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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사
적 구제수단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정식의 재판절차는 법원이라는 제3자에 의한 타율
적 해결방법이며, 그 재판과정이 극히 복잡할 뿐더러 소송경제적인 면에서
도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

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도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화해․조정․중재제도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분쟁의 강제적 해결보다는 분쟁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영업비밀 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지식재산권분야에서처럼 분쟁의 비공개적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
에 있어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법원의 정식재판제도
와는 별도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두어 당사자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산업재

산권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조정의 임의적 성격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신청건수는 2008년 3월까지 90

건, 조정율은 24.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어 왔
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조정

안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조정 후 상대방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
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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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강제력이 부여되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사유가 되는 것이다.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과 중재규칙의 제정, 중재사무국
의 설립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성, 지식재산권 중재

의 범위, 도입하게 된다면 법률의 규정방안, 중재사무국의 설립 등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먼저 법률의 규정 방안이다.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재법에 근거

하여 중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지식재산권 중재를 위해서는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 등에 법률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는 바, 발명진흥법에 규정을 두
는 것이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효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
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 법제의 경우에 미국은 특허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특허중재

에 국한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체의 중재제도 시행을 위해서
는 우리의 경우에는 특허법 보다는 발명진흥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제1조에서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중재의 대상이 된다. 즉 분쟁이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 및 강제집행법
상의 권리, 특허사건, 가족법 관련 문제 등과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중
재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조정 또는 중재의 범위는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고,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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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선

행되는 것이며, 이 또한 중재 결과에 대해 양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의 유․무효 등을 중재 범위에 포함하여도 중재

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제3자에 의한 특허의 유․무효 등의 효력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의중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지식재

산권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유․무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 유․무효의 문제가 관련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청구사

건에 대해 중재인이 지식재산에 관한 공평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식재산
권의 유효 또는 무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에 근거하여 당사
자가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
로 특허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쌍방이 납득하는 손해배상
금액 등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 지식재산권 중재의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산업재

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방안,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한국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두는 방안, 현재의 대
한상사중재원에 (가칭)지식재산중재위원회 또는 (가칭)지식재산중재부를 신
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중재범위를 산업재산권 조정제도와 동일하게 본다면, 특허
청 특허심판원에 중재기관을 두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중재사무국을 두면 중재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을 의심

- vii -

- 요약문 -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중재사무국을 두

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좋은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재산권분쟁조
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식재산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의 관계는 조정기능과 중재기능은 이론적으

로는 ADR제도로서 동일 기관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사무국을 두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조정에 실패한 후 중재로 옮
아가는 경우가 미국 및 일본의 제도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몇 건에 불과하
다. 따라서 조정과 중재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사무를 담당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중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대한상사중재원에 (가

칭)지식재산중재위원회 또는 (가칭)지식재산중재부를 두는 방안이 가장 합

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사중재원에 지식재산중재위원회 또는 지식재산
중재부를 두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사무를 담당하여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ADR 제도는 독립

된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가칭)지식재산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진행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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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재
산권침해에 대한 법적구제수단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정식의 재판절차는 먼저 법원이라

는 제3자에 의한 타율적 해결방법이며, 그 재판과정이 극히 복잡할 뿐더러
소송경제적인 면에서도 당사자에게 적지 아니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

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도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화해․조정․중재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분쟁의 강제적 해결보다는 분쟁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영업비
밀의 보호를 위해 분쟁의 비공개적 해결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보다 더 효과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 법원의 정식재판제도
와는 별도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두어 당사자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조정의 임의적 성

격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조정의 신청건수는 2008년 3월까
지 90건, 조정율은 24.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고 논의되어 왔다.

- 1 -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과 함께, 또 다른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중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표

선진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분쟁에 관한 재판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단순
히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재역할도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권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중재협회에서 특허법에 근

거한 특허중재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WIPO에서는 WIPO중재조정센터에서 중재의 방법으로 지식재산
권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중재의 일반법인 중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처
분 가능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
할 것을 합의하는 중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재인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선정한 때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재인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때에는 중재
법이 요구하는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자연인을 예정한 규정이라고

보아 중재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치주의 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차원의 중재활동이 이론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입법적 조치
를 통한 명시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중재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방식에는 연속형과 분리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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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은 조정과 중재절차를 연속시키는 방식이다. 당사자간에 중재의 합

의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화
해에 의해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종료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합의를 하도록 하여 중재절차로 이행시켜 중재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간에 단순한 화

해계약이 아니고, 중재판단을 얻는 것에 의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분리형이 있다.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명확히

구분되어, 전자로부터 후자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가 채용되고,

더욱이 지금까지 조정에 관계하는 자와 그 후에 중재인으로 되는 자는 완
전히 다른 자가 지명되게 된다. 외국의 중재기관은 분리형을 채용하는 경우
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하여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
재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지식재산권분쟁
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지식재산권정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외에 지식재산권분쟁 중재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 중재제

도의 도입을 위해, 주요 외국의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내용 및 현황, 국내
의 타 중재제도의 내용 및 현황,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검토함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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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재제도
제 1절

중재제도의 개관

Ⅰ .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중재(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
(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award)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
한다.1)

오늘날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엄격한 절차와 실정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
고 또 과중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체
적 기능을 하고 있음과 아울러, 그 이상의 독자적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되었다.2) 즉 빠른 속도로 고도의 전문화․기술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사분쟁을 일일이 법원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분쟁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
께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정과 중재는 모두 국가 공권력에 바탕을 둔 엄격한 소
송절차에 따른 법관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에 근
거하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주법정제도이다. 그러나 중재가 제3자의

1) 이하의 중재 일반이론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중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5.를 참조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

2) JEROLD S. AUERBACH, JUSTICE WITHOUT LAW? 9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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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다른 ADR 방식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다.

중재의 대상은 계약에 의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당사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3) 사법상의 법률관계일지라도 통상의 소송에 의한 판
결절차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하며, 형사, 고용, 사회보장, 비송사건,

가사심판사건, 집행사건, 보전사건 등은 그것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일지라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중재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이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인의 수, 중재절차, 중
재지, 심문절차와 판정기간 또는 준거법 등을 임의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관중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의뢰할 상설중재

기관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설치하고 있으나 중재법은 반드시 이를 통하여 중
재를 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계약에

대하여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가령 약정대로 중재인을 선정하
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중재판정에 따르기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임의중재
는 이용도가 적고,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상설 중재기관에 맡겨서 수행되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 중재가 국가의 법제도로서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12년 조선
3) 중재법 제1조(“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신한동, 상사중재실무, 신영사, 1993, 125면.

5) 최준선,『국제거래법』, 삼영사, 1998, 384면; 이인형, 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
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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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1조 13호에 따라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때부터이다. 이후 1957

년 한·미 우호통상조약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상호인정하게 되었다. 중재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실제

이용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1960년 현행 민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중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1962년에 착수한 경제개발 5개년의 성과가
가시화되던 1970대 이후 국가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국내외 상거래로 인

한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분쟁의 성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렇게 증가된 분쟁을 모두 법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특히 해

외주재 한국공관에 한국물품을 수입해 간 외국 매수인의 클레임은 공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중재법」(법률 제1767호 (1966. 3. 16))을 제정하였다. 이후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채

택한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을 전면 수용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중재
법(법률 제6083호)을 공포·발효하였다.
Ⅱ .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1. 단심제와 신속한 분쟁해결
법원의 소송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

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반면 중재는 절차가 간단하고,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단 1회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종료되므로 신속을 생명으로 하

는 거래분야에 적합하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소요되는 기
간은 평균 2～3년인 반면, 중재는 약 4～6개월 정도가 걸린다.6)
6)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4,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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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쟁 상대방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남용되거나 무의미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재는 집중심리로 심
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
여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2. 저렴한 비용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되는 소송은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의 지출이 필요하

다. 즉 소송은 변호사의 보수,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집행관 비용 등의 엄청

난 비용이 요구된다. 또 인지대의 경우 2심은 1심 비용의 1.5배, 3심은 2배의
비용이 들며, 변호사도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 재선임해야 한다.

중재는 단심제로 한 번의 중재비용으로 족하므로 재판에 비해 경비가 저렴

하고 경제적이다. 다음 <표1>은 소송과 중재(대한상사중재원 기준) 비용을

비교한 것인데, 예를 들면 분쟁규모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경우 중재비
용이 소송비용의 약 4.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소송과 중재 비용의 비교
구분/금액

5천만

(단위: 천원)
1억

10억

100억

중재 (A)

225

450

5,800

38,300

소송 (B)

7,185

9,698

39,398

316,148

A/B (%)

3.1

4.6

14.7

12.1

※ 중재비용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기준이며 소송비용에는 3심까지의 비용을 포함하였다.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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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성
소송은 공개재판주의(principle of public of trial))를 원칙으로 하므로 프라

이버시, 영업비밀, 회사의 비밀 등이 공개되어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기 쉽다.
중재는 그 심리과정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의 대외신용도, 분쟁

의 내막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
는 경우 제3자가 심리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4. 전문가에 의한 판단
소송은 법관에 의해 판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도 급변하는 상거래의 다양한 유형과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 및 기
술적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밝다고 할 수 없다.
중재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변호사, 기술자, 기업인, 교수 등)로 하여금 사건
을 검토하고 판정토록 한다.
5.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취소판

결을 청구하지 못하며 중재절차 내부에서의 불복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따라
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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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해결 후 거래관계의 지속
장기간의 법정투쟁은 분쟁 상대방과의 감정이 불필요하게 악화되며, 판결

은 일도양단(一刀兩斷)적으로 법률적 승패를 가리게 되므로 분쟁이 종료된
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이익

을 도모하고 분쟁해결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스스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중재절
차가 종료되어도 당사자들은 거래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중재와 소송의 비교
구

분
대 상
신속성

심판자
심판자 선정
판정기준
비 용
판정 결과
공개성
분쟁종료후
거래관계
기술 전문성
효 력

소

송

민사·형사·행정등 모든 분쟁

중

재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3심제·복잡한 절차

사법상의 모든 분쟁
단심제·간단한 절차

非지속성

지속성

결핍

충족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장기간(대법원까지 2-3년)
법관
법률
법률
고비용
일도양단성, 법적 안정성
공개주의

구속력·형성적

확정력·기판력·집행력/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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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6개월)
관련분야 전문가
당사자
법률, 관행, 형평
저비용
우의성, 합리성
非공개주의

효력(단, 강제집행시 법원의
집행판결 필요)/ 국내·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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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중재의 단점

중재가 소송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중

재의 장점은 곧 단점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중재는 1회의 판정
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정을 구제
할 방법이 없다. 비록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인정하고 있지만,7)

그것은 강행법규위반이나 당사자무능력 등에 관한 것으로 중재인의 실체적
진실의 파악에 대한 실수를 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단심제인 중재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제분쟁에 있어서 경험이 미숙한 중재인이 대
단위의 분쟁규모에 부담을 느껴 당사자의 주장을 무한정 받아들이거나 또 중
재절차에 대한 세부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중재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지출되며 분쟁당사자 모두가 판정에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
었다.8)
그리고 당사자가 분쟁에 있어서 권리를 명확히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중재

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국제중재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후진국의 기업일 때, 중재를 우리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인에 의해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정의

집행을 후진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일방 당사자
가 선진국인 경우 중재를 타국에서 실시하게 되면 소송보다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7) 중재법 제36조.

8) 현대자동차의 임영철 이사는 2005. 6. 9. 국제중재실무회 제1차 발표회에서 현대자동차와 포르투칼 회사
간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데 약 5년이 소요된 사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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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중재와 다른 ADR 의 차이점
“중재는 소송보다 좋고, 조정은 중재보다 좋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9)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예견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 가장 이로운 방법일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원의 소송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고 다
양화된 상거래분야나 기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조정, 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10) 이하에서는 소송외적 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조정, 화해, 알선 등이 중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1. 화해
화해란 가장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11) 화해는 분쟁처리 형식이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제

약이 없으며, 분쟁의 해결은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느냐에 달려 있

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화해를 거부하면 그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불가능
하다.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
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으로 화해가 되면 당사자
9)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2000).

10) 2002. 7.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조정과 화해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한편 민사소
송사건의 약 90%이상이 ADR을 포함한 협상 등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약 5%정도만이 소송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이상정,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분쟁 해결”,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현
황과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제46회 공동학술대회, 2005. 10. 15., 71면.
11) 민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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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재판상 화해는 다시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로 나누어지는데, 소
송상 화해는 제소 후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법원은 소송 진
행 중 언제라도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

송은 종료된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소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편을 출석시켜 화해를 권고한 결
과 화해가 된 경우의 화해이다.12)
이러한 화해제도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에서 특허관련 분쟁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데, 특허권은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청구범위의 해석을 둘러
싼 다툼이 많으며 선행기술의 출현을 예상하기 어려워 권리의 불안정성이 높
은 편이기 때문이다.13)
중재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스스로에게 구속력을 가지고자 자발적으로 재
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중재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에 근거하여
스스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중재는 사인의 지위에 있는 중재인에 의해서 내린 판정에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
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14)
2. 알선
알선은 제3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

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통상 알선자의 역할은 전문

12) 민사소송법 제355조.

13) 이상정, 전게 글, 72면. 일본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소송의 약 50%는 실제 화해로 종료된다고 한다. 竹田
和彦, 『특허의 지식(6판)』, 351면.

14)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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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일치된 해결안에 도달하도록 도와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결 가능한 분쟁에 활용된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을 보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알선위원으로
지명한다.
또한 알선은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그 효력은 당사자 쌍
방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조정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립적 지위의 제3자인 전문가(조

정인)가 개입되어 당사자들이 일치된 해결안에 도달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은 그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ADR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제3자
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소송이나 중재에 비하여 융통성과 창의
성이 있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정인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적
해석에 의존해서 당사자의 결정을 유도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15) 당

사자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타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정은 임의적 조정이므로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

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
면 분쟁해결은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정의 성립여부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정인의 신뢰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15) JACQUELINE M. NOLAN-HALE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91-200 (1992).

- 14 -

- 제 2절

중재절차 -

제 2 절 중재절차
Ⅰ . 중재합의
1.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재합의(arbitral agreement)라 함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
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말한다.16)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

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agreement)'이라고 하며,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관하여 사전에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도록

하는 합의를 계약에 삽입한 조항을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라 한다.
2.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17) 서면에 의하지 않은 중재
합의는 무효가 된다.18)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뿐만 아니라 계약 중에 중재조
항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19) 또한 현대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터넷에 의
한 온라인계약 중에 포함된 중재조항도 서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20) 또한
16) 손경한, “중재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중재논총」, 1991, 273면 참조.
17) 중재법 제8조 2항.

18)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중재합의에 ‘서면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중재조항이 서면
성을 결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면서도(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43조), 중재부탁계약의 경우는 서면성을
결한 경우 이를 입증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49조).

19) 중재법 제8조 1항.

20) 중재법 제8조 3항 2호(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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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계약의 본문이 인용한 일반거래약관이나 규칙 등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효력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21)
3. 중재합의의 요소

중재합의에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중재부탁의사가 반드시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합의의 내용과 형식은 상설중재기관에서 만든 표준

중재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
다. 만약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재합의에는 중재부탁의사, 중재지, 준

거법 및 절차법, 중재기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중재의 범위 등을 포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재합의에 이러한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 등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재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표현되어 있다면, 그 중재합

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22)
Ⅱ . 중재판정부
1. 중재인과 중재기관

중재인(arbitrator)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사인인 제3자를 말한다. 중재인의 권한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부터 주어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2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835 판결.
22)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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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라고 하며, 1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단독중재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중재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法人은 중재인이 될 수 없다.23) 또한 중재인의 수도 당사자가 자

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만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를 3인으로 하게
된다.24) 중재를 원하는 당사자는 합의로 중재인의 수를 짝수로 선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중재판정에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

무에서는 대개 1인 또는 3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중재기관은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절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데 분쟁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 중재인단(panel of

arbitrators)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되며, 그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이나 전문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재인은 반드시 관련 분야에 경륜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인 중재의 경우, 법률적 검토와 판정문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의장중
재인을 법률전문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가 있
23) 중재법 제12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판사와 공무원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의 ‘Code of Judicial Conduct’에서 판사의 중재인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Ⅱ 1977. National Report, at 125 참조.

24) 중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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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①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
② 양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때; ③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
는 때에 해당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25)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중재에서

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법원의 선정에 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26) ② 3인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

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
정한다.27)

기관중재의 경우라도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통

상 각 당사자들은 그 기관의 중재인단에서 중재인 1인씩을 선정하고 그 선정
된 중재인들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정한 중재인후보자 선정명단의 선정희망순위에 따라 당
해 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3.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중재인은 법관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므로 공정

성, 독립성 및 중립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즉,
중재인으로 직무수행의 요청을 받은 자는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
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25) 중재법 제12조 제4항.
26) 중재법 제12조 제5항.

27) 중재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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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정된 중재인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
는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 한
하여 기피될 수 있다.28) 한편 당사자가 이러한 기피사유를 알고도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중재인의 독립성에 관한 기피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용관계 등 당사자

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의 법률고문 역

할을 하는 등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의

영업적 관계 또는 직업적 관계에 있는 경우, ③ 당사자와 중재인이 친구관계

에 있는 경우, ④ 중재인이 중재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이다.29)

Ⅲ . 중재의 진행
1. 중재절차의 개시
중재절차란 함은 신청절차를 시작으로 중재인 선정절차, 심문절차, 판정절
차 등을 거쳐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
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30)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절차준칙을 정
함에 있어서 상설중재기관의 중재절차준칙을 적용 또는 준용할 것으로 합의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어느 상설중재기관에 중재를 부탁하기로 합의한
28) 중재법 제13조.

29) 국제중재인들을 위한 국제변호사협회 윤리장전(IBA Ethics for Int'l Arbitrators) 제1조 내지 제3조; 松
浦 馨靑山善充編
․
, 『現代仲裁法の論点』, 1998, 214면 참조.

30) 중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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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기관의 중재절차준칙을 당해 중재사건의 준칙으로 채택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adversarial procedure)를 취하고 있는 영미

법계와는 달리 대륙법계는 직권탐지주의(inquisitorial procedure)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중재인은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당사자로부터 구하거나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비록 중재절차를 당사자 자치에 맡기고 있지만, 그 절차는 최소한의 절차

적 정의를 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중재판정부는 평등의 원칙하에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1) 중재절차가 소송절차에 비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

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진행의 기본적 정
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될 수 밖에 없다.32)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개시할 때에는 권한에 속하는 행위만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33) 중재판정부는 중재권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의
를 제기한 당사자는 중재권한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뜻이
있더라도 항고할 수 없다.34) 또한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35) 따라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중재조항만은 유
31) 중재법 제19조.

32) 제네바협약 제2조 제1항 b호(패소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있어서 변론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33) 중재법 제20조 제2항.
34) 중재법 제17조 제8항.

35) 중재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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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며 그 중재조항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주된 계약에 관련된 분쟁은 중재
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중재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인이 중재요청

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되며,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
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36) 여기서 중재요청서(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와 중재법 제24조의 중재신청서

(Statement of claim)는 구별된다. 즉, 기관중재의 경우 신청당사자의 ‘중재신
청서’ 제출만으로도 그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그 신청내용이 상대방 당사자

에게 통지되고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임의중재의 경
우에 일방 당사자는 우선 상대방에게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표시

인 ‘중재요청서’를 보내서 중재절차를 개시하고, 그 후에 중재인선정절차를 거
쳐 중재인에게 구체적인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사실을 기재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37)
2. 중재지
중재지는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중재판정이 행하여지는 장소이다. 중재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

재판정부가 당사자와 중재인의 편의, 사실 및 증거의 수집 용이성, 당사자 심
문, 법원의 협력 등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결정한다.38)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지와는 별도로 중재판정
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장소에서 심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행할 수 있다.39) 상
36) 중재법 제22조.

3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144면 참조.
38) 중재법 제21조 제2항.

39) 중재법 제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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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재기관에 중재를 부탁한 때에는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중
재지를 수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특정의 장소를 중재지로

지정하더라도 중재인이 중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
원은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된다.40)
3. 중재절차 기한

중재절차 기한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확정시키기 위하여 당사자가 약정

으로 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중재판정을 하여야 할 기간을 중재신청
일로부터 언제까지로 정한다든가 또는 중재판정은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한
다든가 하는 약정은 적법하다.41) 중재판정부나 중재기관이 당사자 합의에 의
해 정하여진 중재절차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재기한을 넘긴 때에는 중재인은 권한을 상실하고 중재계약은 종료한다.
중재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기한도과의 경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중재해결을 위하여 중재진행의 촉진수단으로 활

용하려는 중재해결 목적에 불과하다. 중재기한에 대하여 당사자는 합의로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중재기한을 도과한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소
급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42)

40) 중재법 제7조 제2항.

41) 小山 昇, 『仲裁法』, 1983, 158면 참조.

42) 이형우, “상사중재제도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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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심리절차
(1)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중재심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의 수집 또는 진술서, 증거문서 등의 서

류의 접수 또는 구두진술의 청취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심리만으

로 충분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43)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44)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중

재판정부는 서면만에 의한 심리를 한다.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에 비추어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의 서술방법이나 쟁점 및 공격방어방법
을 준비서면상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요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불필요한 시간

과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각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사본발송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45)

한편, 구두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판정부는 편리한 일시, 장소, 준비에 필요

한 시간, 심리내용 등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과 그들의 대리인이 함께 배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절차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

43) 중재법 25조 제1항.

44) 중재법 제25조 제1항 단서.
45) 중재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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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조사

중재인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실에 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필요에 따라
진술서의 제출로 진술을 대신하거나 진술과 병행하여 진술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는 서증을 조사하거나 현장검증 또는 물건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증
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6) 즉, 사실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당사자에게서 얻게 되지만, 부족한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그

러나 중재인은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에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인에
게 필요한 증인을 중재인 앞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또는 중재인 스스로 증거를 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재인에

의한 문서의 요구 또는 증인의 출석요청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판정부는 독자
적으로 증인의 출석이나 선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47) 출석에 불응한 증인

등을 제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 출석한 증인에 한하여 신문할 수 있을 뿐
이다.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검증 내지 현장검증에 있어서 운반 또는 제출할 수 없는 증거로서의「장

소」또는「유체물」(예컨대; 건물, 선박, 거대기계 등)은 중재인이 대상물이

존재하는 곳에 출장하여 관찰한다. 중재법정에 운반할 수 있는 유체물은 중재
인의 재량에 의하여 그것이 소재하는 곳에 출장하여 관찰하거나 중재법정에
46) 중재법 제28조 제1항. 소송은 변론주의의 원칙 아래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청구의 원인인 사실을 당사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라도 법원은 직권으
로 탐지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중재절차는 변론주의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중재인이
직접 증거를 탐지할 수 있다.

47) 여기에 관하여 중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구 중재법 제8조 제2항은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시
킬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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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시켜 관찰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직권에 의한 조사인 경우 당사자를 입
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48)
5. 임시적 처분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IT 분야에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보전절차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보전처분(interim

measure)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을 동시에 규정해 놓
고 있다.
즉, 중재법 제10조에서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

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8조 1항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당사자
는 본안문제를 보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어느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나 분쟁의 최종판정과는 관계없
이 중재의 대상이 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른 당사자에
게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시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에는 분쟁의 대상인 목적물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보전처분, 이행·금지명령 및 증거의 보전명령 등이 포함될
48) 이형우, 전게논문, 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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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임시적 처분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

기 때문에, 만일 분쟁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처분
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임시적 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법
원을 통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49) 이는 우리 중재법이 법
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재판정’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반면 독일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0)
6. 중재감정
중재감정(仲裁鑑定)이란 제3자인 중재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데 관하여 구속력 있는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

감정은 사실이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중재감
정계약은 손해발생의 유무나 손해금액의 확정,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존
부, 과실유무, 조언 등의 보수액 등에 대한 다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감정하
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감정결과에 복종하겠다는 합의를 말한다.
중재인은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반면, 중재감정인은 법적인 판단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인 사실을 확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중재감정은 법원
에 의한 사후적 내용심사가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반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종국적 효력이 있다.51)
49) 목영준, 전게서 162면; 정선주,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에 관하여(하),” 「仲裁」제269호, 1994, 9,
11면 참조.
50) 독일 민사소송법 제1041조.

51) 김상찬, “중재감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회발전연구」 제17집, 2002. 2, 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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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
건 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52) 한편 중재감정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중재감정 이외의 증거방법에 의한 증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재감정결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재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생긴
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문에 답
변하도록 할 수 있다.53) 감정인은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

므로 중재인과 마찬가지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54) 중재감정이 명백히 불공평

하거나 부정당한 경우, 중재감정인이 잘못된 절차를 취하거나 중재감정계약
의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에 중재감정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중재감정의 구속
력 배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감정인들이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도면과

현장사진, 인부 및 자재투입내역 등만을 토대로 감정을 시행하고, 공사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도상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감정
절차상에 공정성의 하자를 이유로 그 구속력을 배제한 사례가 있다.55)

52) 중재법 제27조 제1항.
53) 중재법 제27조 제2항.

54) 중재법 제27조 제3항.

5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66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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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중재판정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

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의 과반수의견으로 판

정을 내리게 되며,56)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중재인 전원이 판정내용의 결

정 및 성립에 관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중재판정부의 3인중 1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최종심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비록 당사자들이 결석한대로

심문을 진행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석한 중재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2인의 중재인만으로 중재판정을 한 것은 당사자들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당해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57)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 사이에
의견이 분립되는 경우에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중재인에 맡겨진다. 그리고 중
재인의 수가 짝수이고 중재판정에 관하여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에
이를 대비한 중재계약상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중재판정을 법 규정에 의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형

평과 선’에 따라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화해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는 경

우에도 그 내용 자체는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 되므로 중재판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를 화해중재판정이라 한다.58) 화해중재판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중재판정은 아니나, 쌍방의 양해와 용인이 전재가 된 것으로서 중재
56)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에서 전원일치된 결정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야 하며,
전원일치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5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판결.
58) 중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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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에 어긋하지 않으며 또한 그 분쟁해결에 대한 쌍방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중재판정의 형식은 각국의 입법에 큰 차이가 없으나, 대체로 서면주의를

취하며, 중재판정의 이유, 서명, 일자 및 중재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중
재판정이 다음의 법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판정취
소사유가 될 수 있다.59) 우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할 것을 요한다.60) 그리고 중재판정에 주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중재신청이 그 신청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이유가 없
을 시에는 기각하여야 한다.61) 또한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중재판정에 이

유를 붙이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62) 다음으로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

야 한다. 작성일자는 중재판정일 이후부터 지급되어야 할 이자를 산정하고 중
재합의 또는 절차법에 중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준수되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63)
중재판정문의 성립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중재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의 성립이후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59)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60) 중재법 제32조 제1항.

61) 구 중재법 제11조 제3항. 중재법이 주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중재판정에 주문이 포함되
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62) 중재법 제32조 제2항. 이것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63) SUTTON, KENDALL & GILL, RUSSEL IN ARBITRATION 269 (21th ed., 1997); 목영준, 전게서, 16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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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판정의 보정

중재판정에 불비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64) 중재판정의 不

備에는 오자, 탈자, 명백한 계산착오, 해석 또는 추가판정 등이 있는데, 판정
부는 보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판정하여야 한

다. 중재인이 여러 개의 청구중에서 일부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없었던 경우를
중재판정의 탈루라고 하는데, 이 추가판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중재판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패소당사자에 의한 중재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65)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으로는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 등이 있다.66)

기판력(res judicata)이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당사자가 그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없으며, 법원도 당해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판력은 분쟁을 종국적으
로 해결해 주는 효력이다. 따라서 기판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의 내용이 된 소

송물에 관하여 새로운 중재절차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새로운 중재판정
부 또는 수소법원은 이를 기각 또는 각하하여야 한다.
64) 중재법 제34조.
65) 중재법 제35조.

66) 강현중, 『민사소송법』, 1999, 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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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vollstreckbarkeit)이란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와 같은 효력을 집행권원(채무명의)이라고 하는데, 중

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집행권원에 해당되지 않는

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생기므로 그 때
까지는 잠정적인 집행력만을 가진다.67)
4.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8) 중재법은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취소사
유69)와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취소사유로 구분하고 있다.70) 전자

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중재절차
에서 당사자가 절차상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변론을 하지 못한 경
우,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
에 판정을 내린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강행법규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리고 후자는 우리나라 현행법 하에
서 사안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67) 중재법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68) 중재법 제36조 제1항.

