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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제제분분쟁쟁해해결결절절차차  
((조조정정  및및  중중재재규규칙칙  포포함함))  

  

서서설설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는 미국중재협

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이다. ICDR 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세계 각지에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ICDR 의 중재 및 조정은 당사

자들이 정한 어떠한 언어로도 진행될 수 있다. ICDR 절차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

제적이며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한 최선의 국제 실무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분쟁당사자, 그 대리인, 중재인 및 조정인에게 완전한 분쟁해결 체계

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분쟁해결 절차에 합

의할 수 있는 자율성과 조정인 및 중재인의 효율적인 절차 운영에 대한 필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다. 

사건의 국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CDR 은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

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모델법상 국

제중재에 대한 정의를 준용한다.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재는 

국제성을 띈 것으로 보아 ICDR 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 상사관계에서 의무의 중요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서 수행되는 경

우; 

• 계쟁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가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 중재지가 일방 당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또는 

•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그 모회사 및/또는 자회사 포함)가 일방 당

사자의 국가 밖에 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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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규칙 또는 국제중재규칙에서 “당사자”, “신청인” 또는 “중재인”과 같은 단

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지칭하는 주체가 복수라면 해당 용어는 복수를 포함한

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라는 표현은 참여 당

사자 내지 당사자들을 의미한다. 

이 규칙의 공식 문서는 영문본이다. 

국국제제조조정정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와는 독립된 일정으

로 또는 중재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조정의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조정인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개정된 국제조정규칙은 전 세계에 있는 당사

자들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행, 문화 및 접근법을 고려하는 

개선된 체계를 제공한다. 

국국제제조조정정규규칙칙의의  특특징징::  

•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조정인을 찾아 선정

하는 데 ICDR 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둠; 

• 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정인의 의무와 책임을 더

욱 명확하게 명시함; 

• 준비회의, 기술 사용, 문서 교환,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회의, 교신 

등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의 통제권과 효율적�효과적인 조정 과정에 대

한 관심을 강조하는 “조정절차” 규칙을 포함함;  

• 싱가포르 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을 인용함; 

•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규 준수 및 관행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국제조정규칙의 적용이 추정되

도록 함. 



8

 

8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분쟁조정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

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을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우선 ICDR 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으로 분쟁 해

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조정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및 

b. 조정언어는           로 한다. 

한편,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활용하여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정 회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하기 분쟁을 ICDR 의 국제조정규칙에 따라 ICDR 이 관리하

는 조정에 회부한다. (이 조항에는 조정인(들)의 자격, 조정지 및 그 밖

에 당사자들의 고려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국국제제중중재재  

분쟁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될 수 있다. 

ICDR 중재에서 각 당사자에게는 이 규칙과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

신의 사건을 변론할 기회가 제공된다. 

국국제제중중재재규규칙칙의의  특특징징::  

• ICDR 의 전현직 임원으로 구성된 국제행정검토위원회(International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로 하여금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

타 행정적 분쟁을 결정하도록 하는 ICDR 의 실무를 성문화함; 

• 중재적격 및 관할 문제를 먼저 법원에 회부할 필요 없이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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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가 절차기일에서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도록 정함; 

• 중재 진행 중 당사자들이 조정을 한다는 추정을 도입하면서, 어느 당사

자든 이러한 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인용 가능성이 있거나, 쟁점들을 처리 또

는 정리할 수 있거나, 또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쟁점에 관한 조기 

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를 구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당사자가 긴급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 및 긴급처분이 내

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소명하여 긴급처분에 대한 신

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삼(3) 영업일 이내에 긴급 보호조치를 위한 특

별 긴급중재인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문서 및 전자 문서에 대한 요청의 범위를 관리하

고, 미국 소송에서 사용되는 방식의 증거개시 실무를 관리하거나 제한

하거나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방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가 제 3 자 자금 제공자 및 기타 비(非)당

사자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절차 진행 중에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는 명시

적인 조항을 포함함; 

• 법령, 관리기관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명령 

및 판정이 전자서명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예납한 

모든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판정을 내려 달라고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당사자들은 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장래의 분쟁을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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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 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ICDR 이 관리하는 중

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중재인의 수는 (1 인 또는 3 인)으로 한다;  

b.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c. 중재언어는           로 한다. 

