁判断に対する取消申立てと開示義務違反(大阪高決平成28․6․28)”, 平成28年度

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臨時増刊) , 1505号 (有斐閣, 2017), pp.315-316 등 참조.

41) 중재인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종래 일본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는 中村達也, “判例から見る仲裁法(17) —

仲裁人の開示義務”, JCAジャーナル , 53巻 6号, (日本商事仲裁協会, 2006. 6), pp.34-37 참조.

42) 唐津恵一, 前揭評釋(주12), p.101.

43) 中原千繪, “仲裁判断を取り消した高裁決定 — 利益相反の開示義務違反を理由に”, 法と経済のジャーナル , 2017.

7. 5, (Asahi Judiciary, 2017), <http://judiciary.asahi.com/outlook/2017053100001.html> (최종접속일 2018. 3. 20).

44) 浜辺陽一郎, 前揭評釋(주13), p.4.

45) 武藤佳昭ほか, “仲裁人による公正性․独立性に関する情報の開示義務：実務上の留意点”, 国際仲裁アップデー

ト , No. 7, (Baker & McKenzie, 2017. 2. 9), <https://www.bakermckenzie.co.jp/newsletter/cat/disputereso-

lution> (최종접속일 2018. 3. 21).

46) 中原千繪, 前揭評釋(주43), <http://judiciary.asahi.com/outlook/2017053100001.html> (최종접속일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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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 중재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사실, 즉 이해상충에 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재인은 장래에 발생할 이해상충 사실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지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방

식으로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하여 중재법상의 고지의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중재인이 고지의무의 대상

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만약 인식하지 못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조사하여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사의무

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최고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

의 판단에 일본 중재실무계의 견해들이 반영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학계 및 실

무계에서 제시된 판례평석들을 보면 상당수가 최고재판소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최고재판소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본

사안의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

고,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재인이 합리적인 범위로 이를 조사하여 그것이 통상적으

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는 점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을 부정

하였다. 즉, 고지의무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적 심증을 갖기에 본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의 적용요건으로 중재인의 고지대상 사실의 인식여

부와 합리적 조사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안의 최고재판소 결정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48) 본 판결의

향후 과제로서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합리적인 조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

확하지 않다. 중재인이 소속된 E법무법인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King & Spalding 로펌

으로, 소속 변호사만 해도 1,000 여명 이상에 이르는 다국적 대형 로펌이다. 세계적으로

20개의 지역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업무분야는 국제적인 대형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그

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변호사들간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를 포착하고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사하는 일이 과연 합리적으로 가능할지 다소 의문이다.

사안의 중재인은 E법인의 싱가포르 사무소 변호사였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된 변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지

대상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의 실질적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렇게 지사를 달리하는 변호사들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지

47) 唐津恵一, 前揭評釋(주12), p.101; 浜辺陽一郎, 前揭評釋(주13), p.4.

48) 岡田紀彦, 前掲評釈(주13), pp.100-101; 浜辺陽一郎, 前揭評釋(주13),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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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문이지만, 합리적인 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간의 구체적인 기준

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합리성의 수준이 단순한 전자메일에 의한 확인․조

사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변호사간의 소송자료와 개인정보들에 대한 심층 조

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조사의 수준에 따라 간혹 고객의

비밀정보가 누설되기도 할 텐데 이 경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결정에서 언급된 ‘통상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다. 최고재판소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재인이 고지의무의 대

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만약 인식하지 못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조사하여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통상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판명

될 수 있는 사실’과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기준도 애매하며, 설사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양자의 범위가 중첩될 때도

있고 분리될 때도 있는 등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 로펌에서 A라는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이해상충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로펌내 전용 이메일로 소속 변호사 전부에게 “OO건에 대해 관계가 있는 변호

사는 본인에게 알려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송부했다고 가정하자. 이해상충

관련이 있는 B변호사는 사무소도 외국 지사이고 개인적 친분도 없으므로 A변호사에게 이

를 특별히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B변호사는 해당 로펌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로서 신문지