69) 중재법 제36조 제2항 1호.

70) 중재법 제36조 제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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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제1절 국내 중재제도
Ⅰ. 상사중재제도
1. 의의
상사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
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

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2. 상사중재의 범위

상사중재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
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의 범위를 대별하면,
① 거래양태별 :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대여금, 임대

차, 고용,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Management 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 33 -

- 제 3 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

② 거래행위별 :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③ 거래외형별 :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

출입알선, 부동산매매, M&A,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상사중재원에서 하는 중재는 상사중재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의 중재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상 처분 가능한 권리는 모두 상사중
재원의 중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법상 처분 가능한 권리를 중재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권력관

계가 개입되는 헌법상의 권리, 형법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특허권의 효
력을 다투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다투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의 실시계약문제, 라이센스료 문제 등에 대한 다툼에 대해
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대상이 되는 것이다.
3. 대한상사중재원의 현황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창설을 위하여 1966년 3월 22일 부

설기관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중재원의 전신)를 발족하였다. 1966년 10월
에 이 위원회는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대법원의 승인을 얻었다. 그 후

1970년 3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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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독립시켜 전문중재기관으로 분리시켰으며, 1980년 8월 29일 대한상

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99년 12월 중재법이 UNCITRAL모델중재법을 대폭 수용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도 상사중재규칙을 중재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2000년 4월 27일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이 부족하여 최근까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건수가 부진한 상태이

다. 중재제도를 도입한지 만 30년만인 1996년에 겨우 100건을 돌파할 정도이
다. 다행스러운 것은 1990년 후반부터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262건에 이르고 있다.
<표 3> 상사중재원 중재 접수 현황
(단위: 건, US$, %)

2008년

2007년

증감율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215

121,083,129

174

132,237,422

24

-8

국제

47

48,664,533

59

81,960,186

-20

-41

소계

262

169,747,662

*233

214,197,608

12

-21

* 2008년 접수된 집단사건 88건을 1건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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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7～2008년 상사중재 신청건의 계약종류별 현황

구 분

(단위: 건, US$, %)
2007년
증감율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매매계약

72

71,189,679

67

70,037,178

7

2

건설계약

71

39,801,709

56

86,853,905

27

-54

22

6,923,131

29

8,662,972

-24

-20

용역계약

18

4,428,106

30

18,094,823

-40

-76

기타

18

1,273,824

4

6,058,979

350

-79

17

10,415,381

12

8,336,330

42

25

운송계약

13

1,189,095

8

1,685,542

63

-29

합작투자계약

9

17,831,852

6

6,203,440

50

187

임대차계약

7

2,581,008

8

875,978

-13

195

금융계약

7

10,370,599

4

5,792,931

75

79

대행계약

5

3,687,029

4

658,757

25

460

근로계약

2

55,474

1

95,939

100

-42

광고계약

1

775

0

0

100

100

임가공계약

0

0

4

262

169,747,662

233

판매,
대리점계약

기술 및
지적재산권계약

총

계

840,834 -100 -100
214,197,608

12

-21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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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된 중재대상의 종류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면 앞의

<표 4>와 같이 건설계약과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판매 및 대리점 계약, 합작투자계약, 용역계약 관련 분쟁 등이

주로 신청되고 있다. 즉, 중재원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해사, 건설, 무역에 편

중되어 있는 반면 기술분야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상대적으로 극소수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업
활동의 결과 입금된 수입이 증대하였고 지출예산 규모에서 당해연도 사업수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5> 연도별 중재사업수입과 상사중재원 예산규모

(A)사업수익
(백만원)
(B)예산규모
(백만원)
A/B(%)

1997

1998

1999

2000

222

383

638

768

2,260

3,035

2,576

2,822

9.8

12.6

24.8

27.2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99호, 7면

중재인단은 건설, 해운, 무역 및 모든 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국내외의 저명한 변호사, 교수, 업계인사가 주된 구성원이며 총인
원이 2009년 9월 현재 1,14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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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

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상사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
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비용보다 아주 저렴하고, 다음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중재기관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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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사중재비용(단위: 천원)
신청금액

관리요금

1억원 이하

신청금액 * 0.4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45만원 + (신청금액 - 1억원) * 0.3%

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백8십만원 + (신청금액 - 2억원) * 0.5%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580만원 + (신청금액 - 50억원) * 0.25%

100억원 초과

3,830만원 + (신청금액 - 100억원) * 0.2%

신청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0만원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② ICC 중재기관과의 비용비교 (단위: 천원)
기관/금액
중재원 (A)

5천만

1억

10억

100억

225

450

5,800

38,300

ICC (B)

8,820

12,830

49,940

127,660

A/B (%)

2.6

3.5

11.6

30.0

※ ICC 중재인 수당은 1인의 최소액과 최고액의 중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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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적인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

제집행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
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

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한다. 변호

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
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① 상사중재인단: 1,143명 (건설, 해운, 무역, 모든 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집단, 2009년 현재)
구분

현원

구분

현원

법조계

254명

공공, 기타단체

101명

실업계

287명

회계사,변리사 등

32명

학계

193명

해외거주

91명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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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인의 자격요건
구

분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 기타 단체
회계사, 변리사 등

주한 외국인

자

격

법조경력 10년이상, 법학박사 또는 외국인변호사 자
격 취득자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
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이상 근무
한 자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
년 이상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
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
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
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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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8) 심리의 비공개

상사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방어과정

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
하지 않는다.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하며,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않아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한다. 상사중재제도가 미
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
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5. 대한 상사중재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현황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 및 기술·지식재산권

계약관련 분쟁에 대한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재신청 건수를 보면 대부
분 10건 미만으로 건설계약이나 매매계약 관련 중재신청 건수에 비하면 대단

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표 6>. 2008년에는 그나마 조금 증가하여 17건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복잡한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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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경험과 전문
성을 갖춘 중재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표 6> 연도별 지식재산권 관련 상사중재신청건수 및 금액

(단위: 건, US$1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약
건수
금액

1

4

2

0 2,012 1,372

0

12

8

2

9

2005 2006 2007 2008

8

10

12

17

0 3,084 32,903 7,505 11,795 12,083 4,063 8,336 10,415

※ 2001년 이후는 기술계약과 지식재산권 계약을 합친 현황임.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분쟁건수는 적은 반면 신청된 분쟁의 금액을 보면 대부분 10만불(US$) 이

상의 고액이며, 신청기업을 알 수는 없으나 중소기업 이상의 일정규모를 가진

기업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경우에 실
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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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
1. 중재대상 및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도 역시 중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 제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
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2) 중재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대한변호사회의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
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1)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는 회장이 위촉하는 중재인후보자로 다
음의 전문분야별로 중재인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규정하여 중재대상범위를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다.72)
1. 부동산분야중재인단

2. 항공․해사분야중재인단
3. 건설․건축분야중재인단
4. 특허․상표분야중재인단

71)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운영규정 제1조

72) 상게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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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저작권분야중재인단

6. 의료분야중재인단
7. 보험분야중재인단

8. 금융․증권분야중재인단
9. 무역분야중재인단

10. 사고배상분야중재인단

이처럼 대한변리사회의 중재제도도 특허․상표분야중재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도 가능하도록 중재절차규정에 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중재위원회 기구
(1) 중재위원회 겸 중재인 후보자
중재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공정하

게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인(조정인)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오랜 경
륜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중재인후보자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또
는 중재센터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2) 사전상담 변호사

사전상담 변호사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변호사 270명

이 담당하며,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인을 상담하여 사건이 중재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인에게 대리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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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비용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인
으로부터 중재신청 비용을 받지 않는다.
(1) 신청비용

중재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는 3만원이다.
(2) 성립수수료
성립수수료는 화해계약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나온 경우에 중재판정

문(화해계약서)에 표시된 해결 금액의 5%이며, 중재인(조정인)이 중재판정
문(화해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중재절차
(1) 사전상담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상
담변호사를 안내받아 사건이 중재에 적합하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

다. 단 신청인에게 이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상담이 생략
될 수 있다. 상담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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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중재판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증거서류 사본, 중재합의서 등을 제출

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화해․조정절차개시

화해․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조정절차를 개시한다. 이 경우는 중재
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중재신청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4) 중재절차 개시

중재합의서가 첨부된 중재신청의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개시한다. 화해․
조정절차로부터 중재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중재판정 및 화해계약의 효력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을 가지며,
화해계약은 화해적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중재절차의 실무

서울변호사회 중재제도는 민사소액사건 분쟁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거친
후 중재 또는 화해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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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처리 실무

① 중재센터 담당직원의 설명 : 중재제도 이용에 대해 설명한다.

② 사전 상담변호사 사무실을 안내받아 사전상담 :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받는다. 신청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③ 중재 또는 화해·조정신청 접수 : 상담변호사의 의견이 첨부된 신청서,

증거서류 사본, 중재합의서 등 제출하며, 송달료 30,000원(2인 기준)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④ 중재 또는 화해·조정절차 진행 : 중재 또는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한다.
(2) 중재절차 흐름도
① 신청접수
ⅰ) 중재신청서

ⅱ) 중재합의서(중재약정에 관한 서면)
ⅲ) 입증자료(원본 또는 사본)
ⅳ) 위임장(대리인 신청서)

ⅴ)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② 신청비용예납
송달료 : 3만원(2인 기준)

③ 신청접수통지
ⅰ) 당사자에게 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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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등 송달
④ 중재인(조정인) 선임

ⅰ) 당사자가 합의로 또는 중재센터가 중재인후보자 명부 중 1인을 중재

인(조정인)으로 선임한다.

ⅱ) 제1회 심리기일 및 장소 통지

ⅲ) 답변서는 제1회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리절차
ⅰ) 심리절차는 중재인(조정인)이 주재하고 일시 및 장소는 기일 전 7일
이내에 통지한다.
ⅱ)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녹음, 속기록 준비
ⅲ) 비공개 원칙

⑥ 중재판정 또는 화해계약 성립
ⅰ) 중재판정 : 심리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ⅱ) 중재판정서(화해계약서)에 성립수수료의 부담자 및 비율 명시

ⅲ) 중재인(조정인)은 중재판정서(화해계약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중재센
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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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제도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법에 의거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으

로써 SW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73)으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처리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중재를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현재는 실적이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제도에 대한 설명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규
칙을 이 보고서의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설명에 갈음한다.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Ⅰ. 미국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미국은 1982년 개정 특허법 제294조에서 특허권의 중재 가능성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였으며74), 또한 1984년 개정 특허법에 신설된 제135조 (d)항에서
73)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처리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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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허 우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 적격성을 인정하였다.75)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재를 특허법상에 인

정하게 된 근거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허소송은 거액

의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해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재판공개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아
가 R&D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도입하게 되었다.76)

특허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특허소송은 기술적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소송 보다도 상
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특허소송에서 사실조사절차만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

사실심리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 사건이 배심재판이 아닌 판

사에 의한 재판일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기까지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된
다. 만일 항소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77)

1984년에 제정한 「반도체칩보호법」제901조에서는 선의의 침해에 대해

서 당사자가 자발적 협상, 조정,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만 로열티 금액을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열티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ADR에 의한 해결을 소송에 앞선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78)

74) 35 U.S.C. §294

75) 손승우, 소프트웨어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중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구 컴퓨터프로그
램보호위원회), 2005, 53면.
76) Konstantinos Petrakis, The Role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Patent Law, 52 Dispute Resolution Journal
(Fall 1997) at 24.
77)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2004 Annual Report of the Director, Table C-10
78) 17 U.S.C.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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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 관련 중재기관
미국을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

ciation: “AAA”)는 민간단체로서 조정, 중재, 간이심리(mini-trial) 등 30종

이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간 6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

하고 있으며, 기술관련 중재의 규모가 약 10억 달러(2003년)를 넘고 있다.79)
AAA의 설립 시에 퇴직 판사들이 주도하였으므로 초기에는 법조인들로

중재인을 구성하였으나, 이 때문에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효과적으
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AA는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적 이해를 요
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기술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ADR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Endispute사, Judicate사,
U.S. Arbitration & Mediation 사 등이 있다.80)

미국의 특허침해사건의 경우에 제1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린다. 주된 지연원인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수가 많고 법정에서 심

리일정의 진행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재에 의하게 되면 신속한
재정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주된 원인은 증거개

시(Discovery)제도에 의해 소송당사자는 상호 준비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또한 그 준비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그 준비작업에 드는 비용이 많
79)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ttp://www.adr.org> 참조.

80) 정영환 외, SW 지적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2007.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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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특허의 유효․무효나 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미국의 특허상표청

의 전속관할권으로서 중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83년 임의특허중재
법의 탄생으로 특허의 유효․무효나 침해가 중재대상이 되었다.

특허변호사협회의 요청으로 특허의 유효, 무효나 침해에 관한 분쟁을 미

국연방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특허법상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

함에 따라 미국특허법 제35편 제294조에 특허임의중재규정을 두게 되었
다.81)

81) 35 USC 294 (임의중재)
(a) 특허권 또는 특허권에 속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은 특허권의 유효 또는 계약에 따라 발
생하는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동 조항이 없을 때에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 또는 침해에 대하여 당사자는 중재에 의한 동 분쟁의 해결을 문서로서 합

의할 수 있다. 동 조항 또는 합의는 법률 또는 형평상 계약의 취소를 위해 근거가 존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유효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강제될 수 있다.

(b) 동분쟁의 중재, 중재자에 의한 재정 및 재정의 확인은 이 조와 부합하는 한 미국법 제9편

에 의해 규제된다. 동 중재절차에서 이 편 §282에 따라 규정된 항변은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서
도 절차에서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c) 중재자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중재당사자 쌍방을 구속하지만 다른 당사자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중재의 당사자는 재정의 대상인 특허가 항소될 수 없거나 또는 행해지지 아니한 권한
있는 관할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동재정

은 중재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권한있는 관할법원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동수정은 동수정
이 있은 날로부터 동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d) 재정이 중재자에 의하여 행해졌을 때 특허권자, 그 양수인 또는 승계인은 그 사실을 문서

로서 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절차에 참여한 각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자 분리하여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 동통지는 당사자의 주소·성명, 발명자의 성명, 특허소유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특허번호를 지정한 재정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재정이 법원에 의해 수정된 경우 동수정을
요구한 당사자는 동수정을 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장은 동사실을 동특허의 소송기록에 포
함시켜야 한다. 요구된 통지가 청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동통지를 청장에게 할 수 있다.

(e) 재정은 (d)항에 의해 요구된 통지가 청장에게 접수될 때까지 집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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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 AAA의 지재관련 사례 현황
IP 관련 사건의 경우,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재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6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운용

현황은 조정 및 중재를 포함하여 375건에 달한다. 그 중 중재가 354건
(94%), 조정 21건(6%)이며, 4건은 조정을 통하여 중재로 이어진 사례이

다.82) 이처럼 IP 관련 사건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의 2가지 요인

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조정은 관련 당사자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갖고

있거나 갖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전형적인 IP 분쟁이 아닌 경우에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이다. 반면 대부분의 특허나 상표 침해 분쟁의 경우, 관련 당

사자 사이에 지속적이거나 장래의 거래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
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게 된다.
또 하나의 요인인 국제적인 분쟁 관계에서의 집행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안은 국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반면 중재의

경우에는 120여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

약)」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중재가 공정한 3자에 의하여 공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뉴욕협약에 의하여 중재가 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한 국가의 판결이

나 조정에 대하여는 그러한 국제 조약이 없다는 점에서 IP 관련 사건의 경
우 중재를 선호하게 된다.

중재 사건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나 반대로 작은 금액 사건에는 적합하지
82) AAA,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vs. Litigation,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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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 AAA에서 처리한 사건을 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
한 사건에 대하여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재 신청가액별 분포 현황
신청가액

비율

500,000 달러 초과

34%

75,000 달러~500,000 달러

23%

비금전적 구제

20%

75,000 달러 이하

24%

중재 신청이 이루어진 분쟁은 대부분이 라이선스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

한 것이었으며, 특허 또는 상표의 침해·부적절한 사용·실시와 관련한 것의
비중은 낮았다. 즉 신청 건수의 94%가 라이선스 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것

이었으며, 나머지 6%만이 특허·상표의 침해 또는 부적절한 사용·실시와 관
련한 것이었다. 라이선스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한 사건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재를 신청한 99%의 사건이 사전에 개별화된 중재 조항을 당사자

사이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분쟁 조항이나 사후 분쟁 약정을 둘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게 된다.
· 개시의 범위(Extent of discovery)

· 청문 과정에서 다룰 쟁점(Issues to be addressed during the hearings)
· 대리인 비용의 보전(Recovery of attorney's fee)
·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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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법 또는 실체법의 선택(Choice of procedural or substantive law)
· 심문지(Hearing locale)

· 명령 신청 행위의 가능성(Availability of motion practice)
· 일시적 구제 가능성(Access to interim relief)
· 배상의 제한(Limitation on remedies)

· 시간 제한(Time constraints)

당사자 사이에서 일시적 구제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재를 신청하면서 잠정적으로 침해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도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특허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IP 보
유자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며,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잠정적인 침해 금지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AAA의 상사 중
재 규정(Commercial Arbitration Rules)은 재산권의 보호 또는 유지를 위한

금지 구제 또는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 또는 사후 중재 계약을
통하여

AAA의

긴급보호수단에

대한

선택

규정(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을 채택한다면, 긴급 중재인이 신속하
게 청문을 진행하고, 긴급 구제를 승인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2001년도에 국립특허위원회(NPB: National Patent Board)가 그 자

신은 AAA에 양도하면서, AAA는 동북부 사건 관리 센터에 분쟁해결을 위
한 국립특허위원회 센터를 설립한다. 이는 AAA의 중재인과 특허중재 규정

및 NPB의 중재인과 규정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허 분쟁을 다루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AAA로 국립특허위원회의 기능이
이관된 것은 2000년 160개 이상의 특허분쟁이 AAA에 신청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56 -

-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

4. 특허중재규정
(1) 특허임의중재규정

① 중재계약
특허권 또는 특허권과 관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계약에는 당해계약
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의 효력 또는 침해에 관한 분쟁을 중재계약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분쟁의 중재합의도 할 수 있다. 동 합의는 보통법 또는 형
평법상 계약취소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
하며 집행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이 당사자 사이에는 구속력이 있으나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주

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③ 특허청에 통지
중재인에 의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각 특허권별로 당사자의 성명, 주소,

발명자의 성명, 특허권자의 성명 그리고 당해특허번호를 명기한 통지서를

판정문 1부와 함께 특허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판정의 집행은 특허청장이 판정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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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2) 특허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에서는 상사중재규칙과 라이슨스 중재규칙으로는 특허중재

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1983년 6월 특허중재규칙을 제정하게 되
었다.
특허중재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특허중재협회나 동협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는

중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규칙을 중재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특허중재규
칙 제1조)고 규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중재에 관해 합의한 사항은 동중재규
칙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 중재판정부
판정부는 특허중재판정부라 한다(특허중재규칙 제2조)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선정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과 중재협회의
사무국에서 선정한 1인의 중재서기로 구성한다.

③ 중재인명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특별한 기술적 전문분야에 경험을 가

진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재인명부를 만들어 유지하여야 한다(특허중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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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5조).

④ 중재의 개시
중재계약에 의한 중재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중재신청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국중재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미국중재협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신청도 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으면 피신청인
이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특허중재규칙 제7조).

⑤ 중재관리의 합의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협회의 재량으로 중재서기와 당사자 또는 대리인

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특허중재규칙 제10조)

⑥ 중재장소
중재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중재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면 미국중재협회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당

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요구한 장소를 통지받은 상대방당사자

가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장소가 심문장소로 결정된다
(특허중재규칙 제11조).

⑦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이 일방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

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선정방법명시에 의한 경우 및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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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합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중재규칙 제12조).

⑧ 중재인의 선정
명부에 의한 선정, 당사자에 의한 직접선정, 지명중재인에 의한 중립중재
인선정의 방법이 있다.

⑨ 증거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증인의 소환이나 증빙서류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중재판정
중재인은 계약의 특정이행, 특허침해를 결정짓기 위한 금지명령 뿐만 아
니라 당사자의 합의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제할 수 있
다.
당사자가 중재절차도중에 화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

된 화해조건으로 판정할 수 있다(특허중재규칙 제44조).

Ⅱ. 영국
영국에서는 중재인협회가 중재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

재인협회는 1979년 공공단체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부설기관으로

런던중재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런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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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판소는 주로 민상사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다

른 분쟁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런던중재재판소는 국내중재와 국제
중재를 위한 다양한 중재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선

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런던중재재판소 국제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UNCITRAL중재규칙에 의해서
도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독일

독일에서는 소송의 업무부담증가와 소송지연에 대한 효율적 대응수단으

로서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1. 변호사화해제도(Anwaltsvergleich)

변호사화해제도는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관여 하에 성립한 화해
에 대해서는 중재화해와 같은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화해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계약이 있

어야 하고 민법 제779조의 요건에 합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나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화해의 당사자들은 화해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
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이외에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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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

독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직무발명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 즉 독일 직무발명제도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제도
를 선택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중재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독일 특허법 제

28조 이하).83)

중재기구는 특허청에 설립되며 그 소재지 밖에서도 소집될 수 있다. 당사

자는 언제든지 중재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기구는 타당한 합의를 이

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기구는 1인의 의장중재인과 2인의 배석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자격을

가진 자이다. 의장중재인 및 그 대리인은 연방법무장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배석중재인은 당해 발명 및 기술적 개량제안에 관계가 있는 기술분야에 대

하여 각별한 경험을 지녀야 한다. 배석중재인은 특허청장에 의하여 특허청
구성원 또는 보조구성원 중에 개개 분쟁사건마다 임명된다.
조정위원회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하에서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무

엇보다도 형평성있는 보상금액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위원회는 당
사자에게 private law하에서 해결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들은 구속력있게 받

아들일 수도 있고 해결안에 반대할 수 도 있고 또한 위원회밖에서 해결되
는 경우도 있다.84)

83) 중재청구시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전치가 아니다(제37조 제2항).

84) 김승군, 해외직무발명제도 운용사례 및 판례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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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

재․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는데 1919년에 설립되었지만 1932년부터 분쟁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
였다.
국제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ICC중재재판소(ICC Court of Arbitration)는
각국의 국제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통일하고 재판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 1932년 설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순수국내중재를 위한 중재기관과 특정한 국가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프랑스와 외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재기관이 있고, 국제중재를
위한 중재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임시중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임시중재의 중재인은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
재인이 협의하여 중재판정부를 관장할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프랑스에서 중재인의 책임사유는 판사의 경우와 같고, 중재인이 규정된
제한기간내에 중재판정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기각시킨
경우에는 중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당사자는 중재인의 이러한
부당행위를 입증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증인의 증언을 명할 수 있지만 증인을 선서시키거나 강제로 소

환할 수는 없다. 중재인은 판사와 같이 재산에 대한 임시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간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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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본
1.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현황

일본에서의 민사분쟁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제도로 재판제도와 재판외 분

쟁처리제도가 있다. 재판외 분쟁처리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으로 하는
상대교섭과 함께 민사분쟁처리를 위한 제도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재판외 분쟁처리제도는 대별하면
(ⅰ) 행정기관에 의한 것

(ⅱ) 민간의 공익기관에 의한 것

(ⅲ) 변호사회에 의한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행정기관에 의한 것으로는 공해등조정위원회(공해분쟁처리법 제3

조), 都道府県공해심사회(동법 제13조),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건설업법

제25조), 都道府県건설공사분쟁심사회(동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 선원중

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선원지방노동위원회등 노동위원회(노동조

합법 제19조)가 각각 있다.

둘째 민간의 공익기관에 의한 것으로는 사단법인국제상사중재협회, 사단

법인일본해운집회소, 재단법인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가 각각 있다.

셋째 변호사회에 의한 것으로 제1, 제2 동경변호사회중재센터, 오오사카

변호사회민사분쟁처리센터, 동경변호사회알선중재센터, 광도변호사회중재센
터, 강산중재센터, 나고야변호사회 알선중재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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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민생활센터, 都道府県소비생활센터, 산업계의 개별적 업계단체
에 의한 것으로 재단법인자동차제조물책임상담센터 등은 상설처리기관으로
서 역할과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1) 지식재산권 강화
일본 정부는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제정 이후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범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 4월에 지식재산분야의 분쟁해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였다.
2007년 4월부터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

법)」에 따라 민간에서 행하는 조정, 알선, 중재 등 업무를 인증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으며,85) 그 적극적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
처리를 실시하는 민간에 대해 인증분쟁해결제도를 주지시켜 상호 정보공유
등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민간 ADR 기관으로서 일본상사중재협회, 소프트웨어 정보센터, 지적재산

권중재센터(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이 중 지

적재산권중재센터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문성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85) 일본지적재산추진계획 2007, 63면.

- 65 -

- 제 3 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

(2) 지적재산권중재센터86)
① 설립배경
1998년 3월 일본변리사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ADR)에 의해 공업소유권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업소유권중재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일본지적재산권중재센터의 전신으로서 공
업소유권분야에 한정하여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0년 8월 「JP도메인네임에 관한 인정 분쟁처리기관」으로서 사단법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센터(JPNIC)」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1년

4월 공업소유권중재센터는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업무범위를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에서 지적재산권으로 확대시켰다.

2004년 3월에는 「센터判定」서비스를 개시하고 최근 가장 많은 수요가 있
다.
센터에서 약 100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변호사 40명, 변리사 40

명, 법학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인들은 모두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상담·조정·중재·판정·도메인네임분쟁
조정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IP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중재센터는 지방에서도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동경본부 외에 관서(오사카)와 나고야 등 6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센터 지
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변호사협회 및 변리사협회로부터 지원받고 있
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다.
86) 이하 일본지적재산권중재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손승우, 앞의 보고서, 82～88면 참조. 저자가 2009년 7월
17일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를 방문하여 日野 修男 센터장 및 崔 信義 부센터장 등과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최근 정보 및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첨삭한 것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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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 조직

조정인․중재인․판정인 후보자

동경본부

사무국

(보조자후보자)
․임원회
․운영위원회
․각 부회

관서(關西)지부
지부임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조정인 중재인 판정인은
원칙적으로 각 명부에서 사건별로
선임됨

나고야(名古屋)지부
지부임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사무국
(접수, 상담)

지부사무국
(접수, 상담)

③ 주요업무
IP 중재센터의 주요 업무로서는 상담87), 조정, 중재, 판정, 도메인네임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조정, 중재,
판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87) 이 센터는 지식재산에 관한 분쟁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변호사 혹은 변리사 1명, 또는 변호사 및 변리사 각 1
명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컨대, 상담인원이 1인인 경우 1시간에 10,500
円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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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정
조정은 변호사 및 변리사 각 1명에 의한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협력하여 화해성립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다. 조정인의 의견이나 판단 하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회의 추천으로, 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회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며, 추천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사건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
으로 정한다.
< 조정처리 절차 >

조정신청

수리
피신청인에게 통지․신청서 송부
원칙 14일 이내
피신청인으로부터의 회신

피신청인 불응락

종료

응락

제1~3회 기일 (원칙)

종료

중재로

중재합의

화해성립의
가능성 없음

화해성립․화해계약서 작성․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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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

표권)과 관련된 분쟁,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 도메인명 관련 분

쟁, 영업비밀, 노하우, 종묘 육성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
률의 회로배치에 관한 권리와 관계되는 분쟁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다.
구체적인 조정의 내용으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 권리 침해가 성립

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위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88)

또한 특허 등의 유․무효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조정은 흑백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고 양당사자가 납득하면 교섭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도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정에서는 조

정인이 지식재산에 관한 공평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특허 등의 유효 또는
무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촉구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특허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쌍방이 납득하는 손해배상금액 등으로 해결을 도모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89) 이는 다음의 중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는 조정과 중재를 혼합한 분쟁해결 모델을 가지고
있어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 중재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조정에서 중재로 이행한 사건은 극소수이다.

ⅱ) 중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변호사 및 변리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88)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홈페이지(http://www.ip-adr.gr.jp/) 참조.
89) 상게 홈페이지 참조.

- 69 -

- 제 3 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

중재인이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인의 판단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하여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서 판단해 주는 중재감정(예컨대,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고 A
사 제품이 B사의 B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해 주며 당사자가 그
판단에 따르는 것)도 있다. 중재감정에는 중재절차규칙이 적용된다.