조항 작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www.icdr.org 의 조항 작성 페

이지에 게시된 IICCDDRR  국국제제분분쟁쟁해해결결조조항항  작작성성지지침침을  참고할 수 있다. 분쟁해결 조

항 또는 합의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유용한 옵션에 관하여 ICDR 과 상의

할 수 있다. IICCDDRR 에에  사사건건을을  접접수수하하는는  방방법법에 제공된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AAA 및 ICDR 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중재 및 조정 합의를 작성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을 지원하고자 간단한 자기 안내식 절차인 ClauseBuilder®라는 온라

인 도구를 개발하였다. 

국국제제신신속속절절차차  

신속절차는 당사자들에게 중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신속하

고 간소화된 중재절차를 제공한다. 

신속절차는 이자와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고지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규모의 

사건에도 이 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국국제제신신속속절절차차의의  특특징징::  

•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모든 규모의 사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접수 요건을 자세하게 명시함; 

•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중재인 선정 절차를 제공함; 



11

 

11	

•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들의 

명부에 접근하고 이를 통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의 참석을 요하는 중재인과의 절차기일을 조기

에 진행하도록 요청함; 

• 미화 100,000 달러 이하의 사건은 서면 심리를 통하여서만 결정되는 것

으로 추정하도록 함; 

• 신속 일정 및 구술심리가 예정된 경우 제한된 일수의 심리기일 진행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 심리기일의 종결일로부터 또는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및 증거 제출일

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함. 

당사자들이 분쟁금액에 관계 없이 신속절차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신청은 ICDR 의 국제신속절차에 따라 ICDR 이 관리하는 중

재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중재지는 [국가, (도 또는 주), 도시]로 한다; 그리고 

b. 중재언어는           로 한다. 

IICCDDRR에에  사사건건을을  접접수수하하는는  방방법법  

ICDR 또는 AAA 에 사건을 개시하려는 당사자들은 www.icdr.org 의 AAAWebFile® 

(사건 접수 및 관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 우편, 특송 또는 팩시밀

리(팩스)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ICDR 또는 AAA 사무국을 통해 ICDR 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우우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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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Case Filing Services 

1101 Laurel Oak Road, Suite 100 

Voorhees, NJ, 08043  

United States 

AAAAAAWWeebbFFiillee:: www.icdr.org 

이이메메일일:: casefiling@adr.org 

전전화화:: +1-856-435-6401 

팩팩스스:: +1-212-484-4178 

미미국국  및및  캐캐나나다다  내내  수수신신자자요요금금부부담담  전전화화:: +1-877-495-4185  

미미국국  및및  캐캐나나다다  내내  수수신신자자요요금금부부담담  팩팩스스:: +1-877-304-8457 

 

 

이 규칙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ICDR 웹사이트 www.icdr.org 를 

방문하거나 +1.212-484-4181 로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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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제제조조정정규규칙칙  

MM--11.. 당당사사자자들들  간간의의  합합의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국제조정규칙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특

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기존 또는 장래의 국제분쟁을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인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또는 AAA 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화해로 해결하기

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이 회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되고 발효된 이 국

제조정규칙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들은 상

호 합의 하에 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

하여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규칙의 어느 부분이든 변

경할 수 있다. 

MM--22.. 조조정정의의  개개시시  

1. 분쟁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이메일, 우편, 특송 또는 팩스로 ICDR 의 지

역 사무국 또는 사건관리센터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ICDR 의 주관 하에 조

정을 개시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www.icdr.org 에서 ICDR 의 AAA WebFile®

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casefiling@adr.org)로도 접수 가능하다. 

2.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위 신청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

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중 해당

되는 정보를 ICDR 과 상대방 당사자 또는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모든 분쟁 당사자 및 조정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일반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b. 당사자들의 계약에 포함된 조정 조항 또는 당사자들의 조정 약정의 사

본; 

c. 분쟁의 성격 및 신청취지에 관한 간략한 진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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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특정 조정인의 추천 또는 조정인이 갖춰야 할 자격. 

3. 당사자들이 기존 또는 장래의 분쟁을 ICDR 의 주관 하에 조정하기로 정하는 

기존의 약정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ICDR 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가 “자발적인 회부에 의한 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ICDR 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분쟁에 관여된 상대방 당사

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정 회부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시도한

다. 