상에서도 종종 회자되는 인물이다. 즉, A변호사가 약간의 수고로움을 들인다면 B변호사가

OO건에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A변호사의 조사가

합리적이라고 전제할 때, B변호사와 관련된 사실은 ‘통상 판명될 수 있는 사실’에 해당되

는가?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

Ⅳ. 우리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중재법상의 고지의무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13조는 중재인 기피사유 항목에,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본 중

재법과 같은 취지로 중재인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중재법과 일본 중재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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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모델중재법 제12조 제1항의 중재인 고지의무제도를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중재법은 고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기 전에 중재인 스스로의 고지 이외에 다른 경위로 해당 사유를 알게 되

었더라도 중재법 제13조 제2항의 ‘중재인 선정 전에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다. 아울러 중재법상 고지의무는 중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므로, 중재인 선정 당시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가 중재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인은 이를 즉시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49) 이러한 중재인 고지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

원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50)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중

재인 고지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도, 중재법과 동일한 중재인 고지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중재인에게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사무국은 이를 중재판정부와 당사

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KCAB 국내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제2항51), KCAB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2항52)).

우리 중재법상으로도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사후 효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

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라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기피나 중재판정 취소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는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중재법 제13조 제2항). 중재절차가 종

료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라면, ①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이나,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

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또는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49) 목영준, 전게서(주2), pp.139-140.

5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51) KCAB (국내)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제2항: “①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

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

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이 제1항의 고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52) KCAB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2항: “②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수락하기에 앞서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중

재절차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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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53)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중재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흠결된 상태로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면, 중재판정의 취소소송과 더불어 중재판정 집행의 거부사유로도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중재판정의 경우라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소사유로써 집행거부할 수 있고,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라면 뉴욕협약상 ‘적정절차위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이나 ‘공공질서 위반’(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 또는 ‘중재

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중재지법에 배치되는 경우’(뉴욕협

약 제5조 제1항 b호) 등을 이유로 집행거부할 수 있다.54)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사안에서와 같이 중재인이 고지사실에 대한 인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지사실에 대한 조사의무를 우리법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설상으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재인 고지의무의 파생의무로서 조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점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3. 본 사안의 시사점]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례의 동향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우리법상의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대법원 판례

가 대표적이다.

첫째, 대법원 2003다21995 판결55)은,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법률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이

해상충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제기된 사례이다.56)

대법원은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

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

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나

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

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이 당해 사건과 사실

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을

53) 목영준, 전게서(주2), pp.141.

54) 목영준, 전게서(주2), pp.141.

5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56) 대법원 2003다21995 판결에 대한 분석으로는 신한동, 전게논문(5), p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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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

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사건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던 구중재법이 적용된 사안인데,

구중재법은 고지의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재인 부적격자에 대한

기피신청도 중재판정부가 아닌 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다.57) 그럼에도 본 판결은 중

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흠결을 이유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거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라 볼

수 있다. 사안에서는 중재인의 적격성 문제가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공정성

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재판정의

취소가 인정되었으나,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명시적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둘째, 대법원 2004다47901 판결58)은, 상대방이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적시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59)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임한 중재인이 피고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

된 변호사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중재인

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

당하므로, 이는 중재법 제36조상의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

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

우'에 상당하는 중재판정 취소사유임을 주장하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중재법 제13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면

서도, “중재법에는 그 고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

재규칙 제25조에만 이러한 고지의 절차로서 중재인 등이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인 등의 서면 고지를 받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 직원들이 당

사자들에 대해 통지하는 방법을 원칙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록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

57) 구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재인이 직접 자신의 결격사유를 중재절

차 진행 중에 당사자 또는 사무국에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즉, 구중재법상으로는 중재인이 고지의무

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기피신청을 사실상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신한

동, 전게논문(주5), p.8).