중재인 후보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며 중립성을 지킬 것을 선서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동일하며,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 저작권, 부정경
쟁방지법 관련 분쟁, 도메인명 관련 분쟁, 영업비밀, 노하우, 종묘 육성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의 회로배치에 관한 권리와 관계되
는 분쟁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다.
< 중재처리 절차 >
중재합의
중재신청
수리
당사자 쌍방에 제1회 기일 등 필요한 사항 통지
제1-3회 기일(원칙)
 화해
 당사자 합의
 종료 결정
심리종결
중재판단서 작성

당사자 쌍방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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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중재센터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6조 제5항에 따라 1인 조정 또는 중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센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재절차 규칙 및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90)
지적재산권중재센터의 조정·중재 현황을 보면<표 7>, 중재(5%)보다 조정

(95%)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작권보다 특허 및 상표를 중심으
로 조정·중재가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7

지식재산권 조정·중재 접수 현황 >

(2008.12.31. 기준)

접수
조정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재

상표권

디자인
보호권

특허권

저작권

기타

1998년

2

0

2

0

0

0

0

1999년

6

1

0

1

6

0

0

2000년

4

0

1

0

3

0

0

2001년

7

1

2

1

3

2

0

2002년

5

0

0

0

2

1

2

2003년

22

1

1

4

17

0

1

2004년

15

0

5

0

8

0

2

2005년

8

0

4

0

3

1

0

2006년

16

2

4

0

9

4

1

2007년

10

0

8

1

1

0

0

2008년

4

0

2

0

0

1

1

90) 본 보고서 말미의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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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중재의 활용이 전체적으로 낮고 최근
으로 올수록 그 이용률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8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최종결과 현황 >

화해

불성

계속

성립

립

중

최종결과
상대방
이관
불승락

취하

중재

화해

판정

해결

1998년

2

0

0

0

0

0

0

0

1999년

4

2

0

0

0

0

1

0

2000년

0

2

0

0

0

2

0

0

2001년

1

1

0

1

4

0

0

1

2002년

0

2

0

0

1

2

0

0

2003년

3

1

0

0

12

6

0

1

2004년

7

1

0

0

5

2

0

0

2005년

2

1

0

0

5

0

0

0

2006년

6

1

0

2

6

1

1

1

2007년

0

2

4

0

2

2

0

0

2008년

2

1

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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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조정 및 중재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조정 및 중재 비용 >
조정

중재

50,000円(신청인이

부담,

조정절차규칙소정의

단,

사유로 100,000円(신청인이 부담, 단,

신청이 각하되거나 또는 피신 중재절차규칙소정의

신청수수료

사유로

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을 경우에는 그 중 30,000円은 중 50,000円은 반환됨)
반환됨)

기일수수료

1회 50,000円

화해계약서작
성 및 중재판
단서작성
수료

수

1회 100,000円

화해계약성립시 각 당사자가 중재판단서 작성시 각 당사
150,000円 부담 (단, 특단의 자가 200,000円 부담(단, 중
사정에 의해 50,000円의 범위 재절차과정에서 화해계약 성
에서 증감가능하며, 300,000円 립시 각 당사자 150,000円
으로 증액되는 경우도 있음)

부담)

통역, 번역, 검증, 실험, 출장, 통역, 번역, 검증, 실험, 출장,
기타

TV회의시 회선사용료 등의 실 TV회의시

회선사용료

등의

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평 실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평등하게 부담

등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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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정
지적재산중재센터의 판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관하

여 대상물이 이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들 권리의 등록에 무효사유

가 있는지 여부,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판단, 표준기술이 해당 특허풀

(patent pools)에 들어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최근에는 표준기술이 특허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신청이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이블 TV 기술에 관한 특허풀에 대상 특
허가 필수특허로서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정해 준 사례가 있다.
특허풀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센터판정은 무효판정(특허 또는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제공

하며, 이 센터의 판정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행
하는 ‘단독판정’과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행하는 ‘쌍방판정’이 있으며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
다.
무효판정과 범위판정의 비율은 균등하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판정은

쌍방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센터판정은 관련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 각

1명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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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판정의 판정비용은 다음과 같다.

< 센터판정 비용 >
단독판정

쌍방판정
420,000円
(이 중 30,1500円은 수

리․응락확인절차수수
신청수수료

315,000円

료로서 피신청인이 응
락하지 않았을 경우 상
기 금액을 제하고 신청

기본수수료

인에게 반환)
구두심리기일수수
료

1회 105,000円

대항무효판정신청

1회 105,000円

210,000円

수수료

판정사항이 1개 증가 시, 또는 판정을 구하는 본건의 수 또
추가수수료

는 대상물 등의 수가 1개 증가 시 신청수수료의 1/2이 가
산됨

③ 최근의 동향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쟁사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2004. 6. 19 특허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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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무효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행사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고(특허법 제104조의 3), 이에 특허권자가 소송제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법 개정 전에는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 판단
은 특허청의 무효심판에 의하여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무효판단을 하지만 법원이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91) 그러나 개정 일본특허법은 진보성, 신규
성 판단 모두를 침해소송의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기존에 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

들이 중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소송이 1년 내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재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또한 특허분쟁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전히 중재보다 법원을 선호하는 분

위기가 남아 있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에서 조정과 중재사건을 처리한 비
율을 보더라도 조정이 중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중재센터는 홍보를 위하여 일본변리사회의 정기회지 ‘파텐트’,

일본변리사연합회의 정기회지 ’자유와 정의’ 그 외 지식재산관계자를 위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기업협회, CEO모임 등에서 홍보와 지재권 관리 전략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설명한 DVD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 변호사협회 및 변리사회의 소규모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재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91) 한편, 대법원 2004. 10. 28.선고 2000다69194판결은 방론으로서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
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
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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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중재제도의 특징
센터의 조정․중재절차 전반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인정되
고 있다.
첫째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에 변호사, 변리사 각 1인이 반드시 참가하고

있다. 센터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변리사회의 공동발의에 의해 설립된 경위
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식재산권분쟁을 처리한다는 취지에 비추

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에 있어서도 예컨대
都道府県건설공사분쟁심사회에서는 조정․중재기관을 법률전문가와 토목건

축관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고, 법적․기술적으로 적정한 해결을 도모

하는 것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 이 점은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장점이
다.
둘째 조정과 중재절차를 연속시키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

에 중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화해에 의해 당사자 쌍방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것으로 종료하지만, 당사자 쌍방간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중재 합의를 하도

록 하여 중재절차로 이행시켜 그때까지 조정절차에 관계한 2명에 운영위원

회가 선임한 중재인을 더해 3인의 합의체에 의한 중재절차로 진행하여 중
재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간에 단순한 화해

계약이 아니고, 중재판단을 얻는 것에 의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연속형이라 한다. 이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중재센터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
이다.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분리형이 있다.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명확히

구분되어, 전자로부터 후자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가 채용되고,

더욱이 지금까지 조정에 관계하는 자와 그 후에 중재인으로 되는 자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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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다른 자가 지명된다. 외국의 중재기관은 분리형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
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가 연속형을 채용하는 이유는 조정절차에 의해 당
사자에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기고 또한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조정

인이 그대로 중재인으로 되어 여기에 제3의 중재인을 추가하여 3인의 합의
체에 의해 판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면 각 지역의 변호사회에서 중재센터가 비교적 단기간이지

만, 누적된 경험과 실적을 기반으로 일본 법문화의 환경에 비추어 지식재산
권 분쟁해결의 장으로 어떠한 제도가 이용자에게 유효하게 활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이러한 센터의 구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4) 향후의 과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판외 분쟁처리제도 특히 중재에 대하

여 논의하여 온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민사분쟁 특히 지식
재산권분쟁을 위한 중재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을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는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단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① 기업비밀의 보호
일반적으로 기업이 중재절차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절차를 비공개로 하

므로 기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분쟁이 발생하여 그것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원고의 입장에서건, 피고의 입장에서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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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가운데에는 기업비밀에 관한 것이 적지 않다. 물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해 누구라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
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전문가는 항상 이러한 정보의 수집에 유의하여,

구두변론기일에 계속하여 방청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법에는 비밀

보호절차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제기하면 기업비밀을 개시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충분한 공격방어를 제기할 수 없어서 패소하게 될 수도
있다.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하므로 적어도 제3자에 대하여 기업비밀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분쟁상대방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증거도 존재한다. 이 점

에 대해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는 「중재절차규칙」제 19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당사자는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는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 대하여 당해증거의 특정부문을 타방당사자에
게 비밀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 또는 중재
인은 당해증거자료를 타방에게 개시시켜서는 아니된다.
2. 조정인 또는 중재인이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타방당사자의 의
견을 청취하여 그 인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전항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신청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내용, 비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

명을 구하는 외에 그 동의를 얻을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보조자의
선임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4.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제2항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쌍방
에게 고지한다.」
이러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당정도까지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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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에게는 소송절차에는 없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소송절차가 중재판단에 이르지 않고 종료한 경우에 중재절차에 제출한
증거의 취급이 후일 문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② 중재판단의 비공개
중재절차가 비공개인 것은 소송절차에서는 없는 장점인 것은 앞에서 서

술하였다. 반면에 중재판단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건에 대한 방
향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중재판단이 내려지면 다툴 수 없기 때문

에 중재라는 해결방법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중재
가 가지는 비공개성이 본래적 성질이고, 여기에 특징과 존재 의의가 있다.

비공개성이라는 특징은 불투명성이라는 우려의 여지도 있다. 지금까지 기존
의 중재절차의 대부분은 예컨대 당사자쌍방이 동의하여도 중재판단을 공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의 중재절차규칙은 제4조에서 지금
까지의 중재와 달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본센터에 있어서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2. 본센터에 있어서 조정절차 및 중재절차는 이것을 비밀로서, 조정인, 중

재인, 조정인보조자, 중재인보조자 및 직원은 중재의 존재, 내용 및 결
과에 대하여 이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임한 후에도 동

일하다. 다만 본센터가 연구목적을 위해 당사자명, 계쟁물, 구체적 내
용 등 특정하지 않은 형식으로 연구활동 등에 있어서 이것을 개시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로부터 개시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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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의 제2항 단서에 대해서는 주목되는 점이 있다.
센터의 중재가 넓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정

보를 어디까지 개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중재사례를 편집하여 지식
재산권분쟁에 관련된 자에게 중재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건이 된

다. 당사자명, 계쟁물의 구체적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는 형식으로 중재사례
를 공표할 수도 있다.

③ 중재수수료
중재절차이용 과제의 하나로 수수료 문제가 있다. 소송절차와 달리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보수에 어느 부분까

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 소송절차와 비
교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중재센터의 중재절차는 조정․중재수수료를 신청수수료,

조사수수료, 기일수수료 및 성립수수료로 구분하고, 상세한 규정을 설치하
여 이용자를 위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④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의 중재가 향후 정착이 되면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이 이를 이용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민사소송절차는 비밀보호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서 보면 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절차는 매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센터
에 의한 국제중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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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사례

중재는 성격상 비밀유지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중재의 실사례

를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조정에 관한 일부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일본지적재산중

제센터의 중재범위는 조정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조정사례를 통하여 중재의
사례 및 범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92)

【사례 1：공동 개발】
1. 배경

X사는 최종 사용자 A사에의 납입 회사인 Y사로부터 제품의 개발을 의

뢰받았다. Y사로부터 개발 자금 도움을 받아, 개발은 성공하였고, 제품이 Y
사를 매개로 하여 A사에 납품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 Y사가 개작하여

A사로 납품했다. 그 후 X사의 특허 출원이 등록되었지만, X사에는 Y사로
부터의 발주가 없었다. 그래서 X사는 조정을 신청했다.
2. 신청의 취지

Y사에 의한 제품의 제조 판매의 금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과거의 실시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또 Y사가 A사로 납입하는 제품의 제조를

X사로부터 발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92)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www.ip-adr.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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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신청인의 주장

본특허권은 X사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지만, 개발의 경위를 생각하면,

본래 X사와 Y사의 공유여야 할 것, 또 발명 자체가 Y사의 사원에 의한 것
이다. 나아가 Y사는 본특허권에 대해서 선사용권을 가진다.
4. 쟁점

피신청인 Y사도, Y사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제품이 특허 발명의 기술

적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인정했다. 이 때문에 누가 특허권자여야 할 것인가
가 쟁점이 되었다.
5. 결론

Y사는 X사에 대해 분쟁 해결금으로 O백만円을 지불한다. X사는 Y사에

대해 본건 특허권을 이전한다.
6. 본사례의 특징

특허권의 귀속 문제를 다툰 것으로 문제는 복잡했지만, 조정인, 신청인,

피신청인의 쌍방의 노력에 의해 해결된 사례이다.

【사례 2：상표권 침해】
1. 배경

X사는 「××××어니언」상표(가공 식료품)의 상표권자이고, 또 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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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 판매를 하고 있다. X사는 「마운트××××」상품
명으로 냉동 식품 재료를 일본에 수입 판매하고 있는 Y사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교섭을 거듭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X사는 조정을 신청했다.
2. 신청의 취지

「마운트××××」마크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판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등록상표 「××××어니언」부터, 「××××」을 분리 추출해 「×××

×」의 칭호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운트××××」는 본건 등록상
표와 유사하지 않는다.
4. 쟁점

본건 등록상표 「××××어니언」은 일체 불가분의 상표인가, 분리되어

「××××」의 단독 칭호가 독립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5. 결론

쌍방의 주장은 정면으로 대립하여, 배상금액에 관한 조정도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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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상표권 침해】
1. 배경
해외의 저명한 등록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아 일본에서 제품의 제조 판

매를 하고 있는 X사는, 동일 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Y사에 대해,
상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서를 발송했지만,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
장하여 결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X사는 조정을 신청했다.
2. 신청의 취지

X사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3. 피신청인의 주장

상표권의 등록은, 상표법 제3조 현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

로 무효이다.
4. 쟁점
상표 등록의 유효성 여부.
5. 결론
(1)

Y사는 X사에 대해서 화해금으로 O백만円을 지불하고, 향후 1년에

한해 재고품의 판매를 한다.
(2)

Y사는 재고품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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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례의 특징
상표 등록의 무효 이유의 항변과 상표권 침해가 다툼이 된 사례이지만,
조정인의 조정안이 쌍방에게 받아들여져 신속히 해결 할 수 있었다.

【사례 4：특허권 침해】
1. 배경

완성품에 대한 안정 대책과 관련되는 발명의 특허권자인 X사는, 제조중

의 물체에 안정 대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한 Y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에 의
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여 조정을 신청했다.
2. 신청의 취지(X사의 Y사에 대한 청구)

Y사는 본건 특허권을 침해하여 물건을 제조하고 완성했다. 손해배상으

로 00만円의 지불을 요구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

Y사가 제조하는 안정 대책은, 본건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없다.
4. 쟁점
본건 특허 발명의 안정 대책은 완성품에 항구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한

정되어 물체의 제조중에 실시하고, 그 완성 후에 철거한 안정 대책은, 본건

- 86 -

-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할 것인가 여부.
5. 결론

8회의 기일을 마련했지만 양자의 주장에 양보를 보이지 않아 조정은 불

발로 끝났다.

【사례 5：특허권 침해】
1. 배경

특허권을 가지는 X사는, Y사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판매는 X사의 특

허권 침해라고 하여 그 제조 판매의 금지와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

나 Y사는 그 제품이 X사의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교섭은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X사는 조정을 신청했다.
2. 신청의 취지

Y사로, X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의 중지와 과거의

실시에 대해 Y사에 적정한 실시료의 지불을 요구했다.
3. 피신청인의 주장

Y사는, X사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 특허권을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

- 87 -

- 제 3 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

4. 쟁점

특허 청구 범위의 제조 방법에 의한 것의 특정은, Y사제품이 기술적 범

위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인가의 여부.
5. 결론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얻을 수 있었다.
6. 본사례의 특징
조정인의 판단이 쌍방에 존중되어 쌍방의 양보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사례이다. 소송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이익이 있었던
것 이라고 생각된다.

【사례 6：특허권 침해】
1. 배경

제조 회사를 경영하는 X사는, 업계지에 게재된 Y사의 제품 광고를 보

고, 그 제품이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Y사에 그 제

품의 제조 판매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양자는 서로 대화를 했지
만 해결하지 못하였고, X는 조정을 요구했다.
2. 신청의 취지

Y사제품의 제조 판매의 중지, 재고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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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피신청인의 주장

Y사의 제품은, X의 특허 발명의 구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4. 쟁점

Y사 제품은 X의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할 것인가 여부.

5. 결론

Y사가 조정안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조정은 종료되었다.

【사례 7：특허권 침해, 선사용권】
1. 배경

어느 분야에서 특허권을 가지는 X사는, Y사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제

조 판매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했다. Y사는 비침해라고 하여 요
구에 따르지 않았다.
2. 신청의 취지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의 중지와 과거 분의 손해액의 지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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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후의 경과

신청서가 Y사로 송달된 후, 조정 외에서 Y사는 선사용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X사로 제시하고, X사는 그것을 보고 신청을 철회해 사건은 해결되
었다.
4. 본사례의 특징

조정의 신청을 계기로 당사자 사이에 사건이 해결된 사례이다. 소를 제

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유효한 해결 방법이다.

【사례 8：특허권 침해(간접 침해)】
1. 배경

건축 토목 관계의 자재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는 X사는, Y사에 대해

서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했다. Y사는,
비침해이지만 향후는 제조 판매를 중지할 것이며, 또 X주장의 손해액은 너

무 고가라고 주장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은 이루어졌지만, 침해 여부, 손
해 견적 정도에 대해 견해가 달라, X사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신청의 취지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중지와 과거 분의 손해액의 지불을 요구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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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가 제조 판매하는 것은, 본건 특허 발명의 실시에 「～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비침해이다. 「～에 국한하여 사용하

는 것」이라고 하여도, 해당 제품에 거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은 근
소하다.
4. 쟁점

직접 침해인가 간접 침해인가(크레임의 해석), 간접 침해라면 대상물의

범위, 제조 판매 수량, 손해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쟁점이 있었다.
5. 결론

일부에 대해 간접 침해 성립을 인정하였다. 과거분과 장래분을 합하여

일괄 해결금 ○백만円의 지불로 해결한다.
6. 본사례의 특징

조정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장부를 받아, 제조 판매 수량의 개괄적인

체크를 했다. 사전 교섭이 있어, 그 범위에서 조정인의 의견이 요구된 것으
로, 신청 기일부터 2개월 사이에 3회의 조정 기일을 이행하여 원만하게 해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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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중국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루트에 의한

해결, 행정루트에 의한 해결, 중재에 의한 해결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즉 특허,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에 의해서도
해결 가능하다. 분쟁당사자는 국제경제무역위원회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93) 제31조에서
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
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에 관해
서는 계약서 내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의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정은 저작권 권리침해에 관한 분쟁에 대해, 그리고 중재는 저작권

계약 분쟁에 관해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지 않
거나 사후에 서면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을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01년 개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를 ‘중재기구’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1년 조
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재를 위해서 ‘중국소프트웨어저작권중재기구(中國軟

件著作權仲裁机構)’를 설립하여 기관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동 조례
제35조)하고 있었다.

93)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2001년 12월 20일 국무원령 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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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991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정 중재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

정을 삭제하고,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

라 종래의 중재기관이 폐지되고, 각지방에 새로운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다양한 중재기관이 존재하여, 각각의 절차에 의해 중재를 행하여 혼

란을 초래하고 또한 중재기관이 행정기관에 종속되어 있어 그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일을 위해 재편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 모든 중재기관
에 이 중재법을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기하여 새로이 설립된 중

재기관을 위해 잠정적(중재법 15조) 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섭외중재에 대해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있고, 북경, 상해, 천

진, 서안, 광주, 신양, 하얼빈 등에 설립된 중재기관 중에는 새로이 제정된
중재규칙에 섭외중재를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중재판정(仲裁裁決)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조

례 제35조).

집행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이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분쟁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Ⅶ. WIPO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1994년 국제사무국 산

하에 WIPO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

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며 전문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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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센터는 WIPO 규칙에 따른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신속중

재(Expedited

Arbitration),

조정-중재(Med-Arb),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 등 5가지 분쟁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다.94)

조정-중재(Med-Arb) 절차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서 제3자가 처

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중립적 제3자
가 해결되지 못한 남은 쟁점에 대해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는 일반 중재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

용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말하며, 센터에서 지명한 1인 중재인에 의해서 절차
가 진행되고 단 하루의 심리를 거쳐 6주 이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진다.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은 계약의 구체적인 해석, 이행, 기술적
사항 등에 관해 계약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적 결정을 구하고 그 결정
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정과
차이가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전문가가 내린 결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중재와 유사하다.
이 절차는 중재, 조정, 소송절차와 연계하여 활용되며 신속하고 비공식적
으로 진행된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1992년 전문가회의를 경유하여 WIPO총회에서 그

설립이 승인되어 1994년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WIPO는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를 소관하는 국제연합기관이고, 지식재산분쟁 특히 국
제적 지식재산권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중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94) WIPO 홈페이지 <http://www.wipo.int/amc/en/index.html> (2009.9.1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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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PO 중재조정센터
(1) 현황

다른 동일한 분쟁처리기관과 비교하여 WIPO중재조정센터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지식재산분쟁의 특별한 성질을 고려하여, WIPO조정규칙, WIPO중재규칙,

WIPO신속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WIPO중재규칙은 중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제52조 참조), 조정에 관한 일반적 기
밀보호규정(제73조-제76조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WIPO규칙은

common law(영미법)적 요소와 대륙법적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전체적으

로 유효성이 높은 국제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중립적전문가(조정인, 중재인)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67개국, 약 750명이 비치되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에 대한 프로파일은 정기적으로 경신되고 있다.
WIPO중재센터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원 :

센터장 포함 9명

② 사건수 : 설립(1994년) 후 2008년까지 조정 70여건, 중재 110여건 수행
③ 소요기간 : 10개월 내외(간이중재의 경우 6주 이내)
④ 중재의 효력 : 중재지 법률에 의한 강제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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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PO ADR 절차

WIP계약조항
신청서 제출

조정
(Mediation)

화해
(Settlement)

중재
(Arbitration)

간이중재 (Expedited
Arbitration)

판정
(Award)

(3) WIPO 중재절차

중재신청
→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
→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수령일부터 30일이내에 중재신청답변서 제출
→ 중재인선정(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인 또는 3인)
→ 30일 이내에 클레임진술서
→ 30일 이내에 항변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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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및 항변의 수정
→ 심문
→ 절차종료
→

3개월 이내에 최종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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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PO 중재센터 조직도
소장

부소장
중재인
IP 분쟁

법률 개발

관리 세션

세션

정보 및

도메인네임

대외 협력

분쟁 해결

세션

세션

※ http://www.wipo.int/amc/en/contact/의 내용을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도를 추
정 재구성하였다.

2. WIPO 조정제도
(1) 조정의 개시
조정은 양당사자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에 의할 것을 합의하여(조정합의), 일방당사자가

조정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함으로써 개시한다(제1조, 제3조). 조정의 개시일
은 센터가 조정신청서를 수리한 날로서, 그 취지를 서면으로 양당사자에게

통지한다(제4조, 제5조). 조정신청서에는 분쟁당사자의 성명, 주소 외에 전
화번호, 팩스번호 등 통신번호도 기재한다(제3조).
(2) 조정인
조정인의 선임이나 선임방법에 대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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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센터가 양당사자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또한 수락된 조정인은 조

정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제6
조).
(3) 조정의 수행․조정인의 임무

조정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의해 수행한다.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인이 결정한다(제6조).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을 촉구하지만, 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분쟁의 쟁

점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정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a) 특정의 쟁점에

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들여, (b) 중재에 위임한다, (c) 각 당사자로부
터 최종적해결안을 제출시켜 조정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에 기
하여 중재를 실시한다(이 경우 중재인은 직권으로 양당사자의 어느 최종제
안을 채용할 것인가 판단한다). (d)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인이 단독의

중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이 경우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를 참작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제13조)
(4) 조정의 종료

조정절차는 (a) 분쟁의 쟁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쟁해결합의서

에 양당사자가 서명한 경우, (b) 조정인이 조정에 노력하여도 분쟁해결의
전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c) 어느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종료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에 종료한다(제18조).
(5) 비용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센터에 등록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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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불될 때까지 센터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센터로부터
2회의 독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1조). 조정인의 보수는 센터가 조정인과 양당사

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제22조), 등록수수료, 조정인의 보수 그 밖의 비
용은 양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 또한 조
정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센터가 결정한 액의 조정비용의 선불금의 기탁이

요구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센터로부터 서면에 의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탁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3조).
(6) 기타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규칙 제14조에 양당사자와 조정인과의 회합에 대해
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WIPO중재제도
(1) 중재의 개시
중재는 양당사자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하여(중재합의), 원고가 센터
및 피고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부함으로써 개시한다(제1조, 제6조). 중재개시
일은 센터가 중재신청서를 수리한 날로서 센터는 수리한 취지와 개시일을

원고 및 피고에게 통지한다(제8조). 준거법은 양당사자가 특별히 중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가 중재지의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지의 중재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59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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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통지․기간

통지․통신은 서면에 의해 작성하고, 우편, 팩스 등의 기록이 남는 방법

으로 통신․통지한다. 상대방의 송달처는 최후에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

의 소재지가 유효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당일까지 발송된 경우에는 송부 또

는 송달된 것으로 보고, 수리된 날의 익일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다만 양당
사자는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단축․연장할 수 있다(제4조).

피고는 중재개시후 30일 이내에 센터 및 원고에게 중재신청서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견, 항변 또는 상계를 기재한 답변서를 송부한다(제
11조, 제42조).

(3) 합의체의 구성

합의체는 양당사자가 합의한 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지만,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또한 센터의 재량에 의해 3인의 중재인이 선
임될 수 있다(제14조).

당사자가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합의하였지만 선임절차에 대하여

합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중재신청서에, 피고는 중재신청서를 수
리하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1명씩 선임하여, 당해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제17조).

단독의 중재인 또는 수석중재인의 선임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센

터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리스트(목록, 명부)에서 선임한다. 이 작업에서 결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가 선임한다(제19조).
(4) 중재인

중재인의 국적에 대하여 양당사자로부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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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되고, 단독중재인 또는 수석중재인의 국적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에는 양당사자와 다른 국적의 중재인이 선임된다(제20조). 당사자는 중재인
후보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다(제21조). 중재인은 자기의 공평
성,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서면

으로 확약시켜야 한다(제22조). 중재인의 공평성 또는 독립성에 대하여 정
당한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24조).
(5) 중재의 장소, 언어

중재장소는 양당사자가 결정하지 않는 한 센터가 결정한다(제39조). 중재

언어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재 합의한 언어이다(제40
조).
(6) 증거의 제출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 또

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관리하는 재산을
전문가에게 감정시키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8조).
(7) 정보의 개시

비밀정보의 취급(제52조(a))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

는 이유를 기재한 통지를 합의체 및 상대방당사자에게 송부하여(제52조
(b)), 합의체가 그 취급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제52조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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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거법

양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이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체가

선정한다. 중재의 준거법은 중재장소의 중재법이다(제59조).
(9) 재정

답변서의 배포 또는 합의체 설치의 어느 것이 지연된 시점으로부터 9개

월이내에 심리가 종결되고, 최종재정은 그 후 3개월이내에 내린다(제60조).
당해기간내에 심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정은 센터에 중재의

상황보고서를 송부하고, 각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한다. 중재법정은 그

후에도 절차종결을 선언할 때까지는 센터에 상황보고서를 송부하고, 각당사

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복수의 중
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은 과반수하고,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
석중재인이 단독중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을 내린다(제61조).
(10) 비용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센터에 등록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일단 납

부된 등록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관리수수료는 원고가 중재의 개시후 30일

이내에 센터에 지불한다(제68조). 등록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센터는 어떠
한 조치도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센터로부터 2회의 최고를 받고 15일 이내
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중재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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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사례

(1) WIPO 조정 후 신속중재 사건95)
① 한 출판사가 소프트웨어회사와 새로운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해당 프로젝트가 1년 이내에 완성되어야 하며, 분

쟁이 발생하면 WIPO 조정에 회부하되, 조정 회부 후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을 WIPO 신속중재에 회부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② 18개월이 지난 후 출판사는 소프트웨어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하
지 못하자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
고, 출판사는 WIPO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양당사자는 분쟁해결의 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조정을 통하여 후에 행
해질 신속중재절차에서 제기될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WIPO 상표 중재사건96)
① 캐나다의 A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자사의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

표를 미국과 캐나다에 등록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컴퓨터 하드웨
어 제조업자 B는 아시아 지역의 다수 국가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 거의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였다.
② 양사는 여러 관할지역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소송을 제

기해 왔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우선권이 있는 관할국에서 상대방이 상표

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금지 할 수 있었다. 양사는 각각의
95) WIPO 조정중재센터 홈페이지<http://arbiter.wipo.int> 참조.
96) 상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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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등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상표병존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에 WIPO 중재조항을 삽입하였다.