MM--33.. 대대리리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대리할 자를 선택할 수 있다. 대리인

들의 성명 및 주소는 모든 당사자들과 ICDR 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MM--44.. 조조정정인인의의  선선정정  

ICDR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조정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당사자들이 조정인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인 선정 방법을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조정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a. ICDR 은 조정신청서 수령 후 ICDR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당사자들은 제공된 후보자 

명단에서 1 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ICDR 에게 알

리도록 권장된다. 

b. 만일 당사자들이 1 인의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

자는 수락할 수 없는 후보자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를 선호

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ICDR 에 회신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러한 명단을 회신하지 않는 당사자는 명단에 포함된 모든 조정인을 수

락하는 것으로 본다. ICDR 은 당사자들이 지정한 선호도에 따라 명단에

서 상호 수용 가능한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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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떤 이유에서든 제출된 명단에서 조정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ICDR

은 추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ICDR ‘조정인 명부’의 다른 후보자 중에

서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MM--55.. 조조정정인인의의  공공정정성성  및및  고고지지의의무무  

1. ICDR 조정인들은 조정 사건의 조정인으로 선정된 시점에 시행 중인 ‘조정인 

표준 행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 행동기준이 이 조정규칙 조항에 저

촉되는 경우, 이 조정규칙이 우선한다. 표준 행동기준에 의하면 조정인은 (i)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정을 거절하고, (ii) 조정

인이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고 조정인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실제 및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하여야 한다.  

2. ICDR 조정인은 조정인 선정 수락에 앞서 합리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ICDR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

에 대해 편견이 있다는 의심을 유발하거나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기한 내에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ICDR 은 이러한 고

지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사

항을 수령한 후 이해충돌을 다툴 권리를 포기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해당 조정인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인

의 이해충돌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조정의 완전성을 훼손시킨다고 보일 

경우, 조정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MM--66.. 공공석석  

조정인이 업무 수행을 원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ICDR은 제M-4조에 따라 다른 조정인을 선정한다.  

MM--77.. 언언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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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언어는 조정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MM--88.. 조조정정인인의의  의의무무와와  책책임임  

1. 조정인은 당사자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기결정

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선택

을 하는 자발적이고 강요 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당사자들이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3. 조정인은 어느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도 아니며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도 신

의성실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MM--99.. 조조정정  절절차차  

1. 조정인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인은 

사건의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정인으로 선정된 즉시 당사자들과 준비회

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절차를 정함에 있어,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

을 통해 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신청취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교환하도록 권장된다. 조정인

은 사건의 기초가 되는 이해관계 및 당사자들 간의 협상 경위를 포함한 

쟁점들을 다루는 서면을 교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조정인과의 별도 교신을 통해 

조정인에게만 송부할 수도 있다.  

3. 조정인은 예정된 조정기일의 진행 중 또는 그 전후에 당사자들 및/또는 

그 대리인들과 별도로 또는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거나 기

타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대면, 서면, 화상, 음성 또

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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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인은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

우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화해안을 권

고할 수 있다.  

5. 예정된 조정기일(들)에서 다툼이 있는 쟁점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완

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자들과 일정 기간 협의를 계속할 수 있

다. 

6. 절차의 초기단계 또는 준비회의에서 조정인과 당사자들은 절차와 관련하

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 및 법령 준수를 위해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MM--1100.. 당당사사자자의의  책책임임  

1. 당사자들은 화해합의의 체결을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절한 대리인

들이 조정기일에 참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예정된 조정기일에 앞서 그리고 조정기일의 진행 

중 의미 있고 생산적인 조정의 준비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각 당사자가 처한 

상황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MM--1111.. 비비공공개개  

조정기일(들) 및 조정 관련 협의는 모두 비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은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허락 및 

조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MM--1122.. 비비밀밀유유지지  

1.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당사자들 또는 기타 참가자들이 고지한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

정인은 조정을 통해 입수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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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수한 모든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의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2. 조정인은 대심적 절차 또는 사법기관에서 상기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정

에 관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당사자들은 조정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적

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사항을 어떠한 중재, 사

법 또는 기타 절차에서도 증거로 삼거나 제출할 수 없다: 

a.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잠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표명한 견해나 

제안; 

b.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인정한 사항; 

c. 조정인이 표명한 견해나 제안; 또는 

d. 조정인이 제시한 화해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MM--1133.. 속속기기록록  금금지지  

조정 절차에 대한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MM--1144.. 조조정정의의  종종료료  

조정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a. 당사자들에 의한 화해합의 체결; 또는  

b. 추가 조정 노력이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정인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선언; 또는 

c.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일방 당사자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선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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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정기일 종결 후 21 일 이상 조정인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간 교신

이 없을 경우; 또는 

e.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화해합의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조정인 

또는 ICDR 에게 (조정인이 화해합의에 서명을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 과정에서 화해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증명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MM--1155.. 책책임임  배배제제  

ICDR과 조정인은 조정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필수적 당사자가 아니다. ICDR과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과 관련된 오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

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MM--1166.. 규규칙칙의의  해해석석  및및  적적용용  

조정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한도 내에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른 규칙은 모두 ICDR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MM--1177.. 예예납납금금  

조정인이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ICDR은 조정기일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조

정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비용과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

을 예납할 것을 요구하고, ICDR은 당사자들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며 조정 종료 

후에 미사용 금액을 반환한다.  