5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59) 대법원 2004다47901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오창석, “상사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와 중

재인의 고지의무”, 상사판례연구 , 제13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pp.353-388; 이동신, “중재법 제

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등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 및 제14조의 기피신청과 중재판정 취소사유의

관계”, 대법원판례해설 , 제55호, 법원도서관, 2005, pp.67-8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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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법관의 제척

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

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

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시의 기피신청

을 해태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들도 지적되고 있다.60)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중재법 제13조 제1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면서도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또한 단순히 기피신청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는 이의신청권을 상

실하는데 반해, 중재인은 강행규정상의 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위반의 효과가 치

유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본건 중재인의 이해상충 문제가 법관의 제척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중재인은 의장중재

인이 아닌 당사자선정(피고측) 중재인인데, 만약 의장중재인이 사안에서와 같은 이해상충

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실무적으로

는 법원이 의장중재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당사자선정 중재인에게 요구하는 정도보다 높

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61) 법문상으로 의장중재인과 당사자선정 중재

인의 공정성․독립성에 차이를 둘 근거는 없고, 1987년의 IBA ‘국제중재인들을 위한 국

제변호사협회 윤리장전’(IBA Rules of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1987)에서도 의

장중재인과 당사자선정 중재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역시 불명확하다.

결국 본 판결은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논점으로 다루어진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대법

원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의 대상 또는 범위, 나아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판결은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러한 기피신청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

60)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는 신한동, 전게논문(주5), pp.10-14 참조.

61) 목영준, 전게서(주2),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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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기피절차를 악용하여 중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남용되거나 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본 사안의 시사점

실무상으로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기피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문 편이라고 한다.62) 주로 사후에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문제 삼아 중재

판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중재인의 고지의무위

반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적시에 기피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

고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대부분 부정되었다. 중재인의 기피사

유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가 제기된 사례 자체가 드물기도 하겠으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다.

사안의 최고재판소 결정 역시 비슷한 틀에서 중재인 고지의무를 바라보는 일본 법원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은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싱가포르법인간 분쟁이

발생한 국제상사중재사건으로, JCAA에 의한 중재절차 실무가 진행되었다. 즉, 일본을 중

재지로 한 국제중재판정에 대해 일본 법원이 그 취소 가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3인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 국제중재실무상 이루어지는 중재인의 고지절차를 살펴보

면, 일방의 중재인 후보자는 ① 공정성․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사실을 중재인 요청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고지하게 되고, 그러한 의심을 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면 ② 당사자 쌍방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여기서 ②

의 공식적 고지절차에 의해 고지되는 사실은 주로 상대방 당사자의 시점에서 판단되므로,

①의 비공식적 고지에 의해 고지되는 사실에 비해 엄격한 판단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

다. 이후, 각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들은 제3중재인(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데, 이때

에는 상기와 같은 두 단계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63)

이처럼 국제중재실무에서는 고지절차에 대한 심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심사

의 성질에 따라 ① 객관적 심사(objective test)와 ② 주관적 심사(subjective test)로 구분할

수 있다.64) 객관적 심사란 합리적인 제3자의 기준으로 이해상충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고,

62) 김갑유 (편), 중재실무강의 , 개정판, 박영사, 2016, p.164.

63) 谷口安平․鈴木五十三 (編), 国際商事仲裁の法と実務 , 丸善雄松堂, 2016, p.173.

64) Nigel BlackabyConstantine Partasides, Alan Redfern, &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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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심사란 해당 사안에 특별히 관련된 당사자의 기준으로 이해상충 사실을 판단하는

심사인 바, IBA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절차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위의 주관적 심사에 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5) 본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도 주관적 심사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중재인의 의

무위반으로 인해 중재제도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이유도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취소라는 사후적 국면에 있어서도 고지의무위반의 판단기준은 기피

제도상의 그것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사안별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법원의 재량취소를 허용하고, 그것이 불명확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기각을 내리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66)

본 사안의 최고재판소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 2004다47901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04다

47901 판결은 사실관계의 흐름과 판결취지가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의 그것과 유

사하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가치가 있다. 두 판례 모두 3인 중재판정부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선정 중재인이 문제가 된 반면, 최고재판소 판례는 의장

중재인의 적격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자체보다는 당

사자의 기피권 상실에 초점을 두었고, 최고재판소는 고지의무와 조사의무에 보다 논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선정 중재인이 아닌 의장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문제시 되는

경우 대법원 2004다47901 판결과 유사한 법리가 다시 제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

으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여전히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안의 최고재판소 결정은 고지대상의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점을 포함하여 우리 중재제도의 법해석상 활용

될 수 있는 참고로서, 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크

게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재법의 해석상으로도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재인 고지의무에서 비롯되는 파생적 의무로서, 중재인이 고지대상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상으로는 중재인의 조사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논의된

바는 없어 보인다.