③ 그러나 캐나다 A사가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였을 때, B

사의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에 따라 A

사는 B사에게 중국에서 자신들의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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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식재산 중재제도 도입방안
제1절 지식재산중재제도의 도입
Ⅰ. 도입 필요성

원칙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유효성에 대한 중재를 인정하
지 않고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전속관할권을 부여하고 있

다. 따라서 담당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
판 등을 청구하는 절차에 의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식재산
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결방
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성 및 기술적 지식의 결여로 오는 사법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전치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전문성을 가진 행
정기관에 그 전속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다.97)
오늘날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단지 재화나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술
과 정보의 교역도 날로 증가하는 국제화의 시기에 이들 기술과 정보의 교
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를 신속하고도 전문적으로 또한
국제성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또한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기술이전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판결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술이전 또한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들
은 이를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다.
97) 유승우, 미국의 특허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재 가능성 연구,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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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행정전치주의에 의해 행
정관청인 특허심판원 에서 전속관할권을 갖고 또 법원이 이에 관여하는 지
금의 우리제도 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해 어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

식재산권 자체의 효력과 침해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원, 그 이외에는 법원
에 의해 각각 절차가 진행되어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심리가 분산되어 절차
와 시간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준거법에 의한 외국중재기관의 결정에 대

한 승인 여부는 2차적인 논제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사분쟁의 경우 우리
또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고 제네바협약이나 뉴욕협약 등
의 국제 조약이나 또는 특정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을 통해 상호주의98)에
의해 외국기관의 중재판정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중재에 관해서 우리는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
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외국기관의 중재판정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반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정을 지식재산권 중재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처럼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기술이전의 교역 또한 상거래의 일부이므
로 일반적으로 국제간에 인정되는 상사중재판정처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계
약에 의한 특허분쟁 또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중재를 허용한다 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없고 기존의 상사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조직과 절차를 지식재산권중재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우리도 지식재산권분쟁에 관한 중재허용을 법제화한 미국의 경우를
98) New York Convention §1(3) “어떤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비준
․
또는 가입한 경우 또는 이 협약 제
10조에 의하여 확대적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오로지 다른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
려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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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 등에 지식재산권 중재허용조항삽입과 지식
재산권 중재규칙의 제정 등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특허권에 대한 권리강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
지만 반면에 특허권 남용으로 오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위축현상 또한 심

각하다. 이에 지식재산권중재를 허용하는 나라들에서는 특허권과 독점규제
나 공정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식재산권중재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분쟁의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
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저작권

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상의 권리를 제외하여 이들 권리를 보호하
는 경향이므로 특허권의 남용으로 오는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
려있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식재산권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
재제도는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여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Ⅱ. 지식재산중재 법규 신설
1. 의의

미국은 특허법에 중재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어 특허중재 또한 미국

중재협회(AAA)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각 특허계약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
결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이 표준특허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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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가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중재규정을 특허법 또는 발
명진흥법 등에 신설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중재
조항 및 중재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식재산중재규정의 명문화
미국 특허법 제294조 제1항은 지금까지 중재로 인한 분쟁해결이 인정되
지 않았던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중재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이에 우리도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것
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적합성에 대한 시비를 일단락시키고 중재에 의
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활성화 및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
이라 생각된다. 중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범위로는 지
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체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합
의를 계약서에 당사자가 규정할 수 있다고 허락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전반에 대한 중재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지식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 민법의 계약상의 취소의 원
인에 해당하는 행위99)만 없으면 모두 유효하고 일단 행해진 중재계약은 취

소가 불가능하며 강행성을 갖는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재계약이 체
99) 민법 제4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로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것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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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 아니한 다른 특정의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이나 침해에 대하여 분쟁

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중 일방이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은 중재 절차 중 무효결정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동일한 지식재산권이라도 중재합의가 없는 다른 분쟁에서는 법원에 의해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재판정과 법원의 판결이 충돌한 경
우 미국 특허법 제29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규정과 같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미국 특허법 제29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판결은 당해 분쟁에 관련
된 당사간간에만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되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특정의 특허권 효력이나 침해에 대한 중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는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해당 특

허권에 대해 내려진 다른 중재판정에서의 판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
다. 이에 대해 분쟁 당사자는 이미 중재판정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으로 강

제력을 갖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지만 중재판정과 다른 결과로 후에 제3자
에 의한 소의 제기로 인해 법원이 무효 판정을 한 경우,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재판정이 수정될 수 있다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100)

이렇게 미국특허법 제284조 제3항이 명시하는 취지는 여전히 특허의 유
효성에 대한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논란을 법원의 판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수정에 의해 중재판정자체가 완전히 무효화되고 부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에 대해 중재계약 등을 하지 않은 제3자

100) US Code Title 35 Section 294 (c): An award by an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between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but shall have no force or effect on any other person.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may agree that in the event a patent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n award is
subsequently determine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in a judgment rendered by a court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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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소했을 때에 나온 결과가 분쟁당사자간에 내려진 중재판정의 수정
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 분쟁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다시 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재판정의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도 단지 제한된 경우에서만 가능하며 법원에 항소

할 권리가 중재판정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
다.
중재합의 등 모든 계약은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할 것임을 명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성립한 중재합의는 계약의 취소원인인 사기, 강

박, 착오, 부당위협, 부실표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나 쌍방의 합의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고 본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지식재산권 권리자, 그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 등의 성명,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성명과 함께 특허번
호 등을 기재하고 중재판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중재의 대상이 되었던 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하여 문서로 특허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수정판결을 신청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수
정판결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에 통지를 받은 특허청장은 당해 특허권기록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
며 중재판정의 집행력은 특허청장이 판정의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그 효력
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허판정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집행력을 갖지만 실직적
인 집행을 위해서는 통지만으로는 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를 확보한 것으로
보기 힘들므로 통지와 더불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실제 집행이 가능
하다는 취지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법률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규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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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관련하여 특허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명진
흥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개별 독립적인 법률을 신설하는 것
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논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지식재산권 중재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가능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각각의 중재마다 당사자에 의
한 절차 및 규칙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단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 합의된 내용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3. 지식재산 중재규칙의 제정

이에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근거 법률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중재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당사자의 특별한 합
의가 없는 한 일반적인 중재절차의 기준이 되어 중재진행과정에서 절차상
의 불일치로 인한 또 다른 분쟁을 줄이고 중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
칙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재규칙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현행의 상사중재규칙을 참조하
여 제안해 본다면101) 우선 당사자의 합의에 관한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
에 특약이 없는 모든 사항은 지식재산권 중재규칙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중
재절차 개시 후 기관중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
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규칙이 자
동적용 되게 함으로서 신속한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101) 이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중재규칙(안)으로 만들어 본보고서의 말미에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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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재규칙이 개정될 경우 중재개시 이후에 이 중재규칙이 개정되었
다면 중재가 개시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중재규칙을 당해 중재에서 적용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다는 의미로 이는 중재규칙 전반에 걸친 일반
적인 효력범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판정부의 구성에는 지식재산중재부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과 사무국에서 선정한 중재서기로 구성되고 이 중재서기가 중재절차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중재인선정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당사자에 의해 선정되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
다.
중재인 명부의 경우 사무국이 유지하게 하고 중재인은 특허법이나 전문
분야별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등재하고 중재인 선정방법을 만들어 이
에 따라 동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게 한다.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은 약 1,500여명의 중재인 명

부102)를 보유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재에 관해서도 지식재산권이라는 사
실관계에 정통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보유하게 한다.
중재사무국은 ①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방안, ② 한국

발명진흥회․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외

부기관에 두는 방법, ③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방법, ④ 특허심판원내에

두는 방법, ⑤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3)

또한 중재계약에 의해 중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중재를 개시하고자 하
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
102) 법조계, 실업계(노동, 무역, 기계, 금속, 증권 기타 각 분약) 학계, 단체대표,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등이
며 외국인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 상거래 분쟁의 증가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은 미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 등이다.

103) 다음의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서 상세하게 후술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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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국은 이를 접수한 후 피신청

인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하도록 한다. 이에 피
신청인인 상대방 당사자는 일정기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대신청
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현

존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 경우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쌍방은 촉탁 합의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
다.
중재진행상의 중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요청이나

중재사무국의 재량으로 당사자, 대리인, 중재서기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
하여 중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상의 모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
하도록 하고 중재장소의 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중재신청이나 분쟁발생 후
협의에 의한 중재촉탁을 한지 수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

무국이 그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
사자는 이에 구속된다"라는 규정을 둔다. 이에 일방 당사자가 중재지를 제

안한 경우 당사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전자에 제안한 장소가 중재지로 결정됨을 또한
명시하고 이는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
상 중재절차가 지연될 경우 신속한 중재절차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중립적이어야 할 중재인이 당사자 어느 일방과 특별한 관계일 경우에는

관리의 제척․기피에 관한 경우처럼 중재인의 자격104)이 상실되나 당사자
104) 중재법상 중재인의 결격사유는 첫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둘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넷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다섯
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섯째 공민권의 제한 또
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등이다.(한국 중재법 제5조, 일본민사소송법 제792조, 독일 민사소송법 제
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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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합의가 있거나 적법한 중재인 선정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게
한다.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규정해야 하는데 중재인 선정방법은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5)

첫째, 명부에 의한 선정 방법으로 이 경우는 당사자간에 중재인선정에 대

해 합의가 없는 경우가 문제로 된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재청구 또는 분쟁발생 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중재촉탁이 제출된 직후 이
미 준비된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한 명단을 양당사자에게 동시에 발송하게
하고 이에 통지를 받은 양 당사자들은 명단 발송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기
피나 제척하는 인물의 이름을 기입하여 삭제하고 또한 나머지 명부에 대해

서는 선호하는 인물순으로 번호를 협회에 반송하게 한다. 만일 기간 내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그 당사자는 협회가 선정한 모든 인물을 수락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무국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반송되어 온 명부 중에서 양 당

사자가 공통으로 지명한 인물 중 1인을 선정하여 이를 지명된 본인에게 통
보하여 동의를 구하는데 이때 선정된 본인이 중재인이 될 것을 거부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원만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지
정한 또 다른 남은 인물들 중에서 중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사무국
은 당사자들에게 추가명부의 통지 없이 중재인단 명부 중에서 다른 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임된 단독 중재인이나 중립 중재
인은 특허법 등 법률에 정통한 자이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에 의한 직접지정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설정
기간을 약정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중재인선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내에 중재인선정을 하지 못하거나 중재인 선정약정은 하였으나 기간을 명
105) 유승우,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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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아 사무국이 중재인선정을 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날로
부터 수일이내에 당사자가 기피하는 인물을 삭제하고 선호하는 인물들을

번호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사무국으로부터 선
정되어 통지된 인물 중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지명한 인물이 없는 경우 이
는 당사자간 스스로 중재인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하고 중재인은
사무국이 선임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명 중재인에 의한 중립 중재인 선정인데 당사자 각각이 그

들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두 중재인이 중립적인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제3의 중립 중재인 선정 기간이 약정되어 있으
면 그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면 되지만, 제3의 중재인 선정기일

에 대해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무국이 제3의 중재인 선정 기일을 지정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이 통지 발송일로부터 수일이내에 당사자간 제3의 중
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선정하게 한다.
중재인의 수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협의가 없는 경우라도 사무국
이 재량으로 복수의 중재인의 선정을 지시하면 복수의 중재인을 둘 수 있
게 한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나 기타인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게 한다.
또한 중재인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중재의 연기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연기해야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요구나 중재인의 재량권에 의해서
도 중재를 연기할 수 있게 한다.
증인에 대한 심문에 있어서 중재인은 심문 전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게 규정한다. 중재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만장일치로 하고 중재계약상 만
장일치를 명백히 합의하지 않은 한 다수결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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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은 심문 장소와 일시를 결정하며 늦어도 심문개최 일주일 전에 사

무국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106). 단 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
하거나, 통지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한다.

변호인에 의한 대리가 가능하고 당사자는 자신들의 부담을 조건으로 속
기록과 통역사의 준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무국은 이를 준비하도록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중재인의
권한이며 당사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수리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대면한 상

태에서 하여지도록 한다. 또한 중재인은 증거 수집을 위해 증인의 소환이나

증빙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중재인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명령이나 중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중재인은 당사자가 더 이상의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의 채택요청이 없을

경우 심문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그

것의 최종 수리일을 심문 종결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인 자신이나 당
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심문을 재개시킬 수

있게 한다. 중재인은 계약의 이행명령이나 특허침해를 종결짓기 위한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구제를 행할 수 있어야 하고 판정시 중재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수수료와 경비, 사무국에 지급해야
하는 중재 관리금 및 경비에 대한 판정도 같이 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화의판정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당사자 쌍방이 화의
하여 중재인에게 합의된 화의조건대로 판정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 중재인
은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결과로 나타나 판정문에 대한 송달

방법으로는 중재인은 사무국을 통하여 판정문의 원본이나 등본을 당사자나
변호인의 최근 주소로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106) 이 규정을 위반한 통지는 중재판정취소의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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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시 신청인 본인의 부담을 조건으로 특허
청장에게의 중재판정결과 통지를 위해 사무국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중 이

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복사 공증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서류는
중재판정이전의 것으로는 중재계약의 성립 및 불이행에 관한 판정과 중재
판정이후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107)나 강제집행판결을 위한 소송

에 관한 것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고
합의할 경우 중재판정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받은 자가 중재결
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음을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인의 보수는 당사자와 중재인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지

급은 사무국을 통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국이 보수를 정하여 당사자와 중재
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재인은 중재에 관한 권한과 업무에 관한 한 중재규칙을 적용하고 해석

하도록 해야 한다. 중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별다른 협의가
없는 한 다수결 원칙에 의해 판정하나 만약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밖의 모든 규칙은 사무국이 해석적용하게 한다. 관리요금은

중재신청 시에 예납을 원칙으로 한다. 그 청구기준으로 사무국이 정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 또는 반대청구금액이 사무국이 정한 최고 한도

107) 한국 중재법 제13조에 의해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둘째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이어서 당사
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때이나 이에 대한 당사자가 후에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
을 내용으로 한 때이다. 즉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판정의 경우이고 넷째 중재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이나 이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다섯째 민사 소송법 제
422조 1항 4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이러한 취소의 소는 판결로서 중재판결을 취
소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다. 중재법 제18조에 의해 이는
취소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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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는 경우나 클레임청구가 아닌 경우 그 관리 요금은 사무국이 결
정할 수 있게 하고, 중재신청 시 청구금액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사
무국이 정한 일정액수를 선납시키고 그 후 클레임 청구금액이 결정되면 그

것에 따라 관리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분쟁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는 표준관리 요금에 일정률을 더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당사자가 중재심문의 연기를 요청할 경우 사무국이 정한 일정액을 선납
할 수 있게 하고 이어 또다시 추가로 연기할 경우 매회 일정액을 납입하게

한다. 또한 사무국 사무실을 장소로 하여 열리는 심문은 매회 일정액의 사
용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사무국이 선정한 중재인 명단이 당사자의 우

선순위 선택을 받기 위해 발송되기 전에 당해 중재사건이 화해 또는 철회
된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되게 하고, 중재인

명부 발송 후 당사자로부터의 명부 반송일전에 당해 사건이 화해 내지 철
회된 경우는 사무국이 정한 일정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일정부분을 반

환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명부의 반송 후 심리개시 전에
당해 사건이 화해 또는 철회된 경우 사무국이 정한 일정액을 초과한 나머
지 금액 중에 일정부분만을 반환할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방

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먼저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적합성에 관한 논란의 이슈가 되는 공공질서와의 충돌문제와 법체계의 미
비로 오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적용의 곤란성 등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경우처럼 특허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법상 명

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 미국과 같이 지
식재산권 중재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중재실현의 법적토대를 마련하
고 이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의 절차전반에 걸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적용함을 홍보하고 권고
함으로써 절차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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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판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재규정과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재규칙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설할 것인가
가 필요하다.
우선 지식재산권 중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 지금
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전문성과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가 공공질서
를 위한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실정법상 특허청의 관할권에 지식재산권 분쟁의 판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주
무관청인 특허청의 소속하에 지식재산권 중재규정신설을 위한 위원회를 두
는 것이 지식재산권 중재라는 사법관계와 특허권부여라는 공법상의 행정행
위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키며 지식재산권 중재규정의 제정을 위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률제정문제, 규칙의 제정문제, 사무국의 위치 문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제2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Ⅰ. 현황
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배경
우리 나라가 세계 5위의 지식재산권 다출원국가로 부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간은 물론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또한 날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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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이다.
상품의 Life-Cycle이 짧고 기술수명이 날로 단축되어가는 지금은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지식재산권보호의 실익이 상실될 뿐 아니라 첨

단기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분쟁내용이 고도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

음에 따라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간이중재․조정제도의 필요성
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1995년 1월 산업재산권분쟁조
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 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마련에 역점
을 두었다.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 신청비용도 행정서

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처리(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 있는 대리
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절차를 비공개

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다.

합의가 잘 진행될 경우 몇

년이 걸릴 사건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중개자의 역할도 맡아『분쟁당사자 관계』를『기술파트너 관계』로 엮
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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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절차
(1) 조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기하여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화해를 목적으로 알선․조정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 구성은 위원장은 특
허청장이 지명하는 자(현행 : 특허청 차장)이며,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관계, 법조계, 비영리민간단체 등 15인 이상 ～ 2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정신청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44조)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
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소극

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정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내용
이외에는 모든 사안이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조정신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동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가.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나.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판단
만을 요청하는 사항
다.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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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에 대한 사항

ⅲ)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② 담당조정부의 설치(발명진흥법 제42조, 운영세칙 제8조)
조정위원회는 효율적 분쟁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별로 담당조정부를 두어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담당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③ 담당조정부(3인)의 조정위원은 당해사건의 분쟁조정을 주도한다.
ⅰ) 당해분쟁사건의 실체파악 및 조정안 작성

ⅱ) 분쟁 양당사자에게 조정안 수락권유 등 화해 권고

ⅲ) 분쟁 양당사자간에 Cross - License,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유도

④ 조정위원의 준수사항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화해의 알선․조정의 직무수행중 알

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발명진흥법 제49조의 2, 동법시행령 제

19조).

조정안에는 당해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확인 등 심판에 의해

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운영세칙 제32조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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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절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는 규정으로 발명진흥법 제41조～제

49조의 2,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26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
영세칙(특허청고시)이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분쟁의 발생 → 신청서제출(신청인이 조정위원회

에) → 조정권고서송부(조정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에게) → 답변서제출(피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위원회에) → 조정준비(담당조정부지정, 분쟁사건의 조
사․연구, 조정안작성, 조정기일의 지정 및 당사자에의 통보) → 화해권고
(조정안수락의 권유) → 수락(조정조서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정에 관한 규정 중에 산업재산권분쟁인 것을 고려한 특징적 규정으로

운영세칙 제18조(조정신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제19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제32조(조정안작성)가 있다.
(6) 조정인

조정인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의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

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위원은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

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

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108)

108) 발명진흥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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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정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세칙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조

정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하여 선정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7) 비용

신청비용 및 조정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되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대리인이나 감정인의 비용은 사안에 의해 결정되

고, 당사자가 부담한다.
(8)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담당조정부의 조정안
이 나온다.
처리기간 및 단축을 위해서 조정권고서송부(운영세칙 25조), 조정기일의

연기(운영세칙 제31조) 및 화해권고(운영세칙 제33조)규정이 있다.
(9) 기타

분쟁사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소송에 선행하여 조정제도를 우선 이용

하면, 시간 및 비용의 면에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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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재산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다음의 “Ⅱ. 2. 운영상의 문제점 (4) 조정신청

건수와 성립율의 저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적이 미약하다. 실적이 미약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
도는 조정의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 등 강제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3.8%
차지하여 강제집행 등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심판이나 소

송 등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동
시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8.8%를 차

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미약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응답으로는 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서와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11%를 차지
하였으며, 기타의 사유로 조정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분쟁의 특성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응답과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은 권리의 완전성
이 결여되어 있어 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
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을 하였다.
< 그림1 >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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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상의 문제점
(1) 조직구성원의 전문인력 부족

현행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은 특허청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9명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명의 조정위원은 산업계에서 2명, 학계 2명, 판․검사 2명, 변호사 2명,

변리사 8명, 특허청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산업분야의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특허청이 현재 5개국(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
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에 해당하는
5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허청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인력을 활용하여 퇴직 후에 계약직 등으로 재기용하
는 제도가 있어야 하겠다.109)
(2) 조정대상 범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이용률 저하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재산권에 관련되는

분쟁이나 산업재산권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영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 분쟁 등 화해의 알선, 조

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동 운영세칙 제18조). 따라서 조정 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중인 사
건이나 등록된 건에 대한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109) 이귀화, 산업재산권침해로 인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관한 연구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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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출원중인 건에 대한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출원의 우선심사의 이

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의 무효․최소여부, 권리범위확인 등에 대한

내용도 조정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
및 중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한다.
(3) 비현실적인 임금
조정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기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전문인력에

합당한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 조사반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경

우에 조사반원의 여비는 현재 공무원 여비기준의 2호 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조정위원에 대한 보수나 수수료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조정위원에 대한 여비나 인건비는 시간당, 사건당 및 조정성립 등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성공에 따른 인

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의 성립에 적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조정절차의 비현실성
특허청장은 당해 사건에 대해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사항을 조
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특허청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조사반을 구

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하여 담당조정부에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안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동 세칙 제28조). 이와 같이 간단한 조사
에 대한 결과자료를 조정안에 활용하기란 신빙성의 문제와 기초자료의 부
족으로 조정에 이르도록 하는 충분한 자료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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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립한 조정의 불확정적 효력
담당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합의를 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조정

조서에 작성하여 양당사자, 조정위원, 조정위원장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동 세칙 제34조). 합의된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
어 조정이 성립한 후에는 다시 아무런 제한없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합
의된 조정안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불확정적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만약 강제력이 있다면 활

용하겠다는 응답이 53.3%<그림 2>를 차지하여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산업
재산권 분쟁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
< 그림 2 > 산업재산권 분쟁해결방안에 강제력이 있다면 이용하겠는가?
(단위 : %)

(6) 단일화된 담당 조정부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담당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정부는 조정위원 중에서 3인 또는 필요한 경우에 5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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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
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동 세칙 제8

조, 제9조, 제10조). 단일화된 조정부로서 분쟁의 기술분야 및 분쟁의 특성
에 맞는 조정부가 구성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점이 있다.
앞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분쟁해결 제도의 이용율

이 저조하다고 답한 것 중에는 강제력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40%)과 조정인이나 중재인 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용을 꺼린다는 응답

(6.7%)를 합하여 46.7%가 조정인이나 중재인 등에 대한 신뢰성 부족도 상

당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단일화된 조정부가 전문성을 살리지 못
하고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2. 운영상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적 개선

만으로는 조정제도를 100% 성공시킬 수는 없다. 이에는 인적, 물적인 뒷받
침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1)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대기업은 권리침해사실의 공표를 우려하여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

공개적인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조정보다는 심판이나 소송

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즉 권리자는 침해자를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형사고소를 주로 선호하고, 침해경고를 받은 자(침해자)는 권리자
와 합의하거나 심판청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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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리사 등의 조정제도 활용안내 기피
당사자간에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직접 당사자간의 화해를

성사시키기를 선호하고 있고, 당사자간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보다
는 분쟁의 해결이 확실하고 몇 차례의 수임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심판을 청
구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3) 조정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정위원 선정 애로
조정회의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고 조정수당도 충분하지 못하여 사건담당
조정부 구성시 조정위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도 나타나고 있
다.
(4) 조정신청건수와 조정성립율의 저조
조정신청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

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년간 총 산업재산권 분쟁건수를 고려하지 아
니한 채 단순하게 몇 건이 만족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금의
신청건수로는 상당히 미흡하다.110) 신청건수가 저조함으로 조정성립율이 저

조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성립율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든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강제실시권에 관한

중재사건은 2002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2회 조정, 2003년 1회 조정을
시도하여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
다.
아래의 <표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
110) 그나마 신청건수가 많은 ADR 기관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2003년에 1151건의 조정이 신청되었고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108건이 신청되었다. http://www.copyright.or.kr, http://www.ec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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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수 가운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한 사건수는 1999

년부터 2008년까지의 신청건수 대비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111)
< 표9 > 연도별 조정신청건수와 성립건수112)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조정신청

7

조정성립

3

조정
불성립

4

5

5

3

3

15

5

5

2

1

1

13

4

4

5

5

5

5

1

1

4

4

4

계
59
9

4

50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분쟁해결수단으
로서의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산업재산권자의 권리의식
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의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의 미비

TRIPS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개정 산업재산권법의 발효와 함

께 장차 외국인과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국 산업재산권자와
국내의 기존 이용자들과의 마찰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차원에서 국제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조정
부의 설치를 검토하고 또한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113)
11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래 조정의 신청건수는 2008년 말까지 93건, 조정성립율은

23.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112) 특허청, 2009 지식재산백서, 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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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위원의 적극적 개입과 전문성의 제고
조정의 신청 및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조정의 성립율을 제고하고, 그 결과 산업재산권분

쟁조정제도가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 수단임에 분명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임하는 조정위원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조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정위원은 비록 학계, 법조계, 행

정 조직내에서 상당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한 자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들
은 모두 비상임위원이며 특히 신임위원의 경우 적어도 산업재산권법 및 관

련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재 조정
에 임하여 매번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책임있는 전
문적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114) 따라서 분쟁사안에 대한 사
실관계의 충분한 조사 및 법적 판단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정연구인력으

로 하여금 조정위원을 보좌하게 한다든지, 현재 전원 비상임체제로 운영하
고 있는 것을 일부 위원을 상임화하여 보다 책임있는 조정안을 권고하게
한다든지 또는 현재의 조정기능에서 중재기능을 포괄하는 중재․조정부로
의 제도개편을 모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은 침해자체의 인지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비롯하여

침해범위 확정의 어려움,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도 침해와 관련한 손해와의
113) 산업재산권분쟁에 관한 재판외분쟁해결 제도,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연구센터, 1997.12,

114) 참고로 중재의 경우이긴 하지만, 상사중재원의 경우 년간 300여건의 중재가 이루어지며 중재 1건당 5인
정도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있어, 중재인으로 1,500여명의 풀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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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내지 손해범위 확정의 어려움, 실효성있는 구제를 위한 신속한 구
제수단 강구의 필요성, 국제적 분쟁가능성이라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특징과 관련하여 법률은 다양한 특칙을 통

하여 침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과실추정의 규정으로서 특허

법 제13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65조, 상표법 제68조 등이 있고,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규정으로서는 특허법 제1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상표법
제67조 등이 있다. 서류제출과 관련하여서는 특허법 제132조 및 디자인보호
법 제66조, 상표법 제70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한 법원에 의한 분쟁해
결로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이나 값싼 비용에 의한 분쟁의 처리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의 경우, 국내분쟁 뿐

만 아니라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그 주된 분쟁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런데 법원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역사적, 문화적 산물
로서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재판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
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활
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할 것

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산업재산권의 권리자들이 조정제도의 장점이나 효율

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나아가 동제도의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제도

의 홍보,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각종 출판물에 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있

으나, 이에 더하여 산업재산권 침해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
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을 추가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조정의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가 원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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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다각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정이라는 본래
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조정제도 또는 제정절

차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정전치주의 또는 중재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1. 각 분야별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
유능한 조정위원을 많이 선정, 위촉하고, 조정위원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

훌륭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정위
원후보는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우수한 조정위원을 구성하여
신중하게 심의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고,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학력, 경

력, 현재의 직무, 그 사람의 주요업적, 특별한 능력, 법률적 안목, 성격과 인
품, 사회적 평판 등을 잘 조사하고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 간단한 설명, 개별적인 의견교환, 조정에 관여할

때 진행에 관한 간략한 안내 외에 조정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교육과정 및
연수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안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분쟁조정인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분쟁조정관련 전문가, 학자, 실무자 등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단기
코스의 교육으로 조정위원에게 기초교육 및 정기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위원의 자체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지원하여 산업재산권분쟁 해결방법 및 조정기술에 관한 강좌를 실시할 필
요도 있다.
그 외에 조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연수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조정
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조정제도에 대한 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수습중인 특허 연수생을 비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의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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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의 결과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조사,
감정기관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의 요건을