MM--1188.. 경경비비  

여비, 기타 경비 및 조정인 보수를 포함한 모든 조정 경비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참석한 참가

자의 경비는 참석을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MM--1199.. 조조정정비비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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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인 관리요금 요율은 www.adr.org/internationalfeeschedule를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국국제제중중재재규규칙칙  

제제11조조::  규규칙칙의의  적적용용  범범위위  

1. 당사자가 이 국제중재규칙(“규칙”)에 의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

한 경우, 또는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국제 부서인 국제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 또는 AAA를 통해 국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규정한 경우, 중재는 중재 개시일 현재 시행 중

인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본 규칙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 우선한다. ICDR은 이 규칙의 관

리자이다.  

2. 중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되, 규칙의 어떤 규정이 당해 중재에 적용 가능

한 법률 중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3.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하거나 특정 규칙을 지정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ICDR 또는 AAA에 의한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

자들은 이로써 ICDR에게 중재절차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 규칙

은 ICDR이 중재절차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관리자

는 ICDR의 사건 관리 사무소, AAA 또는 ICDR이나 AAA가 협력약정을 체결

한 다른 중재기관의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직 ICDR 또는 

ICDR에서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기관만이 이 규칙에 따른 중재를 관리

할 권한이 있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한 고지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500,000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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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신속절차가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그 외의 사건의 경우에도 국제신속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신속

절차와 저촉되지 않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 추가하여, 국제신속절차를 규

정한 이 규칙 제E-1조 내지 제E-10조가 적용된다. 이자, 변호사 비용 및 기

타 중재비용을 제외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미화 100,000 달러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구술심리기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분쟁은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중중재재의의  개개시시  

제제22조조::  중중재재통통지지  및및  신신청청인인의의  11차차  서서면면  

1. 중재를 개시하는 당사자(“신청인”)는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자와 

신청의 상대방인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중재통지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www.icdr.org에 있는 관리자의 AAA Webfile® 

또는 이메일 (casefiling@adr.org)을 통해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2. 중재는 관리자가 중재통지서를 접수하는 일자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3. 중재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는 신청; 

b. 각 당사자 및 파악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이메일 주소; 

c. 원용하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중재합의 전체의 사본. 만약 

신청이 복수의 중재합의를 근거로 할 경우, 각 신청이 원용하는 중재합

의의 사본;  

d. 분쟁이 발생한 또는 분쟁과 관련된 계약의 인용; 

e. 신청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기술; 

f. 신청취지 및 신청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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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선택적으로, 중재인 지명 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중재

통지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중재 전 또는 중재와 동시에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는 제안 

4. 중재통지서 제출 시에는 소정의 접수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5. 관리자는 중재통지서 수령 후 곧바로 중재에 관하여 모든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고 중재 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제33조조::  답답변변  및및  반반대대신신청청  

1. 피신청인은 관리자가 중재통지서 수령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

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중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 시 중재합의가 적용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거나 상

계를 주장할 수 있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 기타 당사

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반대신청 및 상계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동일한 정

보를 포함해야 하며 소정의 접수비용을 납입해야 한다. 

4. 피신청인은 관리자가 중재 통지 수령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기

타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사전 합의가 없는 신청인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거나, 중재인 지명 방법,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피신청인

이 중재 전 또는 중재와 동시에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는 자신의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5.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관리자는, 이 조항에 명

시되어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피신청인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중재절차가 중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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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7.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는 중재의 경우,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다른 피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한 다

른 신청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제제44조조::  관관리리회회의의  

관리자는 중재인의 선택, 분쟁의 조정, 절차의 효율화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들에 대한 당사자간 논의 및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제55조조::  국국제제행행정정검검토토위위원원회회  

관리자가 이 규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국제행정

검토위원회(IARC: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를 통하여 여하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재인의 선정 또는 업무 계속에 대하여 제기

된 이의에 관한 결정, 임명될 중재인의 수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결정, 또는 당사자

가 중재를 개시하거나 접수하기 위한 규칙상의 행정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에 관한 결정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들이 중재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IARC는 중재지에 관하여 일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종국적인 결정은 중재판

정부가 한다. 