65) Id.

66) 중재판정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각 취소사유별로 이루어진 일본 법원의 재량기각 사례에 관하여는 中村達也,

“仲裁判断取消しの裁量棄却について”, 立命館法學 (田中恒好教授 薬師寺公夫教授 吉村良一教授 退職記念論

文集 - 上巻), 5․6号, (立命館大学法学会, 2015). pp.1708-1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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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의무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는 실익으로는 중재인이 고지의무위반 청구를 당

한 경우 그에 대한 항변수단으로서 조사의무의 이행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

재인이 이해상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범위

에서 조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항변함으로써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일본 학설상 해석론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IBA

이해관계지침 일반기준 제7조 (d)에서도 중재인은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여 관련된 이해상

충 및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사유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해

상충사실의 불고지는 중재인이 관련된 합리적 조사를 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의 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67)

물론 합리적인 조사의 범위와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고, 현

실적으로도 중재인 취임 이후에 계속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중재절차 수행

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사의무의 부담이 추후 고지의무위반으

로 인한 책임 발생과 비용적 손해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부담보다 더 중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사의 범위와 실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 합리성의 수준을 정하면 될

문제이다.68)

생각건대, 중재인이 고지대상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고, 부지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는 접근방식으로 고지의무위반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

인은 보다 적극적인 이해상충 고지의무를 달성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로써 당사자

들에게는 중재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사안의 각 심급에서 강조된 바 중의 하나는 중재인의 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고 장래의 추상적인 설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도 이점을 집

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잠재적인 이해상충사실은 이른바 사전고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2004다47901 판결에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기피신

청권 상실로 인해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향후 고지방식의 구

체성 부분이 실무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재적 이해상충의 범위

67) 小原淳見, “仲裁人選びのポイントと仲裁人による開示義務․仲裁人忌避の基準 — IBAガイドライン”, ジュリ

スト , 1502号 (有斐閣, 2017), p.87.

68) 이는 고지의무위반을 판단하는 심사기준도 사안별 접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

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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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재인이 어떻게 고지했는지가 의무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중재인이 중재

인 후보자 단계에서 사전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재적인 이해관계를 추상적으로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 법원에서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재실무에서도 중재인 고지의무와 관련된 하나의 쟁점으로 제

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Ⅴ. 결 론

제척원인을 두지 않은 중재의 특성상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보호하고 그 기피권 행사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고지를 통

해 중재인은 편파성․비독립성 사유와 같은 부적격의 저항 없이 중재판정을 수행할 수 있

고, 동시에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이해상충 고지를 기피권 행사의 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중재인의 고지의무 이행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중재판정은 비로

소 그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공정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일본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검토해 보았다. 본 결정은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고지사실의 방식,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합리적 조사의무의 유무 등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중재법상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결정은 중재

인 고지의무의 파생의무로서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고지사실 방식에 대해서도

판례법상의 일정한 기준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최고재판소 차원의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화제가 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을 통해,

우리 중재법상의 해석론적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

다. 본고의 결론에 갈음하여 이를 다시 정리해 본다.

첫째, 우리법의 해석상으로도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합리적 조사의무란 중재인이 고지대상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

실인식을 위해 중재인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

반에 대한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그 동안 학설상 언급되던 중재인의 조사

의무가 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해 판례법상의 의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국제중재실무

에서도 이러한 조사의무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며, 이미 IBA 이해관계지침은 중재인의 합

리적 조사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법적 실익으로는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인은

보다 적극적인 고지의무의 이행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 그로써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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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 판례상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그 고지방식의 타당

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고지방식의 구체성․특정성이 관건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최고재판소 결정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사실의 고지를 구체성과 특정성

이 결여된 추상적 고지로 판단하여 사전고지 여부를 부정하고 있다. 중재인이 잠재적 이

해상충의 발생가능성만을 고지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도 고지의무위반으로 파악할 가

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중재인 고지의무와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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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A Case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of Japan’s Decision on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Young-Ju Kim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Key Words : An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 Arbitrator’s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

An Arbitrator’s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n Arbitrator’s Conflicts of Interest,

Japan Arbitration Act,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Grounds for Annulling Arbitral

Awards,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