미리 정해두거나 조사, 선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재산권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전문 감정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감정
인명부를 만들어서 감정인 후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또는 홍보를 담

당하고 감정인 선정을 관리하며, 당해 감정인에 관한 보수지급을 관리하도

록 한다. 또한 감정인 후보의 자격과 선발기준을 사전에 만들고 그에 따른
감정인 후보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정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민사소송에서는 감정비용을 담당자가 전액 부담하지
만 감정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소송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으로 해결하려는 유인도 될 수도 있다.
2. 조정신청의 활성화 유도 및 홍보확대

국민들 사이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존재 및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제기 대신에 조정신청을 하도
록 유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의 홍보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TV, 신문, 잡지, 지하철 광고판 등 각종 보도방송매체를 통

한 조정제도의 홍보, 변리사회,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조정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 산업재산권 등록창구 및 민원실 등에 안내책자를 추가 비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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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산권 상담원 기타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도록 적
극 유도하고 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실시 할 필요가 있다.
심판청구서 등의 배포시에 조정제도 이용안내 자료를 동시에 배포하거나,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산업재산권 관련 인쇄물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잡지에 조정위원회의 이용안내문을 게재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이용제도에 대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

단체, 특허청내 대민업무부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 조정제도 안내 책자

를 제작 배포, 비치하여 널리 조정제도를 홍보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의 조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
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할 필요도 있고,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의 접수를 인정하고 서면접수의 경
우 당사자들이 정형화된 서면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
록 조정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산업재산권등록창구에 비치할 것도 요망된
다.
3. 조정위원의 조정 전담 및 효율화
각 사건별 적합한 조정위원의 선정, 소송자료의 송부와 안내 및 통지, 통
계 및 기타관리 등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 조정위원수당의 현실화, 사실조사 및 출장비지급에 관한 현실
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기실도 설치하여 불가피하게 공개로 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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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4. 조정이론 및 조정기법개발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조정연수회, 조정사례발표회, 조정담당자회의 등을 통하
여 효과적 조정방법과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정장이 당사자들로부터 미리 조정안에 승복할 것과 이의신청을 포기한
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형식으로 처리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조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위원의 수를 기술전문분야별로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는 규정만 있
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두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조정의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중재제도와의 사무국 통합 문제와 연관되므로 뒤의 지식재산권중재사무
국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조정제도의 취지가 소송의 전 단계에서 조정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

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업무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개인적 업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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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 이외에 상임위원 2인을 더 두어
서 매사건마다 상임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조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허청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분

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조정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기관으로 사무관, 심사관, 관
계전문가 등을 두어 분쟁조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분쟁당사자의 알권리의 보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나 특허청 공무원 등을 위

촉하여 분쟁조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분쟁 당사자 측에서는 분쟁
과 관련된 정보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평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

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 측에 정보제공청구권이나 자료열람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정절차에서 본인출석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불출석에 대한 과태
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연구관제도, 조정연구기관설치

조정의 성립률 제고 및 조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조정담당자의 적
극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및 이를 통한 가장 합리적 조정 권고
안의 제시가 조정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 모두 비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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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을 적어도 4인 내지 5인은 상임위원으로 임
명하여 책임있는 조정을 수행하게 하거나 또는 현재의 비상임위원체재를
고수하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과 같이 조정연구관제도를 도

입하여 조정권고안의 제시를 위한 전단계적인 사실조사, 조정선례나 법원의
판례검토 및 당사자의 접촉을 통한 사전절충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
상임 조정위원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제도와 조정위원회 운영을 계속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조정에 제기되는 사건의 경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하여 효
율적인 조정제도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정연구기관의 설치
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8. 긴급조정제도 및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산업재산권분쟁이 당사자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해
분쟁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당해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방안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민사조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송계속중인 수소법원
의 직권조정 회부에 의하여 개시된 민사조정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
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115) 이는 일종
115) 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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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제조정을 의미한다.116)
이러한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결정에 대해 담당자는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

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1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였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가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해결을 하여야 한다.118) 민사조정법은 강제조정을 의
무화함과 아울러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강제조정의 의무화는 직권 조정회부 요건의 완화 및 수소법원에 의한 자
체처리와 더불어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간이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야 조

정에 임하고, 그나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에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조정의 활성화는 어렵다. 때문에 산업재산권분

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임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안되면 조정에 갈
음하는 결정을 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당사
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지엽적
116) 강제조정제도는 중재제도와 연계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117)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참조.
118) 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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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
락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
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정위원의 관여로 분쟁해결의 기준이 명
백히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강제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재산권도 공권적 성격이 강해지는 추세이므로 민사조정에서의 강제
조정제도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제한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행정소송법은 행정청 처분의 취소를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119) 규정하여 임의
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
정의 자기통제를 확보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
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조정전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산업재산

권에 관한 것은 다 해결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전체적으로 분쟁해

결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치를 선택적(임의적)으로 할 필

요가 있다.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분쟁에 있어
서 조정전치를 한다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11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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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영역에 대한 조정전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업재산권 분쟁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조정에 친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많은 사건이 조정단계에서 걸러지게 되어 법원의 업무경감과 효율적
사건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10.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및 중재제도 연계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기관에 회부하는 것은 실제로는

조정제도의 최대 관건이다. 조정제도의 제공기관으로서는 그러한 기회를 살
려서 실적을 쌓아 나가면서 종국에는 독립의 사건도 취급하는 등 발전하여
나가게 될 수 있으므로 조정제도의 활성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사
건의 유기적인 연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민사조정법 역시 제1심에서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소법원이 사
건의 내용상 조정가능성이 없거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
명히 하였거나 기타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변론절차

도중에 바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공증받은 서면으로
화해나 포기 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화해 등에 의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반 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정식재판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절히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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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소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정기관에 보내는 경우와 일부 사건의
계속은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조정기관에 맡기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예컨대 법원이 쟁점정리나 일정한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에 한정하여 사건

을 조정기관에 이행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는 필요한 쟁점정리나 사실인정을 관련 전
문 조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용
자의 편리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한편으로 조정제도에 의해 조정에 실패하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서 논의하는 중재제도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Ⅳ. 소결

지식재산권이 기업전략상으로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면

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소송의 증가는 지

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중재나 조정과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전 단계의 분쟁해결방
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또한 권리별로, 관할 부처별
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호되는 권리의 성격과 그리고 분쟁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와 그 외의 것과는 현실에서

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해서 설정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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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행정기관인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내
지 무효심판 등을 거치고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120)에서 처

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침해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소송으로 진행된다.121)

반면, 저작권의 경우 특허권 등과는 달리 등록의 실질적 요건이나 등록관

청의 심사권한 내지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22) 하지만,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한 지식정보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
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등록을 요구하는 이유가 소유권의
확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정보 재화 및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식정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등록과 관리
는 보호와 규제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다.123) 따라서 저작물과 컴퓨터프로

그램의 등록과 이에 대한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특허청 산하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법이 아닌 발명진

120)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6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
이 정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 종자산업법 제105조에서 그
소정의 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1) 특허청
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2) 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
소송, 그리고 (3) 종자산업법상의 소송 (종자산업법 제105조)으로 특히 (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의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나) 품종보호
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121) 통상 특허소송은 특허법 제186조에 의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심결취소소송만 의미한다. 하지
만, 넓은 의미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일종인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의 본안과 가처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등 청구소송, 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 등)과 기타 특허권의 귀속을 둘러싼 민사소송(특허권등록이전청구소송출원인명의변경절차이행소
․
송공유특허권확인소송
․
등), 행정소송의 일종인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불수리처분취소, 절
차무효처분취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2003
년, 665-666면).

122) 대법원은 1977. 12. 13 선고, 77누 76 판결에서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하여
등록관청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23) 김동환,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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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제29조)하여 1995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저작권 혹은 프
로그램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한다면, 산업재
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
인발명가, 중소기업가 및 영세실업가들의 심판 또는 소송에 다른 비용부담

을 걱정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124) 그 근거로 저작권법 또는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조정의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나, 특허권 등에 기한 발명진흥법에 의한 조정의 경우 무료이
다.
특히 비슷한 성격의 ADR이 그 기관 및 해당 주무부처의 기관논리에 의

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ADR 및 사법체계와도 전혀 조
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125) 따라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

련된 분쟁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전문인력 풀을 사용하면 훨씬 분쟁해결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이용율을 제
고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도입이
다. 이를 다음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124) 홍성찬, 앞의 논문, 9면.

125) 남형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적
재산권법제연구원 세미나, 2005년 7월 27일,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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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중재제도의 도입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쟁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본다.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성공여부에 대해 한가지

첨언한다면 중재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홍보에 좌우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
정제도 또한 홍보의 문제로 인해 인지도가 낮은 것처럼 중재제도의 경우에
도 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아서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가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126)
Ⅰ. 법제
1. 제1안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안
미국법제와 같이 특허법에 중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은 중재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규칙에

의해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방법을 지식재

산중재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안이다.
물론 중재규칙에는 중재절차, 중재인의 수,127) 중재인 선임방안,128) 중재
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26)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도 홍보가 가장 문제라고 하였다.

127) 상사중재원의 설명에 의하면 중재인의 수는 중재사건당 5인내외가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즉 상사중재
원의 경우 년간 중재건수가 300여건 내외이므로 이의 5배수인 1,500여명의 중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한
다.

128) 중재인은 교수, 변리사, 변호사,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정부(특허청) 관련자 등 다양하게 선임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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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로는 미국의 법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83년 미국특허법 개정에 의해 연방특허법 제35편 제294조에 특허
에 관한 임의중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 변리사특별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983년 특허임의중재
규칙(Patent Arbitation Statute)을 신설하였다.

중재의 근거 규정을 특허법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특허법에 직접 규
정함으로써 대외 선언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으로 단점으로는 특허법에 중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실용

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재

산 관련 법률에 개별 규정 또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여야 함에 따라 입법절
차가 복잡해 질 가능성 있다. 현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도 특허법에 규
정하고 있지 않고 발명진흥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2. 제2안 발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안
제1안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방안이지만, 이의 경우에는 중재기구 자체를
외부기관에 둘 경우와 동일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
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129)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산업재산 모

두를 포함한다. 정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

책,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에 대한 업무촉진 등 해마다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9) 발명진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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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재산권 중재제도의 도입 근거를 발명진흥법에 둘 경우 지식재
산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정과의 관계에서도 발명진흥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즉 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
생하여 당해 당사자가 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화해를 목적으로 한 알선·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발명진흥법 제41조 내지 제49조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에 관한 상세
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41조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

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
조정부를, 제43조에서 조정의 신청절차 및 조정기간을, 제44조에서 조정신청

의 대상범위를, 제45조에서 출석의 요구를, 제46조에서 조정의 성립을, 제47

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을, 그리고 제49조에서 경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중요하게도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등
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운

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우수한

발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지원기관의 설립, 그리고 발명의 진흥, 산업
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경
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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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재의 범위

우리나라 「중재법」제1조에서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중재의 대상이 된다. 즉 분쟁이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 및 강제집행법
상의 권리 등과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는 것이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비송사건, 친족법

상의 법률관계 등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분쟁도 기본
적으로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중재
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한다.130)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중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즉,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립에 국가기관에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 분쟁해결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견

해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것이므로, 당
사자가 그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를 국가
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131)이다.
특히, 현행「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중재의 범위는 산업재산

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고,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30)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정찬모,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가능성,” 「仲裁」제307호, 2003 참조.

131) Bὅckstiegel Public Policy and Arbitrability, COMPARATIVE ARBITRATION PRACTICE AND PUBLIC
POLICY IN ARBITRATION, 198 (1986).

- 151 -

- 제4장 지식재산 중재제도 도입방안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1982년 특허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는 특허의 유·무효 및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특허청(PTO)의 전속관할 사항

으로 보고 이를 중재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소송의 단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특허변호사협회는 특허의 무효여부는 물론 침해에
관한 분쟁을 연방중재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특허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에서도 중재의 범위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

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 확인, 특허의 무효여부 등에 관해
판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44조에서 조정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과연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컨대, 중재는 소송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특허침해소송은 대개

의 경우 특허권의 취소, 무효 판단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에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법

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즉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되

는 것이며, 이 또한 중재 결과에 대해 양당사자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의 유․무효 등을 중재 범위에 포함하여도 중재의 결
과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제3자
에 의한 특허의 유․무효 등의 효력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의중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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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유․무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하여도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 또한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일

본, 미국 등의 대체적인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구하는 사유로 양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앞의 일본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유․무효의 문제
가 관련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 중재인이 지식재산에 관

한 공평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효 또는 무효성에 대해서 의
견을 말하고 그 의견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촉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특허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다
투지 않고, 쌍방이 납득하는 손해배상금액 등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법규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한을 둘 필요

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와 조
정은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분쟁조정의 범위를 산업재

산권 유․무효에 대해서는 조정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

여 중재와 조정의 범위는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Ⅲ. 사무국

사무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의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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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이용하여 중
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할 것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과 중재는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는 양당사자의 중재합의를 선행조건으로 하며,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에 의한 중재가 있으면 이는 양당사자 사이에 법률관
계의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중재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양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방식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성은 없는

것이 된다. 즉 조정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
인에 의한 결정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식재산권의 조정과 중재는 양당사자의 입장에
서 보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정과 중재가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지
거나 별도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느냐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그림3>에 의하면, 특허중재제도의 사무국을 특허심판원

내부에 두자는 의견(33.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사중재원에 지식

재산권 중재부를 신설하자는 의견(27.4%)과 별도의 독립기관을 신설하자는
의견(22.6%)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또는 대한변리사회 등에 지식

재산중재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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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 지식재산중재 사무국 설치 기관(단위 : %)

이는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재기능을 특허심판 등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한편으로 중재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
도 중요한 항목이므로 이러한 기능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사중재원에 지식재산중재부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중재 사무국을 특허심판원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에서 상세하게 논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에서 중재기능의 사무국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일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논해 본다.
1. 제1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두는 방안
(1) 의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산업재산권분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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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사자의 화해를 목적으로 알선․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다. 위원회의 구성은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장(현행 : 특허청 차장)과 산
업계, 학계, 관계, 법조계, 비영리민간단체 등 15인 이상 ～ 20인 이하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재산권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 조정인
수만으로 중재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중재의 종류에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와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중재법은 기관중재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계약에 대하여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가령 약정대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중재판정에
따르기를 기피하므로 임의중재는 이용도가 적고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상
설 중재기관에 맡겨서 수행되고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현재 조정을 전담하는 실체적 기관이 없
이 특허청 내부에 담당 직원만 두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이유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위원회의 조정 건수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9년부터 ’08년까

지 신청 건수가 5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조정성립 건수는 9건에 불과한 실정이
다.
이러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식재산권 중재
제도의 사무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장단점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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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점
분쟁조정기관에 중재를 도입할 경우 분쟁당사자가 조정에 앞서서 그리고
조정절차 중에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중재
합의를 유도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중재(Med-Arb),

간이중재

(Expedited arbitration),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
다.
국내외 IP 중재기관의 경우 조정, 중재, 알선 등을 함께 실시하여 분쟁당

사자들에게 다양한 ADR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정, 중재 등 ADR
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13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서도 분쟁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사무

국을 통합하여 일괄 운영하여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3) 단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통합하

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의문이다. 즉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 중재는 양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선결되어야 하
므로 조정에 실패한 사안에 대해 양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통합하여 산업재산권 분재조정위원회에서
132) 미국, 일본, WIPO 등도 조정과 중재를 동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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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여도 중재의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의문점은 남는다.

(4)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기능 통합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
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정뿐만 아리나 중재의 활성화 여부는 현재 위원

회의 독립성, 중립성, 전담인력, 중재규칙 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 있
다고 판단된다.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이 조정에 의해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또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 일본, WIPO 등에서도 중재와 조정은 동일한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조정과 중재를 동일한 사

무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그 사무국을 특허청
내에 두느냐 아니면 외부기관에 두느냐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동일할 것
이다.
다만 현재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국 등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사무처리 등이 많아지는 경우 대처능력에 의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WIPO 등에서도 사무국의 제대로 갖추어져 있

으며 이를 위해 조직의 정비, 인원의 보강 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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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 산업재산권 ADR 기관의 설립은 국내 ADR의

발전은 물론 지적재산권 국제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 중국, 일본간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한·중·일 지적재산권 분

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3국간 공조체제의 정비를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를 현재의 분쟁

조정제도와 통합하여 일괄 운영하자는 의견(72.9%)이 아주 높게 나타났으
며, 중재제도와 조정제도는 별도의 사무국을 통하여 운영하자는 의견(22%)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판외 분쟁해결기능으로서의 ADR제도는 통합된 기관에서 일관되

게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

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과 중재는 타기관에
서 별도로 운영하여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4 >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통합 여부(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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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안 기존의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
지식재산권 중재를 위한 사무국을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

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두는 경우이다.

중재사무국을 외부기관에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으로 분쟁

당사자의 형평성 주장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시설이나 인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외부기관의 경우, 중재 또는 조정에 대한 업무

노하우가 전혀 없어 시행착오를 격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제도 시
행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적인 교육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제3안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제2안과 동일한 장점 및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다른 안보다는

조직 및 예산 등에 있어 더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133) 즉 새로운 기관

을 신설해야 하므로 제2안의 문제점에 더 나아가 조직신설에 대한 예산상

의 부담, 기관의 형태, 현존하는 기관과의 관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러
안 중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점으로 느껴질 것이다.

133) 상사중재원의 경우 예산 편성은 중재수수료가 1/3,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1/3, 정부(지식경제부)지원 1/3
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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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안 특허청 특허심판원 내에 두는 방안
(1) 의의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특허법
원의 개원과 함께 종전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화해
설립한 합의체 심판기관이다.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직접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와 심판관련 행정사
무를 담당하는 심판정책과 및 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송무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심판관은 3인 합의체로 이루어진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특허출원
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

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이며, 후자는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련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며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
하는 심판을 말한다.
심판의 내용으로서,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 결정, 거절사정불

복종심판의 보정각하 결정, 지정기간 연장 승인, 심판관 제척(除斥)·기피 결정,
심리·심결의 분리 및 병합 결정,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한 서면심리 및 구두심리
결정, 증거조사 및 보전 신청서 접수·결정, 심판참가 허부 결정, 심판절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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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여부 및 속행여부 결정, 청구의 각하·기각·인용의 심결 등이 있다.
(2) 장점
중재사무국을 특허청 특허심판원내에 두게 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 심판관의 시각에서 중재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양당사자에게 심판의 취하 등을 통하여 중
재로 이행하기를 권유하여 바로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134)
또한 특허심판을 통하여 축적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135) 중
재사무국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중재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

건비 등의 부담에서 자유로워, 중재신청 수수료 등을 감경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 분쟁당사자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단점

문제점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분쟁의 경우

이는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으며, 이를 중재제도에 의해 중재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가기관이 중재사
무국의 기능을 가지고 중재를 유도하는 경우 자칫 사적자치의 개념이 훼손
될 여지가 있어 중재판정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게
된다. 특히 국유특허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국가(특허청)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중재사무국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국가 기관이 중재의 사무국이 되는 경우 이로부터 중재의 결정에 대
134) 그러나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 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은 특허의 무효 또는 취소사건, 특허권의 권리범
위 확인 만을 구하는 사건으로, 이는 양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해 손해배상 등의 필요 때문에 제기되는 중
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135) 중재가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수집자료, 증거자료 등은 법원에서 인
정하지 않으므로 소송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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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만이 민원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있어 특허심
판원이 중재 사무국으로 중재하는 경우 법원 등으로부터 견재 가능성의 여
지도 있게 된다.

(4) 심판원과 중재기능

「발명진흥법」 제44조에서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

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그런데 분쟁이 산업재산권의 효력범위의 판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이 함께 수반된 경우에는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주된 대상
으로 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분쟁을 중재
로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40% 이상이 특허심

판원에 중재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중재의 사무국이 되는 경우 이로부터 중재의
결정에 대한 중재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을 의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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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안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원회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
(1) 의의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 제40조, 제41조, 부칙 제3호에 의해 설립된 국
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상사분쟁에 대하여 중재
를 하고 있다. 현재 원장 포함 34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실적(연간건수)은 년간 300여건이며, 처리기간은 국내사건의 경우 4～

5개월, 건설분야 등 현장검증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8～9개월, 국제사건의
경우에는 6～7개월의 시일이 소요된다.

중재원의 중재대상을 살펴보면, 건설계약과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 및 대리점 계약, 합작투자계약, 용역계
약 관련 분쟁 등이 주로 신청되고 있음. 즉, 상사중재원의 주된 중재분야는
해사, 건설, 무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기술,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분
쟁사건은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 상사중재원과 지식재산 중재

현재 상사중재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내용은 특허실시권 계약이나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말미에 미리 “본 계약서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사중
재원의 중재에 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상사중재원의 설명에 의하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계약서의 문구로서

“본 계약서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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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삽입하는 계약 1,000건당 분쟁발생건수는 30건, 그 중 10%인 3건 내외가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건수는 극히 미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설명에 의하면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자체의 유․

무효의 문제는 특허심판의 고유 문제이며, 특허침해 등의 문제는 불법행위
여부가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중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문제를 제
기하였다.136)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실시권 또는 사용권계약에 국한하게 되는 것이다.137)
그러므로 상사중재원에 지식재산권중재위원회(또는 지식재산권중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중재를 위임하는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청 외부기

관에 중재사무국을 두는 경우와 별반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중재와 관련된 홍보 등 노하우적인 면은 이점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중재센터의 사무국을 상사중재원에 둘 경우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중재의 범위이다. 즉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의 범

위를 사법적인 관계에 국한하면서 헌법사건, 형사사건, 특허사건, 가사사건
등은 중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재의 범위를 앞에서 논의한 바처럼 특허의 무효 유효여

부,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부 신설

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중재의 범위에 특허사건은 포함하
는 것으로 수정하는 전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사중재원도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하고 있으나 복잡

한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전
136) 상사중재원은 헌법관련 사건, 형사사건, 특허사건, 가사사건 등은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37)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임의 중재규정을 신설하여 특허의 효력, 침해행위 손해배상 범위까지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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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있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Ⅳ.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법무 관련 서비스업 총 매출액은 2001년도 기준 2조 488억 원이

며, 그 중에서 변호사업의 매출액은 약 9,672억 원에 달하고, 법무사업의 총매

출액은 약 7,164억 원, 그리고 변리사업은 약 1,667억 원 정도이다.138) 2001년

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이 622조 1,230억원 상당이므로 법
무 관련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32% 정도이다.139)

이러한 법무비용 중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절약될 수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분쟁과 관련된 비용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으로는 중소기업(68.3%), 대기
업(17.5%), 개인(11.1%), 공공연구소 등 공공단체( 3.1%)의 순으로 응답하여
지식재산권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소송이나 심판 등에
의한 분쟁해결의 방법이 대기업보다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138)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통계는 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통계는 2001년도 통계이고, 현재 2006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형준, 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향후과제, 법조 (2005. 3), 25-26면 참조.

139) 최재천, 대형화ㆍ전문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집Ⅱ. 법률시장개방의 대응방안), JURIST (2003. 4),
50-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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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 그림5 > 중재제도 도입시 경제적 수혜 예상 대상(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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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국제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이동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
보의 교역도 날로 증가하는 국제화의 시기에 이들 기술과 정보의 교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선진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기술이전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생각
하거나, 판결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술이전 또한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해 법원에서의 소

송을 통한 해결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하지 않는 재판외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장려하게 되었다. 나아가 재판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재역할도 수행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

다. 미국에서는 미국중재협회에서 특허법에 근거한 특허중재를 하고 있으
며, 일본에서는 일본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적재산
권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WIPO에서는 WIPO중재조정센터에서 중
재의 방법으로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인 중재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재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의 규정 방안이다. 중재제도의 도

입을 위해서는 중재법에 근거하여 중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지식재산권
중재를 위해서는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어느 법률에 근거를 두느냐의 문제이다.

미국은 특허법에 특허임의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중재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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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

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중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법에 중재관련 근거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발명

진흥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특허법에 근거규정을 두
게 되면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는 법규 등이 또 필요

하게 되므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효력을 미치는 발명진흥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제1조에서 중재의 대상을 ‘사법(私法)상의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중재의 대상이 된다. 즉 분쟁이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 및 강제집행법
상의 권리, 특허사건, 가족법 관련 문제 등과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중
재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조정의 범위는 산업재산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고,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유․무효

판단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합

의가 선행되는 것이며, 이 또한 중재 결과에 대해 양당사자만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특허의 유․무효 등을 중재 범위에 포함하여도 중재

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양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제3자에 의한 특허의 유무효 등의 효력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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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일본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유․무효의 문제가 관련된 손해
배상액 산정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중재인이 지식재산에 관한 공평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효 또는 무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

고 그 의견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특허의 유효, 무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

고, 쌍방이 납득하는 손해배상금액 등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의중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지식재

산권중재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유․무효,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재기관의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

제인 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두는 방
안,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두는 방안, 현재의 대한상
사중재원에 지식재산 중재부 또는 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재를 산업재산권 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재판외 분쟁해결방

안의 하나로 본다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중재사무국을 두는 것
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조정에 실패한 후 중재로 옮아가는 경우에는 미국

및 일본의 제도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몇 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정과 중
재제도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사무를 담당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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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중재사무국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

만, 이는 중재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에 사무국을 두는 방안과 새로
운 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현실
적으로는 곤란한 면이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식재산 중재위원회나 중재부를 두어
지식재산권 중재 사무국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에 관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으며, 노하우 등에서

다른 기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식재산권중재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특허청과 MOU체결 등을 통하여 업무적인 협력을 꾀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중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산업
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추가하는 방안과 대한상사중재원에 지
식재산중재위원회 또는 지식재산중재부를 두어 사무국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식재산중재위원회 또는
지식재산중재부를 두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원회에서 계속 사무를 담당하여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

다. 그러므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가칭 지식재산
분쟁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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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제도의 도입 이외에 홍보의 강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중간점검, 중재사무국 직원 및 중재인에 대한 정기적인 중재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중재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중재인의 선임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에서

시작할 것이므로, 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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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대상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한국
발명진흥회 회원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 단체 회원
□ 설문 발송 : 2,000여건

□ 설문 회신 : 63건(회신율 3% 내외)
※ 회신율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조정제도 또는 중재제도에 대해
알 지 못한 사람은 회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회신자
는 모두 산업재산 조정제도 또는 중재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
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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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특허청 지원으로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을 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을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
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유관
기관 도움을 받아 무기명으로 선택되었으며, 귀하의 인적사항이나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결과는 향후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질
문지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연구진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연락처 : 회신메일 hawork@kiip.re.kr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TEL) 02-2189-2622

FAX) 02-2189-2699

2009년 9월 4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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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형태): 14 ①대기업 10 ②중소기업 22 ③공공기관(연구기관 포함) 4 ④개인 11 ⑤기타

업

종 : 24 ①지식재산 관련업종 15 ②지식재산 무관련업종 14 ③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

* 조정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외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조정위원
에 의한 조정은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음.
* 중재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외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중재인에
의해 중재되면 강제력이 발생함(다시 다툴 수 없음).

문1. 귀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ADR)에 대해 알고 계
십니까?
53 (85.5%)① 예

9(14.5%) ② 아니오

문2. 귀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53(84.1%) ① 예

10(15.9%)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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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아신다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험
이 있으십니까?
1(1.6%) ① 예

61(98.4) ② 아니오

문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에 대해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21(28.8%) 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32(43.8%) ②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조정의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 등 강제력이
없어서
8(11.0%) ③ 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8(11.0%) ④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믿을 수 없어서

4( 5.4%) ⑤ 기타(모든사유, 조정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공정성, 분쟁의 특성
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 권리의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심판이나 소
송에 의한 해결방법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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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조정결과에
대해 강제집행 등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를 이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32(53.3%) ① 강제력이 있다면 이용할 것이다.

24(40.0%) ② 강제력이 있어도 여전히 이용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4( 6.7%) ③ 기타(중재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용 , 공정성, 전문성 부족하
면 이용율 저조 )

문6.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 있다면?(중복응답)

11(17.5%) ① 대기업

43(68.3%) ② 중소기업
7(11.1%) ③ 개인

2( 3.1%) ④ 공공연구소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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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분쟁조정제
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43(72.9%) ①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사무국을 통합하여 일괄 운영한다.

13(22.0%) ② 중재제도와 조정제도는 별도의 사무국을 통하여 운영한다.

3( 5.1%) ③ 기타(사무국을 통해 운영하고 별도의 감시국을 통해 평가 필요)

문8.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까?(복수응답)

21(33.9%) ① 특허심판원

4( 6.5%) ② 한국발명진흥회

4( 6.5%) ③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4(22.6%) ④ 별도의 독립기관

17(27.4%) ⑤ 상사중재원의 지식재산권 중재부 신설
2( 3.1%) ⑥ 기타(

공정성 담보되면 어느 기관도 무관, 대한변리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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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지식재산권(또는 산업재산권) 중재제도를 도입한다면 반영되어야 할 기타
사유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홍보미흡,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홍보와 중재시스템의 신뢰성확보 필요)
권력이나 학연지연혈연이 배재되는 독립기관의 필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기관의 법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중재의 효력을 법적효력이 뒷받침될 수 있게
중재판정부는 과반수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해야 중재판정에 승복할 것임.
분야별 위원회 구성을 통한 경험있는 전문가 확보 필요
중재규칙의 합리적 제정으로 중재제도 장점 극대화 필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출원인과 중개인의 횡포가 있으므로 적정중재제도 필요
중재인의 중립성 및 전문성 신뢰되어야 함.
중재자의 신뢰성 문제
우리나라의 소송비용이 저렴하여 중재의 이용가능성 의문
중재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신속중재결정 필요
중재위원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 전문성 필요
제도의 수요자 입장 충분한 반영 필요
중재인 선정 및 관련규정의 명확화 필요
상사중재원의 중재규정이 있어 지재권중재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시 중복 우려
가칭 한국지식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재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중재를 통합하는 시스템 필
요
중재위원의 선임이 가장 중요함. 중재와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
중재인의 공정성, 대표성, 전문성 담보 필요(중재제도 도입보다는 조정제도의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필요, 홍보 필요
중재인의 전문성 필요
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치 파악 필요
중재제도 인식부족
홍보의 절대적 필요
조속한 중재제도의 마련 필요
사법기관과의 차별 필요(사법기관은 법률심, 중재는 상거래 관행, 형평 등 고려)
중재의 범위에 노하우, 기술, 컨텐츠 등 포함 필요
정부기관이 아닌 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재기구 필요, 홍보 필요
특허권남용 판단 필요
특허가치평가와 연계하여 정당한 가치반영 유도
신속성과 신뢰성이 변수
중재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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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중재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

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
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
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
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라 함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
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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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서면의 통지)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
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

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
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

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
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 5 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 6 조 (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 7 조 (관할법원)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이

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
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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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
결정
4.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
심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④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 2 장 중재합의
제 8 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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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
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

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불존
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
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0 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
청할 수 있다.
제 3 장 중재판정부
제 11 조 (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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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
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

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
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

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

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

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
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2.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13 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
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

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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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4 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
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
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15 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
유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 16 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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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의한다.
제 17 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
어 있는 때에는 계약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

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
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동항에 규정된 시기보
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

한 경우에 이의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
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
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
고할 수 없다.
제 18 조 (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
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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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중재절차
제 19 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 20 조 (중재절차)
①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제 21 조 (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
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중재지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 22 조 (중재절차의 개시)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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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 23 조 (언어)

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

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증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 24 조 (신청서와 답변서)
①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
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

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심리)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

는 서면만에 의한 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

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
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 또는 그 밖의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사전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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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서류 기타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제 26 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
는 이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
행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
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감정인)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

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
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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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
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탁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등본․검증조서등본 등 증거조
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중재판정
제 29 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
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
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
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
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0 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

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
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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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

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
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제 32 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

만,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
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4조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
제 33 조 (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
여 종료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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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
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제 34 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①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
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
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동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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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제 35 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6 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
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
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

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
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
는 때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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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때
③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

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 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 37 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제 38 조 (국내중재판정)

대한민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
제 39 조 (외국중재판정)
①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
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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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제 40 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1 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상사중재기관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

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

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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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가안) 지식재산중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권중재센터(이하 ‘지재중재센터’라 한다)가 중재법에 의하여 지

식재산 관련 중재를 공정․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국)

① 지재중재센터는 지재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재중재센터에 사
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그 직능과 운영은 지재중재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 (지재중재인명부)

지재중재센터는 지재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하며, 사무국에서 지재중재인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지재중재인명부 중에서 선정한
다.
제 4 조 (지재중재판정부)

①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 규칙에 의해 선정된 1인 또는 수인의 지재
중재인은 지재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② 지재중재판정부의 사무소는 지재중재센터에 둔다.
제 5 조 (지재중재서기)
① 지재중재센터는 각 지재중재사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지재중재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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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기는 지정된 지재중재사건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지재중재의 대리)
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절차의 대리를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재중재판정부가 대리인이 지재중재절차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 조 (비공개)
지재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당사자의 합의

제 8 조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가 계약중의 지재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는 분쟁을 지재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이 규칙에 의한 지재중재 또는 지재중재센터의 지재중재
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지재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지재중
재합의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지재중재의 신청

제 9 조 (신청)
① 이 규칙에 의한 지재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재중재센터의 사무국에

지재중재신청서와 함께 제8장 소정의 지재중재비용 및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재중재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② 지재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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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
재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지재중재신청의 취지

4. 지재중재신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 10 조 (신청의 접수 및 통지)

① 사무국은 지재중재의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당해 신청이 제9조의 규정
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② 사무국이 지재중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접수하
였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 피신청인에게는 지재중재신청서 1부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 11 조 (답변)

① 피신청인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수령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답변서

2. 답변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3. 대리인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② 제1항 제1호의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이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답변의 취지

4. 답변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③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 답변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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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④ 사무국이 답변을 접수하였을 때는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접수하였다는 뜻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간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제출서류의 부수)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이상의 규정을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부수는
그 서류가 위임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부(원본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본

을 포함하여 5부)로 한다. 다만,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부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 13 조 (반대신청)

① 피신청인은 지재중재절차 중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재중재판정부는
반대신청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지재중재신청과 병합심리한다.
③ 반대신청 그 접수 및 통지와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지재중재판정부에 의한 반대신청의 요구)
지재중재판정부가 답변의 취지 또는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재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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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신청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
①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제출 후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을 변경하거
나 신청의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재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과 답변을 변경하거나 신청의 보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재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재중재판정부는 그 변경

또는 보완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
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지재중재장소의 결정)

지재중재를 실시할 장소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편의, 증거조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

제 4 장

지재중재인의 선정

제 17 조 (지재중재인의 자격)
지재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재중재인

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지재중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도 서면으로 그 지재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재중재인(의장으로 행동할 의장지재중재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거나 또는 지재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지재중재인이 선정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의 당사자의 합의로 지재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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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재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당사자가 지재중재인을 직접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재중재인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서면에 지재중재인취임수락서를 첨
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지재중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재중재센터
의 지재중재인명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합의에서 지재중재인 선정기간을 정하고서도 당사자가 그 기간내에
선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재중재인을 선정한다.
4. 당사자의 합의에서 지재중재인 선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무국

은 즉시 당사자에게 지재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의 수령후 15일 이내
에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재중재인을 선정한다.
5.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지재중재인이 다른 지재중재인을 선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다른 지재중재인의 선정기간의 정함
이 없거나,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선정기간내 다른 지재중재인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당사자가 선정한 지재중재인에게 다른 지재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고 통지의 수령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선정한 지재중재인이
다른 지재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이 그 지재중재인을 선정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지재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무국이 지재중재인을 선정하는 경

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여 사무국이 선정한다.
제 19 조 (사무국에 의한 선정)

① 사무국은 지재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지재중재인명부 중에서 지재중재인후보자
수인을 선택하고 그 명단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제1항의 명단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의장지
재중재인과 지재중재인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기 위한 번호

를 붙여서 이를 사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의 기간내에 그 명단을 반송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기재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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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반송된 명단 중 동일순위로 지명된 2인 이상의 후보자나 희망순위 표
시가 없는 후보자나 말소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희망순위를 참작하여 지

재지재중재센터가 희망순위를 조정한다. 희망순위의 조정은 동일순위로 지명된 2

인 이상의 후보자, 희망순위 표시가 없는 후보자, 말소된 후보자 순으로 조정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지재중재인의 취임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희망순위가 동일한 후보자가 복수일 때에는 사무국이 그 복수
후보자중에서 지재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당사자 쌍방이 지명한 지재중재인이 취임수락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순위에 따라 지명된 지재

중재인으로부터 취임수락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으
면 본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재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지재중재인에게 취임수락을 요청할 때에는 이 규칙 제23조의 요건에
관하여 지재중재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이 규칙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재중재인의 수)

지재중재합의에서 지재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에 따르고, 그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재중재인의 수는 사무국이 1인 또는 3인으로 정한
다.
제 21 조 (지재중재인선정의 통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재중재인 전원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은 쌍방 당사자

및 지재중재인 모두에게 지체없이 지재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지재중재인의 부적격 고지)
① 선정의 통지를 받은 지재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
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이 제1항의 고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재중재판정부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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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재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지재중재판정
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지재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에 서면으로 지재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지재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고지받은 사정을 이유로 그 사정이 있는 지재중재인을 선정

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재중재인의 결원은 제23조에서 정
하는 방법으로 보충된다.
제 23 조 (지재중재인의 보궐)

① 지재중재인이 사임,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재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지재중재인 선정의 방식

에 따라 이에 대신할 지재중재인을 새로 선정 통지하여야 하고, 그 지재중재인을

사무국이 선정한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방식에 따라 선정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당사자 또
는 지재중재판정부가 신 지재중재인에게 종전의 심리결과를 진술 또는 설명하여

신 지재중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속행한다. 다만, 종전 심리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지재중재인은 그 심리를 하
여야 한다.
제 5 장

심리절차

제 24 조 (일시와 장소)

① 지재중재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은 지재중재판정부가 정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을 심리개시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재중재판정부가 제1항의 심리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중심리 등을 통
하여 절차상 지연됨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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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속기록의 작성 등)
①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으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
의 녹음 또는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지재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의 비용은
이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지급한다.
제 26 조 (번역문 제출)

당사자는 사무국 또는 지재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사무국 또는 지재중재판
정부에 제출하는 서면, 서증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통역 또는 번역)
①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거나 지재중재판정부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지재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의 소요경
비는 이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지급한다.
제 28 조 (심리에의 출석)
① 당사자는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이외의 자로서 지재중재판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지재중재판
정부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고 지재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에 출석
할 수 있다.
③ 지재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중 다른 증인의 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9 조 (심리의 연기 또는 속행)
지재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

를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심리기일 연기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 다음 기일은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2회 이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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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지재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지재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지재중재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재중재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지재중재심리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지재중
재인이 정한다.
제 31 조 (심리)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심리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
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지재중

재판정부가 이를 요약한 다음 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재중재
판정부는 요약된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판정할 수 있다.

제 32 조 (심리절차)
① 심리는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된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설명하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재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진술과 동시에 증거서류
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키며 지재중재의 피신청인인 당사자는 항변과 동시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킨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재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되면 서기는 번호를 붙여서 기록의 일부로 한다.

⑤ 지재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게 증거 및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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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주어야 한다.
⑥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수차에 걸쳐 중복 제출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의 요지
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는 지재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종결에 앞서 요약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33 조 (당사자의 해태)

지재중재를 신청한 당사자가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유 및 입증
방법을 명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
여 지재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재중재판정
부는 지재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4 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재중재는 그대로 진행시
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결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기
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판정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재중재판정부
는 지재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지재중재신청의 철회)
① 지재중재신청인은 지재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지재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심리절
차에서 진술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재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이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
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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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의 제출)
① 심리시에 지재중재판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심리당시의 합의 또는 그 이후의
합의 및 지재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모든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
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지재중재판정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쌍방의 당
사자에게 이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가 지재중재판정부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
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재중재판정부는 심리을 진행시킬 수 있다.
제 37 조 (검증)
지재중재판정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증하기 전에 검증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당
사자는 검증에 입회할 수 있다.
제 38 조 (임시적 처분)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
나 분쟁의 최종판정과는 관계없이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림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39 조 (증거)
①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

의 임의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재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

의 임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재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증거
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재중재판
정부는 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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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재중재판정부가 지재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
다.
④ 모든 증거는 당사자 전원이 출석하고, 단독지재중재인 또는 지재중재인의 과반

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재중재인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제 40 조 (심리의 종결)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요약준비서면 등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재중재판
정부가 동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정한 최종기일에 심리종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1 조 (심리의 재개)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직권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
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판정전이면 언제든지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지재중재합의에서 정한 기간내에 판정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가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을 합의하여야 심리를 재개할 수 있
다.
③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의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제 42 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①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
면심리에 의한 지재중재에 붙일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재중재는 본조와
저촉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③ 사무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 213 -

- 첨부 2 -

통지한다.
④ 당사자는 원인사실의 진술을 포함한 쟁점에 관한 진술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⑤ 모든 서류는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통지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
국이 요구하는 부수의 사본을 구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⑥ 사무국은 일방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송부후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답변서 내지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답변 내지 의견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
로 본다.
⑦ 사무국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이 규칙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된

지재중재판정부에 송달한다. 지재중재판정부는 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

자에게 추가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 요구를 당사자에게 통지
하고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무국은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제출된 추가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그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 내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의 송부 후 15일 이내에 답변 내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답변 내지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⑨ 본조 각항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지재중재판정부에 송달하였을
경우에는 심리절차는 그 때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 6 장

특별조항

제 43 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으면서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재중재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214 -

- 첨부 2 -

제 44 조 (기간의 변경)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이 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재중재
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정을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지재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그 연장기간 및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판

정

제 45 조 (지재중재판정 등)

① 판정은 신속히 하여야 한다. 지재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
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② 지재중재인이 수인인 경우, 지재중재인 일부가 지재중재판정에의 참여를 거부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지재중재판정합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재중재인들만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사무국은 지재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재중재판정의 형
식에 관하여 지재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46 조 (판정의 형식)
① 지재중재판정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지재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
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3. 작성년월일
4. 지재중재지

② 수인의 지재중재인에 의한 지재중재판정의 경우,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지재
중재인이 지재중재판정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재중
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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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규칙의 해석 및 적용)
① 개개의 분쟁사건에 대한 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은 그 분쟁사건을 담당하는
지재중재판정부가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재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지재중재인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다.
제 48 조 (판정의 범위)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지재중재합의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책임있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게 제9장 소정의 지재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재중재판정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
여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 49 조 (화해지재중재판정)
당사자가 지재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지재중재
판정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
제 50 조 (지재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정)
① 지재중재판정부는 지재중재판정문에서 수자계산의 착오나 과실 기타 이와 유
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자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재중재판정부가 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
국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지재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재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가 지재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재중재판정부는 지재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지재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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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은 지재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51 조 (지재중재판정문의 송부)

① 사무국은 지재중재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법 제3조 제1항 내

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고, 지재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
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송달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9장 소
정의 지재중재비용의 전액이 사무국에 납입된 후에 행할 수 있다.
제 8 장

지재중재비용

제 52 조 (지재중재비용)

① 지재중재비용은 이 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하는 요금, 경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지재중재비용은 지재중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

담한다. 다만, 지재중재판정에서 지재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느 일방 당
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③ 제42조의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의 지재중재비용의 경우에도 본조 내지 제56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재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3 조 (요금)
①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리기일연기요금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연기요금은 그 연기가 지재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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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관리요금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청요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③ 요금의 실행요율과 예납방법 또는 반환요율과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부표에 의
한다. 부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지재중재센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4 조 (경비)

① 지재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

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지재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② 제1항의 경비가 지재중재판정부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한다.
제 55 조 (수당)
신청인은 지재중재센터가 정하는 지재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 56 조 (예납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재중재의 신청인은 제53조 내지 제55
조 소정의 지재중재비용을 지재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납액이 부족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추
가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예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피신청인이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재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재중재절차의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심리가 종결되면 예납액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지재중재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재중재판정문과 함께 송부한 후 해당
당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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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 표>

요

금

1. 요
종

표

금
별

예납자

1. 관리요금

신청인

부담자

부담비율

요

율

비고

지재중재판정 지재중재판정 1천만원이하, 2% (단, 최저 5만원)
에서 결정

에서 결정

1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20만원에 1천만원 초과액의 1.5% 가산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0만원에 5천만원 초과액의 1% 가산
1억원 초과 50억원이하,
130만원에 1억원 초과액의 0.5% 가산
5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2,580만원에 50억원 초과액의 0.25% 가산
100억원 초과,
3,830만원에 100억원 초과액의 0.2% 가산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100만원

2. 심리기일
연기요금

상동

상동

상동

매 연기당 10 만원

2. 요금반환규정
(1) 지재중재신청의 접수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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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재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료금을 반환한다.
(3) 제1차 심리예정일(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첫 증거
및 서류가 지재중재인에게 송달된 일자)보다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
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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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중재절차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중
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본 규칙의 위치) 당사자가 분쟁을 센터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이 규칙은 당사자간의 중재에 관한 규정으로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당사자의 평등대우) ①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
다.
②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는 사안에 대하여 설명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4조 (비공개․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중재인, 중재
인보조자, 사건관리자, 운영위원, 센터의 임원 및 사무국직원은 당사자가 공개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존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한 후에도 동일하다. 다만, 센터는 지적재산관련분
쟁해결에 대한 계몽,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명, 분쟁의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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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 등
제5조 (중재기관) 센터의 중재는 변호사, 변리사가 적어도 1명이 참가하여 구성

된 3인 중재인의 합의체(이하 “중재판정부”라 한다)가 행한다. 다만, 조정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한 조정절차에서 중재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조문의
동일조항 또는 동일조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명부) 센터는 중재인 선정을 위하여 중재인 후보자를 기재한 중재인 후보
자 명부를 작성하여 항상 비치(備置)한다.

제7조 (중재인의 선임) 중재인은 센터가 중재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인의 선임을 희망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중재인 후보

자 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센터가 중재인 후
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8조 (중재판정부) ①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
한다.
② 기일에 있어서 절차의 지휘는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행한다.
③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및 중재판단에 대하여는 합의(合議)를 거친 후에 중
재판정부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중재인의 의무 등) ① 중재인은 이 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안
의 규명에 노력하며, 독립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그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전부를 센터에 공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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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센터 판정의 판정인으로서 판정한 자는 그 판정사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
여 중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 (이해관계의 지정과 공개) ①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피신청인은 응낙

서와 함께 특정이해관계자지정서에 의하여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는 특정이해관계자지정서를 중재인 후보자에게 공개하는
외에는 당해 사건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② 중재인은 취임 시에 센터 및 중재당사자에게 이해관계에 관한 언명서(言明
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취임 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재인의 사임, 해임) ① 중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중재인의 해임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센터는 중재인을 해임한다.
④ 중재인의 사망, 사임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중재인을 선임한다.
제12조 (중재인의 기피) ①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의심케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해당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피에 대하여 이유
가 있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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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자의 선임, 직무) ① 중재판정부는 센터에 비치된 보조자 후보자 명

부에 등재된 보조자 후보자 중에서 중재인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보조자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
어 있지 않은 자를 중재인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중재인 보조자는 중재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 직무를 행한다.
1. 기일에 입회

2. 중재판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사실, 선행기술, 법령, 판례, 심판례 등)의 조사

3. 중재판정부에 대한 의견개진

4. 기타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 장 중재절차
제14조 (신청) 신청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당사자의 이름(또는 명칭. 이하 동일함), 주소(또는 거소. 이하 동일함), 연

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및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이름
2. 대리인을 정한 경우는 그 이름과 주소
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4. 증거방법(필요한 경우)
② 전항의 중재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을 센터의 중재에 부탁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

(이하 “중재합의서”라 한다)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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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③ 대리인은 법령에 의하여 대리권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
체없이 그 증거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의 제출통수는 정본 1통과 사본(사본의 제출
통수는 피신청인과 중재인 수의 합계로 함)으로 한다.

제15조 (신청의 수리와 각하) ① 센터는 신청이 전조(前條)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한다.
② 센터는 신청수리 후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선임하고 당

사자 쌍방에게 중재인의 이름, 중재절차의 개요, 제1회 기일,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수리 후에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센터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즉시 그 취지를 신
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6조 (답변서의 제출 등) ① 피신청인은 제1회 기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이름

3.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및 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이름
4.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는 그 이름 및 주소

5.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및 신청이유에 대한 인정여부

6.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원용한 증거방법(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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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인은 법령에 의하여 대리권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
여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신청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있어서 원용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의 제출통수는 정본 1통과 사본(사본의 제출
통수는 피신청인과 중재인 수의 합계로 함)으로 한다.

제17조 (서류의 송부, 통지) ① 중재에 관한 서류의 송부는 당사자의 수령서 또
는 수령인과 상환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 또는 당사자
가 특별히 지정한 장소(이하 “교부장소”라 한다)로 한다.

② 기일의 통지 기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구두, 서면 기타 적절한 방
법으로 한다.
③ 당사자는 송부장소를 정하여 신청인은 신청서, 피신청인은 최초 답변서에
송부 받을 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메일주소(뒤의 2가지
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일, 장소, 당사자의 출석 등) ① 기일은 준비기일 및 중재기일로 한
다.
② 기일은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후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만,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는 화상회의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현장검증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기일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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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준비기일) ① 중재판정부는 주장의 정리, 보충, 증거서류의 제출 기타 필
요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준비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준비기일은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는 1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준비기일은 일방당사자만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만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중재진행계획의 작성) ①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는 제1회 기일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진행계획의 작성에 노력하며, 작성 후에는 계획대

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재절차는 제1회 기일로부터 6월 이내, 3회 이내의 기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1조 (심리) ① 중재판정부는 기일에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또는 대석(對席)하
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기일에 증거를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출석시켜 그 조사를 하거나
기타 조사를 행한다.
제22조 (기일외의 준비요구) 중재판정부는 기일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 주장
의 심리, 보충, 증거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준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석명)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원경과서류, 선행기술, 법
령, 판례, 심판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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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불성실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의 취급) ①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정당

한 이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지휘에 좇은 주장, 입증을
태만히 한 경우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전항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
다.
③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증거자료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중재판단을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당사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증거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비밀보호수단) ①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중재판정부에 대
하여 해당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을 상대방에게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해당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을 상대방에게 개
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재판정부가 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채용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전항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의 내용, 그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필요성

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외에 그 동의를 얻어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센터에 보조자의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고지한다.
⑤ 중재판정부가 신청한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을 비밀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
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는 해당 증거자료의 제출을 철회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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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재판정부는 비밀로 인정한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에서 비밀로 인정한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 증거자료의 특정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잠정조치 또는 보전조치) ①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분쟁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전항에서 규정한 잠정조치 또는 보전조치
를 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실험) ①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의 근거로 할 목적으로

특정 실험을 실시한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실험목적, 실험개요,

방법, 결과 및 결론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상대방은 일방 당사자에게 자기의 면전에서 그 실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복해서 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면전
에서 실험을 반복해서 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검증) ①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계, 시설, 생산공
정, 모형, 필름, 재료, 제품 또는 방법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검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제29조 (번역, 통역) ① 중재판정부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번역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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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
자에게 번역문 또는 통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감정)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제3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 (이해관계인)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 있는 자를 중재절차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2조 (신청의 변경) 신청인이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및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반대청구) ① 피신청인은 심리종결 전에 신청사건과 관련한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반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다.
③ 반대청구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중재절차에서 기일조서 등) ① 중재판정부는 기일마다 기일조서를 작성
하며, 중재인은 여기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조서에는 기일의 종류, 일시, 장소, 출석자의 이름, 절차의 개요
및 심문과 증거조사의 개요를 기재한다.
③ 관계자의 공술(供述)을 녹음·녹화한 때에는 사건종료 후 2년간 녹음·녹화테
이프 등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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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화해 및 화해권고) ① 당사자는 중재절차개시 후에도 화해에 의하여 분
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중재절차의 진행정
도를 불문하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해를 시도할 수 있다.
제36조 (종결과 재개) ① 사안이 중재판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종결을 선언한다.
② 중재판정부가 심리의 종결을 선언한 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재
판정부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37조 (중재판정문)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한 때에는 중재판정문을 작성
하며,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과반

수가 서명하고 타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이유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중재판정
문은 일본어로 작성한다.
② 전항의 중재판정문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
여는 당사자가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 합의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이름 및 주소
3. 주문

4. 판단이유

5. 작성연월일
6. 중재지

③ 전항 제3호의 주문에는 중재비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부담비율을 기재하며,
이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의 지불에 대한 명령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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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화해에 의한 해결과 화해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절차에 붙여진 민사상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하고, 또

한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화해에 있어서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은 중재판정으로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37조 규정에 좇아 결정문을 작성하
고 중재판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쌍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또는 선임된 1인이나

2인 이상의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붙여진 민사상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

를 시도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승낙 또는 그 철회는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제39조 (중재비용의 부담) ①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센터에 납부할 비용

의 부담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그런 합의가 없는 때에는 각
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부담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취하 및 종료
제40조 (취하) ① 신청인은 중재절차의 심리종결까지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의 심리종결까지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반대청구를

- 232 -

- 첨부 3 -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 (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
시에 종료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아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당사자쌍방이 중재절차를 종료할 것에 합의한 경우

3. 중재절차에 붙여진 민사상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한 경

우(제38조제1항의 화해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함)

③ 제33조제1항에 의한 반대청구의 중재절차는 그 기초가 된 중재신청의 절차
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한 것에 의해서는 종료하지 않는다.

제5장 수수료 및 실비
제42조 (신청수수료) ① 신청인은 신청수수료로 금10만엔(세금포함. 이하 같음)
을 신청과 동시에 센터에 납부한다.
② 센터는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사무처리등의 비용
금5만엔을 제외한 금5만엔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43조 (기일수수료) 당사자는 기일수수료로 각 금10만엔을 각 중재기일의 절차
종료 후 즉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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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중재판정문 작성수수료) ① 당사자는 심리종결 후 즉시 중재판정문의
작성수수료로 각 금20만엔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중재절차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화해계약서작성, 입회수수료로 각 금
15만엔을 화해성립 후 즉시 지불한다.

제45조 (수수료이외의 실비 예납) ① 중재절차에서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경우

및 격지(隔地)와 전화 또는 화상회의, 중재인의 출장 등의 특별한 실비가 센
터에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

판정부가 실비 개산(槪算)으로 정한 금액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균등 부담으로 센터에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예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를 중지
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46조 (센터의 조정, 판정으로부터 이행의 경우) 센터의 조정, 판정절차에서
중재로 이행한 경우의 기일수수료, 중재판정문 작성수수료 및 실비의 예납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의한다. 다만, 조정절차규칙 제22조제1항에 의한 중재판
정문 작성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26조제1항내지 제5항에 의한다.
제6장 사건관리
제47조 (사건관리) ① 중재사건의 관리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또는 지부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행하며, 그 사무는 센터의 사무국이 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사건을 관리토록 하며, 사건관리자는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

③ 사건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기일에 동석(同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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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재감정
제48조 (중재감정) 이 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감정(그 결
론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한 사실관계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부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이전에 신청된 사건의 수수료는 종전의 중재조정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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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신 청 서
200 년 월 일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귀중
1. 신청인

주소(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이름(명칭)

(대표자)

(인)140)

2. 신청인 대리인
주소(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이름

(인)141)

3. 피신청인

주소(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142)

이름(명칭)

(대표자)143)

14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날인은 불필요하다.
141)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연락장소를 기재할 것.
142) 피신청인의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전자메일주소는 신청인이 아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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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취지144)
5. 신청 이유145)

6. 중재합의의 존재146)

7. 첨부서류 또는 첨부물건의 목록147)
⑴ 중재신청서
⑵ 증거서류

1통, 사본4통148)

⑶ 중재합의서
⑷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⑸ 위임장

사본4통

1통149)

신청인, 피신청인 각1통(계2통)150)
1통151)

143)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144) 「신청취지」는 청구하는 중재판정의 주문(主文)을 기재한다.
(기재 예)
⑴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엔 및 이에 대한 ○○년○○월○○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함.
⑵ 「1. 피신청인은 별지제품목록기재의 ○○○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
2. 피신청인은 보유하는 별지제품목록기재의 ○○○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함.
145) 「신청이유」는 신청취지에 기재한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을 기재한다.
146) 당사자간에 미리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한 조건이므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재한다.
기재 예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첨부한 중재합의서에 제시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
147) 소송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따라서 증거방법, 부속서류로 나누어 양자를 기재해도 무방하다.
148) 증거서류 1통, 사본4통
갑호제1호증 ○○○○
갑호제2호증 ○○○○
와 같이 번호와 명칭으로 특정한다.
사본통수는 피신청인과 중재인 수의 합계로 피신청인1, 중재인3인 경우는 4로 된다.
149)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목록(목록, 작성연월일, 작성자, 입증취지 등을 기재)도 제출할 것. 중재합의서는 사전계약에
근거한 것이거나 본건 중재신청에서 합의한 것이어도 무방하지만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재법제
13조제2항). 공동개발계약서등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중재합의의 예를 아래에 제시한다.
제○조 양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의 중재절차규칙에 의한 중재로 해결
할 것을 약정한다. 중재지는 동경으로 하며 중재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하여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한다.
(중재지에는 오사카, 나고야 ··등, 합의한 장소를 기재할 것)
15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자격증명서,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피신청인
분도 신청인이 제출한다. 신청인1, 피신청인2로 모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1통(계3통)으로 된다.
151) 예. 대리인이 2인인 경우: 1매의 위임장에 2인의 대리인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1통으로 되며, 대리인별로 개
별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1통(계2통)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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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4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운영규정
중재절차운영규정
제정
제 1 장

96. 10. 14.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속
하게 해결함으로써 회의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중재인단) ① 회장이 위촉하는 중재인후보자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분
야별로 중재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부동산분야중재인단

2. 항공․해사분야중재인단
3. 건설․건축분야중재인단
4. 특허․상표분야중재인단

5. 언론․저작권분야중재인단
6. 의료분야중재인단
7. 보험분야중재인단

8. 금융․증권분야중재인단
9. 무역분야중재인단

- 239 -

- 첨부 4 -

10. 사고배상분야중재인단

② 각 분야별 중재인단에 회장이 회원인 중재인후보자중에서 위촉하는 단장 1
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단장은 해당 중재인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그 중재인단을 대표한다.
④ 간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중재인단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중재인후보자) ① 회장은 제2조에 게기한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선별하여 해당분야 중재인단의 중재인후보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1개 분야 중재인단에 한하여 중재인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① 중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하며 중재인단의 단
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
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중재위원회의 직무) ①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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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중재인단의 연수에 관한 사무

3. 중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4. 중재제도의 유지․발전에 관한 사무

② 중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단 연수) ① 각 전문분야중재인단의 단장은 회계년도말 2개월 전
까지 해당 중재인단이 다음 회계년도중에 실시할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회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인단 연수계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7조 (재원) 중재절차의 운영․유지 및 중재인단 연수에 필요한 중재기금은 다
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그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중재비용수입금

3. 출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8조 (중재비용) ①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시에 신청인으로부터 중재목적의 가

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 신

청시에도 같다.
② 증거조사, 출장, 통역, 록음, 속기록 작성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증거조
사 등을 신청하는 당사자로부터 예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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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재인의 보수)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결정
한다.
제10조 (다수결) 중재인이 수명인 경우 중재에 관련된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문서의 수) 문서는 당사자의 수와 중재인의 수를 합한 수에 1을 가산한
수로 제출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중재의 신청

제12조 (신청) ① 중재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1. 중재신청서

2. 중재약정에 관한 서면
3. 중재비용납부서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5. 립증자료

②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의 이름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소 또는 거소
4. 중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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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청의 통지) ①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중재신청을 접수하였다는 뜻

2.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3.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뜻

4. 중재장소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항의 경우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중재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제14조 (답변서) ① 답변서는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피신청인이 대한민
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밖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립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소
2. 답변의 취지
3. 답변의 이유
③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반대신청) 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중재신청과 병합심리한
다.
②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반대신청 및 그에 대한 답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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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재장소의 결정) 당사자가 제14조 제1항의 기간내에 중재장소를 결정
하여 중재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장소를 결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중재인의 선정

제17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관한 협약을 하지 아니하였
거나 약정한 중재인선정 기간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재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인단에
소속된 중재인후보자중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8조 (중재인 선정의 통지) 중재위원회는 중재인이 선정된 후 지체없이 당사
자 및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재인의 보궐) ① 중재인이 사임,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원
이 되었을 때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한 당사자 또는 중재위원회가 그 중재인
선정의 예에 따라 중재인을 새로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새로 선정된 중재인은 심문을 재개할 수 있다.
제 4 장

심문절차

제20조 (일시와 장소) ① 심문의 일시와 장소 및 순서는 중재재판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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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재위원회는 심문개시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속기록의 작성등)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
으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
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절차의 비공개) ①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중재에 직접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리해관계인 이외의 사람은 중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심문에 출석
할 수 있다.
제23조 (심문의 재개) 당사자가 중재계약으로 정한 기간내에 판정할 수 있을 때
에만 심문을 재개할 수 있다.
제 5 장

판

정

제24조 (판정의 기간) 중재판정은 심문종결일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판정의 형식) ① 중재판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중재인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판정주문

- 245 -

- 첨부 4 -

4. 판정이유의 요지
5. 작성년월일

② 제1항의 판정주문에서는 중재비용의 부담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화해․조정에 의한 판정) 당사자가 중재절차중에 화해 또는 조정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화해 또는 조정의 내용을 판정으로 기재할 수 있
다.
제27조 (판정안의 검토) ① 중재인은 제25조 각호의 사항의 기재가 끝난 후 서
명날인하기 전에 그 기재된 문서를 중재기록과 함께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의 교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중재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유무
2.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중재인은 중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작한 후 판정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신속절차

제28조 (적용범위) 당사자가 이 장의 절차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장의 신속절차에 의한다.
제29조 (중재인의 선정)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
인단의 중재인후보자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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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심문절차) ① 중재위원회는 심문개시 3일전에 구술, 인편, 전화, 서면 기
타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판정) 신속절차의 판정은 심문종결일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 (소송법규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법에 반

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령, 민사조정법령, 소액사건심판법령, 민사소송인지법
령에 의한다.

부

칙 (1996. 10. 14.)

이 규정은 1996. 10. 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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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화해알선)신청서

첨부와 같이 중재(화해알선)을 신청합니다,

신

주소

200

.

.

.

청
인

성명
전화번호

상

주소

대

성명

방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및

대리인

연락처
변호사명

변호사

(인)

중재지원변호사단변호사 변호사

(인)
신청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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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화해알선)신청 취지

2. 중재(화해알선)신청 이유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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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합

의

서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의 중재
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
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재계약을 체결합니다.
1. 분쟁사건
가. 사
건 : 200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

서중 제

호

중재사건

2. 위 사건 당사자들은 아래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임합니다.
성명 :
주소 :
3. 위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한 중재절차 운영규정 및
동 세칙 등에 따라 중재절차가 행하여지는 것을 승낙하고, 중재인이 행한
중재판단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
및 성립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
5. 위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
합니다.
200
신 청 인
주
피신청인
주
소

소

.

.

.

(인 )
( 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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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신 청 철 회 서

사

건 :

신 청 인 :

200

서중 제

호

중재사건

피신청인 :
위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본건을 원만히 해결 하였
기에 본 중재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0

.

.

신 청 인 :

.

(인)

위 철회에 동의합니다.
피 신 청 인:

( 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 251 -

귀중

- 첨부 4 -

중재신청에 대한 회답서

사

건 :

신 청 인 :

200

서중 제

호

중재사건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중재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다

음

표 시

내

용

[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의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을 희망함

[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의 중재절차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지

[

]

않음
기타(

)

200

.

.

피 신 청 인 :

.
( 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귀중

위 표시란에 [○]를 기재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로 동봉의 회신
용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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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신 청 취 하 서

사

건 :

신 청 인 :

200

서중 제

호

중재사건

피신청인 :
200

년

월

일 신청한 위 중재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취하합니다.
[사

유]

가. 피신청인이 심리기일에 불출석하여

나. 피신청인이 중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
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
라. 개인 사정에 의하여
마. 기타(

)
200

.

.

신 청 인 :

.
(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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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

건 : 200

임

서중 제

신 청 인 :

호

장

중재사건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의 중재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 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절차의 대리, 화해, 철회,

반대신청, 복대리인의 선임 기타 중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피위임자

성 명 :
주 소 :

200

.

.

.

위 임 인 :
주

(인 )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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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문 기 일 변 경 신 청 서

사

건 :

200

신 청 인 :

서중제

호

중재사건

피신청인 :

위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또는 피신청인)은

이유로 20

년

월

일

의

시에 지정된 심리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

을 신청합니다.

200

.

신 청 인 (또는 피신청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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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 인 취 임 수 락 서
본인은 200

피신청인:

서중 제

중재사건[신청인:

호

간의 중재]에 관하여 중재인 취임을 수락하며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

시킬만한 사유가 없으며,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등 친ㆍ인척이 양당사자와
경제적ㆍ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 심리 또는 문서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중재판정에 관한 비밀

을 지킬 것이며, 위 사건과 관계되거나 유사한 사건을 대리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중재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하한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

해관계에도 연관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어느 당사자에게 편파되거나 불공
평한 중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4. 오직 양심과 법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조리에 일치하도록 판정할 것입
니다.
200

.

재

인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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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불수임) 보고서
1. 신청인 :

(상대방 :

)

2. 상담일 :
3. 상담장소 :
4. 사임(불수임)의 이유
가. 불수임 이유
(

)

나. 사임이유
(
(

(

(

) 일단 수임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어 사임한 경우

) 행방불명, 예납급불이행
) 허위보고(

)

) 그밖에 신뢰관계 파괴
200

.

.

.
(인 )

담당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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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5 > 저작권위원회(구, 컴퓨터프로그램보
호위원회) 중재처리규칙
중재처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법에 의거 중재인의 판정으로 신
속하게 해결함으로써 SW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관

련 산업과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 원

회”라 한다)의 중재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재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법, 민사소송법령 및 민사조정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당사자의 평등대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법정대 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하 “중재당사자”라 한다)은 중재절차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
며,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4조(중재의 비공개)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재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고 이에 중재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중재서기)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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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 중재서기를 두어 중재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재서기는 중재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중재인의 명을 받아 중재업무를 보조
하고 중재 관련 각종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중재인명부) 위원회는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하며, 사무국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중재인명부에 기재
된 중재인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중재의 대리) 중재당사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절차의 대리를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대
리인이 중재절차 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중재합의

제8조(중재합의) ① 중재당사자 계약 내용 중 중재조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에 대하여 위원회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포함하여 중재합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합의는 위원회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제3장

중재의 신청

제9조(중재의 신청) ① 이 규칙에 의한 위원회의 중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

국에 중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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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중재당사자간 중재합의 서면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기타 입증자료

②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재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중재신청의 취지 및 원인

제10조(신청의 접수) ①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제9조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

며, 중재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② 신청인은 중재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부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인 및 중재서기인을 날인한 중
재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접수의 통지) ①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재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송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중재신청을 접수하였다는 뜻

2.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3.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항의 규정의 경우에 피신청인에게는 중재신청서 부본 1부를 첨부하여

- 261 -

- 첨부 5 -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피신청인 답변) ① 피신청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수령

후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답변서

2. 대리인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답변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재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답변의 취지 및 이유

③ 사무국은 답변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그 답변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④ 사무국은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대 신청) ① 피신청인은 중재절차 중 반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재

판정부는 반대 신청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
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
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의 반대 신청은 신청인의 중재신청과 병합 심리한다.
③ 반대 신청의 접수, 통지 및 그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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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재판정부에 의한 반대신청의 요구) 중재판정부는 답변의 취지가 반대
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신청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 ① 중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
서 또는 답변서 제출 후에 신청을 변경하거나 신청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과 답변을 변경하거나 신청의 보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 또는

보완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
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중재전 조정에 의한 해결) ① 사무국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의 수령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중재당사

자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을 조정에 회부
한다.
② 사무국은 중재인명부 중에서 1인 또는 3인을 조정인으로 선정한다. 조정의

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다만, 위원회 분쟁조정 중에 중재합의에 따
라 중재를 신청한 건의 경우는 당해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였던 조정위원을
재차 조정인으로 선정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인은 중재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으로
보며 조정의 결과는 제48조 규정의 화해에 의거한 판정의 방식으로 처리되

는 동시에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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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

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중재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月
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⑤ 조정절차의 비용은 중재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
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의 서면을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중재
판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인의 선정

제18조(중재인의 자격)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제19조(중재당사자 합의에 의한 선정) ① 중재당사자가 중재인(의장으로 행동할
의장중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

우 30일 이내에 그 중재인의 성명․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중재인선정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중재인취임수락서 (별지 제 4호 서식)를 첨부하여 사
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인명부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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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에 의한 선정) ① 사무국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중재전 조정이 성
립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중인 양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중재인명부중에서 중재
인후보자를 복수로 선택하고 그 명단을 중재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재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의 수령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후보자명 위에 의장중재인과 중재인을 각각 구

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흑색 유성 펜으로 표시하고 위에 날인한 후 이를 사

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그 명단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명단에 기재된 중재인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③ 사무국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중재인후보자 명단 중 중재당

사자의 희망순위에 따라 중재인후보자를 선정하고, 동일순위로 지명된 2인 이

상의 중재인후보자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희망순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조정
한다.
④ 사무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중재
인취임수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사무국은 중재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후보자가 중재인취임수락서를 거
절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명단

의 순위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후보자로부터 취임수락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으면 본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다
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중재인 선정의 통지) 사무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 전원이 선
정되었을 경우 중재당사자 및 중재인 모두에게 지체 없이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중재인 회피 및 기피) ① 중재인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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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중재인회피신
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당사자는 중재인이 제1항의 규정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공정성에 의
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중재인기피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중
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국에 서면으로 중재인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자격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 신청을 받은 이후 그 중재인이 중재당

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중재인을 선정·통보하여
줄 것을 중재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
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통
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받은 이후 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중재인이 중재당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다른 중재인을 선정·통보하여 줄 것을 중재당사자에게 지체 없

이 요청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

식에 따라 지체 없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
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23조(중재인 제척) ① 중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
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중재당사자
가 되는 경우
2. 중재인이 당해 분쟁사건의 중재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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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인이 당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중재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중재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장은 중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중재인이 중재당사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중재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여 통

보하여야 한다.
제24조(중재인의 보궐) ① 중재인이 사임,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
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당사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중재인이 중재당사자에 의
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고 , 사 무국에 의하여 선정되

었을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장

중재심리 절차

제25조(심리 일시 및 장소)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당사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중재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국내중재의 경우 5일, 국제중재의 경

우 10일 이전까지 중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당사자가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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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속기록의 작성) 사무국은 중재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으
면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번역문 제출) 중재당사자는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사
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서면, 서증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28조(통역 또는 번역) ① 사무국은 중재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
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
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를 할 경
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당사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심리에의 출석) ① 심리기일에는 중재판정부, 중재서기, 중재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한다.
② 중재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중재판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판정부

에 이해관계가 있음에 대한 서면 소명자료와 참고인참석허가신청서(별지 제

7호 서식)를 제출한 후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 중 다른 증인의 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심리의 연기 또는 속행)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중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심리기일 연기신청은 심리기일 3일전까지 심리기일연기신청서(별지 제

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 기일은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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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경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중재당사자 일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중재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중재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인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

다. 다만, 중재심리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정한다.
제32조(심리)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에게 심리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장과 증거방법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재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

는 때에는, 중재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요약하여 제출하게 하

거나 중재판정부가 이를 요약한 다음 중재당사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요약된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판정할 수 있다.

제33조(심리절차) ① 심리는 사건과 중재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설명하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진술과 동시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
인을 출석시키며, 피신청인은 항변과 동시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

시킨다.
④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된 증거는 번호를 붙 여서 당해 중재사건 기록의

일부로 한다.
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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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재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
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중재당사자의 해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
니하거나, 신청원인 및 입증방법을 명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당사
자가 주장 및 입증을 태만이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중재당사자의 불출석)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 일방이 심리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결석하거나 심리에 응하지 아니한 중재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서면 기타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
로 보고 출석한 중재당사자 일방에게 판정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절차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의 제출) ① 사무국은 심리 시에 중재판정부에 제
출하지 못하고 심리 당시의 합의 또는 그 이후의 합의 및 중재판정부의 요구
에 의하여 제출하는 모든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를 접수한 후 중재판정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가 중재판정부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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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증거) ① 중재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
거와 중재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
정인의 임의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증거

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판
정부는 심리를 진행시킬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중재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든 증거는 중재당사자 모두가 출석하고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과반
수가 출석한 자리에서 제출․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재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중재인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자유 심증으로 판단한다.
제38조(SW감정 등) ① 중재판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SW
감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SW감정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중재판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심리의 종결)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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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심리의 재개)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에 의하여 또는 중재당사자 일방이 상
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심리 재개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전이면 언제든
지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중재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중재당사자가 그 기간을 연장할 것을 합의하여야 심리를 재
개할 수 있다.
③ 심리가 재개되었을 경우의 심리종결일은 그 재개된 심리가 종결된 날로
한다.
제41조(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① 중재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구술
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중재당사자는 사실 및 원인의 진술을 포함한 쟁점에 관한 진술서에 증
거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는 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모든 서류는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통지된 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사무국이 요구하는 부수의 사본을 구비하
여 제출되어야 한다.
④ 사무국은 중재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제출된 진술서 및 증거의 사본을 상대
방에게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술서 및 증거에 대하여 답변하거

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송부 후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
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답변서 내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답변 내지 의견 진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사무국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당사자에게 추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사무국은 이 요구를 중재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재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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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리절차는 본조 각항 규정에 따라서 모든 서류를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었을
때에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6장

특별조항

제42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중재당사자가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제43조(기간의 변경) 중재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이 규칙에서 정한 기간
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정을 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그 연장기간 및 이유를 중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중재판정

제44조(중재판정 등)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리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중재인 일부가 중재판정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 합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
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45조(판정의 형식) ① 중재판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

성하고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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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중재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4. 작성년월일
5. 중재지

② 복수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의 경우,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
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언어) 중재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언어는 한국어로 한

다. 다만, 중재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중재

인 중에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중재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

으로 한다.
제47조(판정의 범위)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 및 중재판정부가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할 수 있
다.
② 중재판정부는 책임있는 중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제9장의 규정에 의
한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화해중재판정)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중재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판정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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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49조(중재판정의 정정)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숫자계산의 착오나 과
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자 또는 오류를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중재판정부가 정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국이 이를 할 수 있다.

제50조(중재판정문의 송부) ①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정본을 중재당사자 또는 대리
인에게 중재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부하

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재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중재비용 전액이 사무국에 납입된 후에 행할
수 있다.
제8장

신속절차

제51조(적용범위) 사무국은 중재당사자간에 이 장의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
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이 장의 신속절차를 적용한다.
제52조(중재인의 선정) 사무국은 중재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인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제53조(심리절차) ①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사무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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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리개시 3일 이전에 구술, 인편, 전화, 서면, E-mail 등 적합한 방법으로 중
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③ 피신청인은 심리종결전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제54조(판정기한) 중재인은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나머지 조항을 준용
한다.
제9장

중재비용

제56조(중재비용) ① 중재비용은 이 규칙 제57조 내지 제59조에 규정하는 요금,
경비, 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부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재당사자 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③ 제41조 규정의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의 중재비용의 경우에도 본조 내지 제
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중재비용 예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7조(요금) ① 중재신청인은 “별표1”의 관리요금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요금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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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인하여 신청요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반환되지 아니
한다.
제58조(경비) ① 중재인 및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

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
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중재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그
중재당사자가 예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가 중재판정부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중재당
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한다.
제59조(수당) 중재신청인은 “별표2” 중재인 수당 및 중재판정문 작성수당을 예납
하여야 한다.
제60조(예납방법 등) ① 중재신청인은 제57조 내지 제59조 소정의 중재비용을
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이 부족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신청인이 이를 대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절차의 진행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심리가 종결되면 예납액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중재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는 그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재판정문과 함께 송부한 후 해당 당
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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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중재신청서(국문)

중 재 신 청 서
1.

당사자의 표시

가. 신 청 인
o 성 명 :
o 주 소 :
o 연락처 :
※대 리 인
o 성 명 :
o 주 소 :
o 연락처 :
나. 피신청인
o 성 명 :
o 주 소 :
o 연락처 :
2. 중재신청의 취지
3. 중재신청의 원인

20

년

월

위 신청인
(구비서류): 가.
나.
다.
라.
마.
바.

일
(인)

중재당사자간 중재합의 서면 원본 또는 사본
중재신청에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증명서 추가)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정의 중재비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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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신청서(영문)

Request for Arbitration
□ Claimant:
o Address:
o Representative Director:

□ Respondent:
o Address:
o Representative Director:

Purport of Request
1.

2.

Grounds for Request
Method of Proof
Claimant :
signature :

Computer Program Deliberation and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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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중재처리대장

접
번 수
호 일
자

신 청 인

심리기일
신청 취지

피신청인

중재인
1 차 2 차 3차

중재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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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중재인 선정서
□ 신청인용

중재인 선정서
o 신청인 :
- 주 소 :
- 연락처 :
위 신청인은 아래 분쟁 건에 대하여 중재법 제12조 및 중재처리
규칙 제19조에 의거 아래의 중재인을 선정함
o 피신청인 :
- 주 소 :
- 연락처 :
o 분쟁의 대상
o 분쟁합의 내용
o 1순위 중재인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o 2순위 중재인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년
위 신청인

월

일
(인)

※ 1순위 중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2순위 중재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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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용

중재인 선정서
o 피신청인 :
- 주

소 :

- 연락처 :
위 신청인은 아래 분쟁 건에 대하여 중재법 제12조 및 중재처리
규칙 제19조에 의거 아래의 중재인을 선정함
o 신청인 :
- 주

소 :

- 연락처 :
o 분쟁의 대상
o 분쟁합의 내용
o 1순위 중재인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o 2순위 중재인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년
위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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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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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중재인취임수락서

중재인취임수락서
═════════
본인은 신청인

와

피신청인

간의 중재 건에

관하여 중재인 취임을 수락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야

기 시킬만한 사유가 없으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이 양당
사자와 경제적 법률적․이해관계가 없음

2. 심리 또는 문서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중재판정에 관한 비
밀을 지킬 것이며, 위 사건과 관계되거나 유사한 사건을 대리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임
3. 중재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하한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도 연관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어느 당사자에게 편파되거
나 불공평한 중재를 하였다고 추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할 것
임.
4. 오직 양심과 법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업계 관행에 일치하도록 판
정할 것임.
년
중 재 인

월

일
(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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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중재인회피신청서

중재인회피신청서

═══════════
◦ 중재번호 :

◦ 중 재 인 :

◦ 회피사유 :

중재처리규칙 제22조에 의거 중재인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년
위 중재인

월

일
(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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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중재인기피신청서

중재인기피신청서

═══════════
◦ 중재번호 :
◦ 신 청 인 :
◦ 기피 중재인 :
◦ 기피사유 :

중재처리규칙 제22조에 의거 위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합니다.

년

월

위 신청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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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참고인참석허가신청서

참고인참석허가신청서

═════════════
◦ 중재번호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중재심리기일
위 중재심리 제

차 기일에 다음 사람을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참석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년
위 (피)신청인

중재판정부 귀중
※ 붙 임 : 참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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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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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심리기일연기신청서

심리기일연기신청서
════════════
◦ 중재번호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연기사유 :

위 중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시에 지정된 심리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위 (피)신청인

중재판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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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인)

- 별지 제8호 서식 -

［별표1］ 관리요금
예납자

부담자

부담비율

신청인

중재판정

중재판정

에서

요

율

비고

o 1천만원이하, 1% (단, 최저 5만원)

에서 결정 o 1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20만원

결정

o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0만원
o 1 억원 초과 50 억원이하, 130 만원
o 50 억원 초과 100 억원이하, 2,580 만원
o 100억원 초과, 3,830만원
o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20만원

［별표2］ 중재인 수당 및 중재판정문 작성수당
신청금액

중재인수당(중재인 1인당)

판정문작성수당

5천만원 이하

400,000원

30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0,000원

300,0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200,000원

5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00,000원

600,000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00,000원

70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000,000원

800,000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500,000원

1,000,000원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500,000원

1,500,000원

500억원 초과

7,500,000원

2,500,000원

500,000원

400,000원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 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 본 표의 지급을 초과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경우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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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6 > 미국 특허중재규칙 9.15, 2005
Introduction
최근 지식재산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수단으로 중재의 적합성이 잘 인

식되고 있다. 그 증거로 미국중재협회(AAA)의 후원 아래 매년 지식재산분쟁이
중재되는 건수가 증가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특허 분야에서 중재는 또한 중재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입법조치에 의해 쉬워지고 있다.
미국중재협회(AAA)는 비영리 공익사업 단체로서 기업가, 변리사, 개인, 무역업

체, 단체, 경영자, 소비자, 가족, 공동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등에 분쟁 해결 서

비스를 폭 넓게 제공하고 있다. 중재서비스는 미국중재협회(AAA) 뉴욕 본부와
미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심리는 미국중재협회(AAA) 사

무실이 있는 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또

한, 미국중재협회(AAA)는 교육과 연수를 위한 센터이며, 전문 출판물을 발행하
고, 법정 외에서의 모든 분쟁 신청서 형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분쟁조정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1982년 8월 27일 제정된 ‘공법

97-247’에 의해 특히 효력과 침해를 포함한 특허분쟁의 폭넓은 범위의 자발적인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촉진되었다. PL 97-247 (35 USC, ' 294)의 중재법은 1983년

2월 27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령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교섭중이거나 미래의 특허분쟁을 중

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동의와 중재판정은 Title 9 of

the US Code 하에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그 중재는 비공개여야만 하고 중재결과
는 종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판정은 특허상표청장에게 제출된 판정의 통

지가 있을 때 효력을 가진다. 판정은 오직 중재를 한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

다. 그리고 당사자가 중재대상이 되는 특허가 효력이 없거나 강제력이 없다고 충
분히 인정될 경우 중재판정이 수정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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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의회는 11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두 개의 법령을 법제화함으로써 지

식재산분쟁의 비공식적 해결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였다. The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HR 6286; PL 98-6220)는 35 USC 135에서 특허의 동
일 발명의 우선권 경쟁(interferences)에 대해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운 조항 (d)을 추가하였다. The 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 of 1984 (HR

6163; PL 98-620, 17 USC, ' 901 et seq .)는 자발적인 협상, 중재 및 구속력 있
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chip-product 권리의 순수 침해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royalties에 대한 분쟁소송을 인가했다.

지식재산과 라이센싱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사

람들은 중재의 다음의 이점들을 인정한다. 기술 분야 소송에서 비교적 빠르고 경

제적이며 비공개적이고 편리하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
업관계에서 손해의 가능성을 줄이며 좀 더 국제문제에 적합하고, 특히 분쟁의 주
요 쟁점이 되는 문제와 친숙하거나 전문가인 중재자를 선정하는 당사자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들 규칙들은 특허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문 자문위원회로부터 조력을 받은 미

국중재협회(AAA) 임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Harry F. Manbeck Jr.이 의장으로
있는 자문위원회는

Rudolph J. Anderson Jr., Robert B. Benson, Jerome E.

Luecke, John E. Maurer, David W. Plant, Roger S. Smith, Arthur R. Whale 그
리고 Richard C. Witte로 구성되어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다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미래분쟁에 대한 조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
이 계약(그 원인으로 불이행)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계약상 발생하는 특허의 유효성 또는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 어떤 논의 또는 주장이라도 중재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에 의해 특허중재 규칙을 근거하여 미국 중재 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이에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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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논쟁의 중재는 다음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
우리(서명한 당사자)는 그 특허중재규칙에 따라 미국중재협회에 의해 관리된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 한다. 우리들은 상기의 논의가 중재인에게 제출되는 것에

또한 합의한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이 협정과 규칙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중재인
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중재판정이라도 실행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의
판단과 같이 중재판정도 이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
AAA의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의 송달에 의해 끝낼 수 있다. 중재판정의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중재판정에서의 판단에는 필요하다
면 적절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에 갈 수 있다.

Administrative Fees
AAA는 주장 또는 반소의 양에 근거해서 파일링(filing) 요금을 청구한다. 후에

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정보는 당사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 요금은 AAA관
리 서비스를 담보한다.

Mediation
당사자는 중재에 앞서 그들 논쟁을 조정에 제출하는 것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조정에 있어서 중립인 조정자는 화해에 이르는 것에 대해 당사자를 보조하지만
바인딩 결정 또는 중재판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조정은 그 커

머셜(commercial) 조정 절차에 따라 AAA에 의해 관리된다. 중재가 결정되지 않

은 사안에 당사자가 AAA의 관리하에 그들의 논쟁을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는 추
가 관리 요금이 전혀 없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을 그들 계약상의 논쟁 해결 절차의 일부에 채택하고 싶으

면, 그들은 표준 중재계약과 연계해서 다음의 조정 조항을 그들 계약에 삽입할 수
있다 :

만약 이 계약과 관련되거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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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는 중재에 이르기 전에 커머셜

(commercial) 조정 절차 아래 미국중재협회에 의해 관리된 조정에 의해 논쟁을
해결하는 등의 다른 논쟁 해결 절차를 따른다.
만약 당사자가 기존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자를 선임하고 싶으면 그들은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다음의 논쟁을 그 커머셜(commercial) 조정 절차에 따라 미국중재협

회에 의해 관리되는 조정에 따른다(항목에는 조정자, 수수료 지불 방법, 신청방법
및 당사자 진술 등에 대해 대비하여 규정을 둘 수 있다).

Patent Arbitration Rules
1. 당사자의 협정

미국중재협회(AAA)의 특허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대비했을 때는 당사자는

규칙을 그들의 중재 협정의 일부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해 이들
규칙에 기술된 절차는 계약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의 명칭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논쟁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 의해 구성되는 어떤
판정부도 특허중재판정부라고 부른다.
3. 의무의 관리자 및 대표단

당사자는 규칙에 따를 것을 합의할 때 또는 그들이 AAA에 의한 중재에 따르

기로 합의하고 규칙에 의해 중재가 개시될 때는 그들의 중재 관리는 AAA에 위

임하게 된다. AAA의 권한과 의무는 당사자의 협의 및 규칙에 따르게 되며 AAA
의 담당자도 그러한 것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4.중재인의 National Panel

AAA는 특허중재인의 National Panel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허법 및 특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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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전문지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포함하고, 규칙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 Regional Offices

AAA는 재량으로 중재의 관리를 그 Regional Offices에 할당할 수 있다.
6. 계약에서의 중재규정의 개시

계약에서 중재규정에 따른 중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a)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정 계약에서 개시 당사자(이하 신청인)가 중재 개시

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이하 피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분
쟁의 기초가 되는 진술서와 구제절차, 심리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b) AAA의 지역사무소에 3통의 신청서 복사본과 3통의 계약상 중재규정에 따

른다는 복사본과 함께 신청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AA는 제출된 통지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AAA로부터

의 통지 20일후에 AAA에 답변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답변 진술서

의 복사본을 동시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반대의 청구가 주장되면, 그

통지는 반대의 청구 기초가 되는 진술서와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반대

의 청구가 있으면, 적절한 수수료를 답변진술서와 함께 AAA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간 이내에 답변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것은 주장을 시인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답변 진술서 제출 불이행은 중재를 연기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7. 제출의 개시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사인한 이 규정에 따른 중재 의뢰서 복사본 3부가 AAA

지역 사무소에 제출됨으로써 규정에 의한 중재가 개시된다. 그것은 분쟁 사건 진
술서, 구제절차, 심리장소와 함께 적절한 신청 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8. 청구변경
신청한 후에 당사자가 어떤 새로운 다른 주장이나 반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AA에 그 사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사본은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AAA에 답변을 제출하고 송부하는 20일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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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회의, 예비심리 및 조정회의

당사자의 요구 또는 AAA의 재량으로 AAA와 당사자 또는 그들 대표자의 관

리회의는 중재 절차 촉진을 위해 예정된다. 이것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규모 또는 복잡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요구 또는 중재인이나 AAA의 재량으

로 당사자 또는 그들 대표자와 중재인과의 예비심리는 해결해야 하는 특정 이슈
들과 사실,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증거들을 준비하게 된다.

중재를 진행함에 있어 중재인은 예비심리에서 (i) 드러난 사실과 다른 정보 (ii)

요청된 증인의 신분 (iii) 분쟁 해결을 위한 추후의 심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진행단계에서 AAA에서 커머셜(commercial) 조정절차에 따

른 조정회의를 준비할 수 있고,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정자는 사건에 지정된
중재인이 아니어도 된다. 추가비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 장소 확정

당사자는 중재 장소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심리가 이루

어질 특정 장소를 요구하고, 타방 당사자는 AAA에 의해 송부 받은 요청서 통지

후 20일 이내에 다른 거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장소는 요구된 장소로 한다.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의해 요구된 장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AAA는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은 종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11. 중재인의 자격

제12, 13, 14의 조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당사자 또는 피지정인의 선정에 의해

지정된 중립 중재인은 제18조에 지정된 특별한 이유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
다.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인에게는 자격박탈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
는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 지정 중재

인이며, 거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박탈이 필요하지 않다.

규정상「중재인」의 용어는 1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구성되며 중재인이 중립

적이라면 지정된 당사자에 관계없이 중재위원단이라 한다.
12. 위원단의 지정
만약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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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재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지정된다. : AAA는 위원단으로 선정된 사람의
리스트를 각각의 분쟁 당사자에 송부한다.

분쟁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의 이

름 및 리스트를 AAA에 발송한다. 단독 중재인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는 3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다수 중재인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는 5개의 이름을 지

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시간이내의 리스트가 되돌아오지 않으
면 그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용인된 것으로 본다. 양당사자의 리스트

에서 원한다고 명시된 주문을 따라서 AAA는 중재인을 선정한다. 만약 당사자가

제출된 리스트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AAA는 추가의 리스트
의 제출 없이 위원단의 다른 멤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또는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3. 당사자에 의한 직접 지정

당사자가 중재자를 선정하는 특별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지정과 방법을 따른

다. 지정의 통지는 중재자의 성명과 주소를 AAA의 지정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당사자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 AAA는 위원단의 멤버 리스트를 제시한다.

지정된 기간 안에 중재자를 지정하는 것을 실패할 경우는 AAA가 지정한다.

지정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AAA는 당사자에게 지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한 10일 이내에 중재자가 지정되면 AAA는 이를 수용한다.
14. 당사자 지정 중재인 또는 당사자에 의한 중립인 중재인의 지정

만약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제13조에 의해 중재인이 지정된 경우, 당

사자가 지정된 시간이내에 중립인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AAA는 중립인 중
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협의에 의해 중립인 중재인이 기간 안에 지정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당사자 지정 중재인 또는 당사자가 당사자의 중재인 지정 날짜까지 지정하지 않
으면 AAA는 중립인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위원단으로 중립인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면 AAA는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에게 제12조에 의해 위원단으로
선정된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국제적인 중재의 중재인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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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다른 나라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중립인 중재인은 당사자를

제외한 나라의 국민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청은 규정에 의해 중재인의 지정에
부과된 시간에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6.중재인의 수

만약 중재조항이 중재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AAA는 자유재량으로 1명의
중재인을 결정할 수 있다.
17. 지정 중재인에의 통지

중립인 중재인의 지정통지는 당사자 또는 AAA에 의해 지정된 것에 상관없이

AAA에 의해 중재인에게 송부되어 최초의 심리전에 규정의 복사본과 중재인의
서명이 된 서식과 함께 AAA에 제출되어야 한다.
18. 공개와 기피절차

중립 중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편견이나 금전적․개인적 관계를 포함하여 공
평성에 영향을 줄 것 같은 환경이 있어 그것이 중재의 결과나 과거 또는 현재의
당사자와 대표자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면 AAA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른 중재인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AAA는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그
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여야 한다.
19. Vacancies(결원)

만약 어떠한 이유로 중재인이 사무소의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면 AAA는 충분
히 납득할

증거를 가지고 사무소를 Vacancies 할 것을

Vacancies는 적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언할 수 있다.

심리가 시작된 후에 중재인 위원단의 Vacancies의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잔류 중재인은 논의를 속행한다.
20.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

중재인은 각각의 심리를 위해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AAA는 당사

자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 한 당사자에 최저 10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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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표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거나 권한이 있는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어 진다.

대표되어지는 당사자는 적어도 첫 심리가 이루어지기 3일 전까지 다른 당사자

와 AAA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야 한다. 대표자가 중재 또는 당사자에게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통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2. 속기록

속기록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필요한 준비와 속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심리에

앞서 그 준비를 다른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한다. 요구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기록

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만약 기록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중재

인에 의해 결정되면 공인기록으로 된다.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 날짜, 시간, 장소는
중재인 및 조사를 위한 다른 당사자가 가능한 시간이어야 한다.
23. 통역

통역을 원하는 당사자 누구나 통역하는 사람과 모든 준비를 직접 하고, 서비스
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4. 심리에의 출석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심리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야 한다. 중재

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리에 출석할 권리가 주어진다. 중재인
은 다른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당사자 또는 다른 필요 당사자나 증인의 배척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자가 다른 사람의 출석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
이다.
25. 연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당사자의 요구 또는 중재인 자신의 주

도에 의해 어떤 심리라도 연기할 수 있고,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26. 선서
최초의 심리를 속행하기에 앞서 각각의 중재인이 법률이나 사무소에서 요구되

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어떤 정당한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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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하에서 증언하는 것을 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법률의 필요
또는 당사자에 의해 요구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27. 다수결

중재인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해야 한다. 모든 결정이 중재 협의 또는 법률
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한 중재판정은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
28. 중재인의 회의록과 절차 순서

심리는 중재자의 선서 제출로 시작된다. 그리고 심리의 날짜, 시간, 장소, 중재

자, 당사자, 그들 대표자의 참석 기록이 요구된다. 중재자의 진술서나 답변서가 있
는 경우에는 그것의 제출도 요구된다.
중재인은 심리의 시작전에 관계되는 문제를 명확화하고 있는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제9조에 따르는 중재인에 의해 실
시되는 예비심리를 실시하는 할 수 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 당시에 그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어하는 당사자는 그 때 그 방어를 주장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 각각
의 당사자를 위한 증인은 조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중재인은 이 절차를 바꿀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증거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모든 당사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중재인에 의해 증인으로서 받아들여진다.
모든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증거물은 기록의 일부로 인정된다.
당사자와 중재인이 다른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와 중립인 중재인 사이의 구두

심리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없다. 당사자가 중립인 중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위해 AAA가 중재인을 면접하는 것은 인정된다.
29.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의 중재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는 기간 통지 후 출석하지 않았거나 연기 신청에

실패한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출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 해태에 대한 판정

은 당사자 일방 출석으로 행해진다. 중재자는 판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
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298 -

- 첨부 6 -

30. 증거
당사자들은 관련 증거 및 반박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중재자가 반박의 이해

와 결정에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자 또는 증인
이나 문서를 소환하기 위해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당사자의 요청 즉시

또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중
재자는 증언이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함과 적절한 증인의 지정에 책임이
있는 곳에 소환장을 보냄으로써 증인을 소환한다.

중재자는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고, 증거 법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 증거에 대해 당사자 해태에 의한 결석이나 참석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중재인과 모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31. 진술서 및 서면 심리에 의한 증거 또는 다른 증거
만일 심리 후에 문서나 다른 증거가 중재자에게 제출되도록 당사자들이 동의하

거나 중재자가 지시한다면, 문서나 다른 증거들은 송달을 위해 AAA와 함께 중재

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서와 다른 증거를 심사할 기
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32. 열람 및 조사

중재와 관련하여 열람 및 조사의 필요성을 발견한 중재자는 AAA가 당사자들

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중재자는 일시를 지정해야 하며 AAA는 당사자
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열람 및 조사에 참석할 수 있

다. 일인 혹은 여러 당사자들이 열람 및 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자는 당
사자에게 구두나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3. 임시적 조치

중재자는 중재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호, 증거의 보존, 영업 비밀이나 중재
기간 동안 공개될 수 있는 기타 독점 정보의 보호를 위해 임시적 구제를 위한 명
령을 내릴 수 있다.
34. 심리의 종료
중재자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서류나 신문할 증

인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기록이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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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는 심리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만일 적요서가 제출된다면, 심리는 중재자에 의해 적요서의 수령을 위해 최종

일에 종료되었다고 선언되어야 한다. 만일 문서가 Section 31에 제공된 대로 제출
되고, 수령일 지정이 적용서 수령일 지정 보다 늦는다면, 더 늦은 날짜가 심리 종

결일로 되어야 한다. 중재자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제한은 당사자
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가 종결되자 마자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35. 심리의 재개
심리는 판정이 나기 이전이면 언제든지 중재자의 발의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

개될 수 있다. 만일 심리의 재개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특정 기간 내의 판

정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심리는 재개되
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에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자는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심리 재개일로부터 60일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36. 구두심리의 포기

당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서면에 의해 구두 심리 포기를 할 수 있다. 만일 당사

자가 절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AAA는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를 지정하여야
한다.
37. 규칙의 포기
규정이나 규칙에 의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중재를 진행하는 당사자나 서면으
로 반대 진술에 실패한 당사자는 반대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38. 기간의 연장

당사자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AAA나 중재자는 판

정을 위한 시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해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AA는 당사자에게 연장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39. 통지의 송달
각 당사자는 본 규칙 하의 중재 개시나 계속을 위한 필수적이고 적절한 일체의

서류, 통지문, 필수적이거나 타당한 절차 등은 가장 최근 주소지로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우편이나 개인 서비스로 송달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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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다.

또한 AAA와 당사자들은 본 규칙이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기 위해 전송사

진, 텔렉스, 전보, 그 밖의 전기적 전달장치의 서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40. 판정의 기간

판정은 중재자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않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이내에,
또는 구두 심리가 포기된 경우라면 중재자에 대한 최종 진술 및 증거의 AAA 송
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1. 판정 방식

판정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다수 중재자에 의해 날인되어야 한다. 이는 법률
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42. 판정의 범위
중재자는 침해를 종결짓기 위한 계약의 구체적 이행이나 보전적인 구제를 포함
하여 당사자 합의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한 구제나 구조를 제

공할 수 있다. 중재자는 Sections 47, 48 ,49에 따라 판정 중에 중재비, 비용, 보상
금을 당사자에게 지불하도록 부과해야 하며, 행정수수료나 비용의 경우에는 AAA

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43. 화해 판정

만일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는, 중재자는 화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화해판정은 승낙 판정으로 본다.
44. 판정의 통지

당사자들은 판정문 원본 또는 최종적으로 알려진 당사자나 대리인 주소로 우편

으로 전달된 판정문 사본에 대한 법정 통지, 판정문 개별 서비스, 법률에 의해 허
락되는 일체의 방식에 의한 판정문 통지에 응해야 한다.
45. 사법 절차를 위한 문서의 공개

AAA는 중재와 관련된 사법 절차 중에 요청될 수 있거나 특허상표청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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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는 AAA 소유의 일체 서류에 대해서 당사자의 서면 요
청이 있는 경우, 공인된 복사본을 당사자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6. 법원과 책임 배제에 대한 소
⒜ 중재와 관련된 당사자에 의한 사법 절차는 당사자의 중재권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없다.

⒝ 본 규칙에 따른 절차 진행중에는 AAA를 비롯한 어떤 중재자라도 중재와

관련된 절차 중의 당사자를 교섭하지 않는다.
⒞ 본 규칙의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의 관할권이 있는 연방 또는 주법원에 제기
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AAA를 비롯한 어떤 중재자라도 본 규칙에 의해 행해진 중재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 및 부작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47. 행정 수수료

비영리 조직인 AAA는 최초 신청비와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을 위한 사건 서비

스 비용을 정해야 한다. 사실상 이 비용은 수수료나 요금이 발생될 때 적용될 것
이다.
신청비는 판정에서 중재자에 의해 최종 분배되는 대로 당사자에 의해 납부되어
야 한다.

AAA는 일방 당사자가 극도의 어려움에 있는 경우에 행정 수수료를 줄여주거

나 납부를 연기시켜줄 수 있다.
48. 비용

각 당사자의 증인 비용은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납부한다. 그 밖의 중재자,

AAA 대표자, 증인에게 들어가는 출장비나 다른 비용, 중재자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한 비용 등의 중재 비용은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
았거나 판정에서 중재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나 지정
된 일부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발생되어야 한다.
49. 중립 중재자의 보수

각각의 중립 중재자의 보수는 중재자의 정보 카드에 나타나야 하고, 중재자가
일을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와 중재자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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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중재자 보수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와 중재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AAA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적당한 시간 내에 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AAA는 단독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고 이를 당사자와 중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야야 한다.
50. 예탁

AAA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들에게 중재자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에 소요되는 비용등 심리비용을 예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절차 종
료 후 예납금을 정산하여 당사자에게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1. 규칙의 해석과 적용
중재자는 중재자의 권한과 의무 범위내에서 본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

다. 1인 이상의 중재자가 있고 본 규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중재자나
당사자 중 하나가 최종 결정을 위해서 AAA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다
른 규칙은 AAA에 의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 수수료

AAA의 행정 수수료는 청구액 또는 반환청구액을 기초로 한다. 중재자 보수는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다면, 중재자 보수와
행정 수수료는 판정에서 중재자에 의한 배당을 조건으로 한다.
수수료
최초 신청비는 청구나 반환청구 또는 추가로 제출된 청구가 있는 때에 제출자
가 전액 지불한다.

서비스비용은 그들의 첫 번째 심리가 계속되는 내내 발생될 것이다. 이 비용은

첫 번째 심리가 잡혀진 때에 미리 지불될 것이다. 이 비용은 심리가 진행되지 않
을 경우 중재 종결 시에 반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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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납부될 것이다.
청구 금액

최초 신청비

서비스비

$10,000 이하

$750

$200

$10,000 초과 $75,000 이하

$950

$300

$75,000 초과 $150,000 이하

$1,800

$750

$150,000 초과 $300,000 이하

$2,750

$1,250

$300,000 초과 $500,000 이하

$4,250

$1,750

$500,000 초과 $1,000,000 이하

$6,000

$2,500

$1,000,000 초과 $5,000,000 이하

$8,000

$3,250

$5,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0,000

$4,000

*

*

$3,250

$1,250

$10,000,000
금액없는 청구**

＊$10 million를 초과하는 청구시에는 비용에 관하여 지역 AAA 사무소로 연락
하시오.

＊＊이 비용은 청구나 반환청구가 금전을 위한 청구가 아닌 때에 적절하다. 청

구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청구의 당사자들은 청구의 범위를 기술하거나 가능한 가
장 높은 신청비를 내도록 요구된다.
만일 청구나 반환청구 금액이 최초 신청 후에 수정된다면 비용은 증가될 수 있

다. 만일 청구나 반환청구 금액이 첫 번째 심리 전에 수정된다면 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

세명 이상의 중재자를 가진 경우에 최소 요금은 신청비 $2,750, 서비스비

$1,250이다.

합의에 의해 1년간 중재가 중지되는 경우 당사자는 $300의 년간 중지비가 부과

될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부과된 비용의 지불을 거절한다면, 다른 당사자가 모든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전체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종결될
것이다.
환불 Schedule

AAA는 신청비에 환불 Schedule을 제공한다. $75,000이하로 청구 시에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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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500의 최소비용이 환불
되지 않는다. 최소 비용 요구와 관련하여, 환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중재가 화해로 종결되거나 제출 후 5일 내에 철회되는 경우, 신청비는

100% 환불된다.

￭ 중재가 화해로 종결되거나 제출 후 6일에서 30일 사이에 철회되는 경우 신

청비는 50% 환불된다.

￭ 중재가 화해로 종결되거나 제출 후 31일에서 60일 사이에 철회되는 경우 신

청비는 25% 환불된다.

일단 중재자가 정해지면(3인 중재 패널에서의 1인 중재자를 포함한다) 환불은

불가능하다. 환불은 판정에서 승인되지 않는다.

Note: AAA에 중재 신청비 영수날짜는 청구 또는 반대 청구에 대한 신청비 환
불금 산정에 사용된다.

심리장소 임대료

위에 설명된 비용은 임대 심리장소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AAA에 문의하시오.

비용 절감 또는 유예를 위한 신청 정보뿐만 아니라 절차 및 지침과 같은 규칙

은 주기적으로 변하기 쉽다. 가장 최근 정보의 확인은 www.adr.org.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미국 지식재산중재 보충규정(2006.1.1.시행)
도입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의

타당성은 최근에 인정되었다. 미국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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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특허분야에서 중재제도는 또한 중재
로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기능한다.
미국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원, 변호사, 개인, 무역단체,

조합, 경영진, 소비자,

가족, 집단 그리고 정부의 모든 직급을 위해 여러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이 서비스는 뉴욕AAA 본부와 미국 각지의 주요 도시
에 위치해 있는 지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심리는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열리며, AAA지사가 있는 도시로 제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육센터로서의 AAA서비스는 전문적인 간행물을 발행하고, 모든 법정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한다.
특허분쟁의 중재기능은 1982년 8월 27일, 전 대통령 Ronald Reagan 이 특히
실효성과 침해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여러 특허분쟁의 임의중재를 제공하는 공
법(Public Law) 97-247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공법 97-247의 중재조항은 1983년 2월 2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후

에 발생하게 될 그들의 특허분쟁을 중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는 비공식적일 수 있으나, 중재 결과는 종국결과이며 구속력을 가
질 수 있다.
중재결과의 통지가 미국특허(상표)청에 통고되면, 그 결과는 구속력(집행력)을
가진다.
중재결과는 오직 그 중재사건의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문
제가 된 사건의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구속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중재결과가 변
경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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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의회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는 2개의 법을 제정하면서 지적재산분쟁의
약식해결절차의 범의를 확장하였다.
1984년 개정특허법은 특허간접침해에 대한 중재제도를 규정하는 35USC 135(d)
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984년의 반도체칩보호법은 자발적인 합의, 조정 또는 구속력이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반도체칩 제품의 권리를 비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
해 로얄티를 지불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라이센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제도를 이용하고 지

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분야에서의 침해에 대한 중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신속하고 경제적, 사적인, 편리한, 비공식적인, 사업관계에 있어서 피해의 가능

성을 줄일 수 있고, 더 적절한 국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분쟁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전문적인 중재자를 선택하기 위한 당사자의 능력.
이 보칙은 AAA가 특허변호사 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
다.

특허분쟁은

특허분쟁해결을

(Commercial Arbitrat

위한

보칙에

의거하여

AAA의

상사중재법

ion Rules)과 조정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를 제공받을 수 있다.
Standard Arbitration Clause (기본 중재 조항)

특허의 실효성 또는 침해와 관련된 분쟁들을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하

거나 이 계약에 관계된 분쟁 또는 주장, 또는 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AA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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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해결 보칙에

따라 중재제도로 해결한다. 중재자에 의해 결정된 결과는

그 사법권을 갖는 법원에 소속될 것이다. (중재 청구 후 _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
져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서명한 당사자들) 이로써, AAA가 아래의 분쟁을 특허분쟁해결 보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위의 분쟁이 1명의 중재자(또는 3명의 중재자들)에 의해 해

결되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중재 청구 후 _개월 내에 중재 결과가 나오는데에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계약과 규칙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고, 중재자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수행할 것이며, 그 결정은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에 준한다는 점에 동
의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중재계약에 심리기간의 제한 또는 중재자와 약속한 시간으
로부터 중재결과를 집행하는 시간까지의 특정 제한 시간을 두는 것과 같은 시간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중재계약에 추가함으로써, 그들은 중재의 절차에서 수임자?
가 된다.
그러한 제한은 중재 조항에 추가되거나, 준비심문절차를 통한 최초의 중재 후
에 확정될 수 있다.
AAA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결과의 전송과 함께 끝이 난다.

보통은 자발적으로 주요 중재 결과에 따르지만, 필요한 경우 결과에 대한 판단
은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이송될 수 있다.
Mediation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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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조정에서는 중립적인 조정자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
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나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조정은 AAA가 상사조정절차(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에 따라 진행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분쟁을 AAA의 지원을 받아 조정으
로 해결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할 추가 수수료는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조정을 선택

한다면, 그들은 중재규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의 조정조항을 그 계약에 넣을
수 있다.
만약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하거나 이 계약에 관계된 분쟁, 또는 이 계약을 위반

하는 행위가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중재, 소송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그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AAA가

상사조정절차

(Commercial Mediation Procedures)에 의해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좋은 방향
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자를 원한다면, 그
들은 다음과 같은 조정의뢰를 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로써 아래의 분쟁을 AAA가 상사조정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조정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항에, 조정자의 자격과 비용지불방법, 미팅장소 그 밖의
당사자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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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Rules for the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특허분쟁해결을 위한 보칙)

1. Applicability (적용가능성)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특허분쟁해결을 위한 보칙과 상사중재조정절차를, 당사

자가 특허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뢰서를 AAA에 제출한 경우, AAA
는 그 중재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특허분쟁해결을 위한 보칙과 상사
중재조정절차에 따라 중재할 수 있고, 다른 적절한 규정을 보충할 수 있다.
보칙과 상사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보칙을 적용한다.
보칙과 보칙을 수정하는 것은 최초 중재시에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보칙과 상사규정에서 제시하는 절
차를 변경할 수 있다.
2. National Panel of Arbitrators (중재자 국립심사위원단)

AAA는 특허법에 관한 경력을 가진 개인 또는 특별한 기술자를 포함할 중재자

국립심사위원단을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AAA는 이 규정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중재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Preliminary Hearing and Scheduling Order (예비심리와 절차의 순서)

중재자를 선택한 후에 되도록 빨리 당사자(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와 중

재자 사이에 예비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이

지 않은 전화를 통하여 협의함으로써 예비심리가 이루어진다. 중재자는 예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 절차의 순서를 정하여 고지할 것이다. 중재자는 예비심리

가 진행되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갖는다.
예비심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한정열거)
a. 적절한 비밀계약의 효과

b. 조정이나 다른 ADR 분쟁해결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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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최초 명세서 내용과 공개서비스의 완성을 위한 시간의 틀.
최초 명세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당사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사전적인 침해 논쟁이 있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님)
i. 침해된 각 특허청구항

ii. 그 당사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다른 당사자의 특정 제품, 제조공

정, 아이템 등(고발 대상)

iii. 주장된 청구항의 각 요소가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균등론에 따

라 존재하는지의 여부
iv. 분쟁에서 각 특허의 히스토리파일의 복사본

v.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발대상에서 35 U.S.C. §

112(6)가 적용되는 당사자 다툼 또는 그 분쟁 구조의 본질, 작용, 원료와 같은 각

요소를 포함하여 주장된 청구항의 각 요소가 고발 대상에서 발견되는 지를 명확
하게 제시하는 차트
2)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그 주장과 분쟁에 관련 있는 문서(한정
열거)
i. 그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록된 발명의 심의서와 명세

서, 등록된 발명의 판매 또는 판매시도를 제3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문서의 일부
또는 모든 문서

ii. 그 특허의 출원에 발명된 등록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고안과 환원
법에 관련된 모든 문서
3) 특허침해의 반대당사자는 사전무효논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한정열거).

i. 이른바 주장하는 청구항에서 예상되거나 명백해진 선행기술의 각

부분의 본질
ii. 선행기술의 각 부분이 이른바 주장하는 청구항에서 예상되거나
명백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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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어떤 주장된 청구항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 무효 또는 구속력 없음의 근거
iv. 청구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 선행기술에서 35 U.S.C. § 112(6)가

적용되는 당사자 다툼, 그 구조의 본질, 작용, 원료와 같은 각 요소를 포함하여 주
장된 청구항의 각 요소가 고발 대상에서 발견되는 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차트
4) 특허침해의 반대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분쟁과 관련된 문서를 제시하

여아 한다(한정열거)

i. 침해 아이템이나 침해과정의 작동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

ii. 분쟁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려고 의도하는 선행기술과 그 특허의
출원 히스토리에 존재하지 않는 선행기술의 아이템
5) 만일 적절하다면, 쌍방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d. 만약 직접적인 증거가 서면으로 제출된다면, 서면으로 제출된 직접증거의 날
짜
e. 사전심리 날짜

f. 공동 사전심리 성명서의 준비

g. 적절한 경우, 합리적으로 신속한 주장을 펼 수 있는 심리를 위한 날짜와 절
차
h. 제안된 청구항 해석의 변경

i. 발명의 범위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발명의 절차와 시간적 구조
j. 심리의 기일, 심리가 연속되는 며칠동안 진행될 것인지의 정도
k. 금지명령의 필요성

l. 전문가를 포함한 참고인의 신분과 유효성, 경력과 적절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참고인에 관한 문제들
m. 전문가 보고서의 교환

n. 서약서 또는 조서가 제출될 수 있는지의 정도
o. 소환장 발급의 절차

p. 실체법 또는 법규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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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재자가 합리적인 결과를 낼 것인지의 여부
4. Enforceability 구속력(집행력)

이 규정들에 따라 내려진 결과는 35 USC 294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
Appendices (부칙)

이 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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