제제66조조::  조조정정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b) 어느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권리

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사자들은 중재와 병행하여 ICDR의 국제조정규칙

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제77조조  긴긴급급  보보호호  처처분분  

1.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관리자 및 다른 당사자 모

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긴급구제를 신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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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하는 구제의 성격; 

b. 중재판정부의 선정 전에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 

c. 해당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 그리고 

d. 구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겪게 될 피해 또는 불이익. 

신청서는 중재통지서의 제출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청서는 이메일 또는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될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의 지불,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또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제7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1인의 긴급중재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 후보자는 선정을 수락하면서 중재인의 공

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제14조에 

따라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기피신청은 

관리자가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 선정 및 고지된 상황을 전달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긴급중재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선정된 날

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검토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 일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변론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하며, 대면 심리기일을 대체하는 전화, 화상회의, 서면심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포함하여 제2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

을 보유하며, 이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여하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긴급중재인은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지명령 및 처분을 포함하여 

긴급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

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의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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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긴급중재인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중

재인은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제27조에 따라 내려진 임시처분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내려진 때로부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이러한 임시

판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5.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구제에 대한 임시판정 또는 명령을 확인, 재고,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6. 긴급구제에 대한 모든 임시판정 또는 명령은 해당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일방 당사자가 관할 사법당국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7조 또는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중재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8. 긴급중재인은 임시처분의 신청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중재판정부가 해당 비용의 최종적인 안분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다.  

제제88조조::  인인입입  

1. 제3자를 중재에 인입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통지

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달

리 합의하거나, (b) 구성이 완료된 중재판정부가 제3자의 인입이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추가 당사자도 중재 참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1인의 중재인이

라도 선정된 후에는 당사자를 추가로 인입시킬 수 없다. 제3자를 중재에 인

입시키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와 동시에 중재통지서를 추가 당사자 및 다른 

당사자들 모두에게 발송해야 한다. 관리자는 해당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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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의 개시일로 본다. 제13조 및 제21조가 제3자의 

중재 참가에 준용된다. 

2. 인입신청서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재통지서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소정의 신청요금이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3. 추가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추가 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해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 

제제99조조::  병병합합  

1.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

합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병합중재인은 이 규칙에 따라, 또는 

이 규칙과 AAA나 ICDR이 관리하는 다른 중재규칙에 따라 계속 중인 두 건 

이상의 중재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a.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병합중재인 선정에 합의한 경우; 또는 

b. 복수의 중재에 제기된 모든 신청과 반대신청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근

거하는 경우; 또는 

c. 복수의 중재합의에 따라 복수의 중재에서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주

장이 제기되고, 해당 중재에 동일한 또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연관되며, 

해당 중재에서의 분쟁들이 동일한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으며, 

복수의 중재합의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병합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a.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병합중재인 선정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병

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합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b. 상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병합중재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가 병합중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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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잠재적 병합 대상인 

진행 중인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병합중재인이 될 수 없다. 

d. 병합중재인의 선정에는 이 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가 적용된다. 

3. 병합중재인은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

재판정부(들)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상

황을 고려할 수 있다: 

a. 준거법; 

b. 복수의 중재에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동일하거나 상이한 자들이 선정되었는지 여부; 

c. 중재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 

d. 복수의 중재에서 공통된 법 및/또는 사실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는지 여

부; 및 

e. 중재의 병합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지 여부. 

4. 병합중재인은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또는 모든 중재에 대해, 병합 신

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5. 복수의 중재가 병합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병합중재

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먼저 개시된 중재로 병합된다.  

6. 병합중재인이 하나의 중재에 하나 이상의 다른 중재를 병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중재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다. 병합중재인은 기존 중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중재

판정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병합된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병합된 절차의 중재판정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

의 합의가 없는 한, 병합중재인은 병합된 절차의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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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합에 관한 결정은 이유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병합에 관

한 최종 서면 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제제1100조조::  신신청청,,  반반대대신신청청,,  또또는는  항항변변에에  대대한한  수수정정  또또는는  보보완완  

중재판정부가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지체, 다른 당사자에 대

한 불이익, 또는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여겨 이를 허용하지 않

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든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상계, 또는 항변을 수

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비용에 대한 판정 및/또는 관리자가 결정

한 신청요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 

제제1111조조::  통통지지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통지와 서면 교신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의 이

메일, 우편, 특송, 팩스 또는 기타 서면 양식의 전자 교신 또는 직접 교부 

등 송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을 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지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진행 중의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한다. 

중중재재판판정정부부  

제제1122조조::  중중재재인인의의  수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인의 수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단, 관리자가 사건의 규모, 복잡성 또는 기타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

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제1133조조::  중중재재인인의의  선선정정  

1. 당사자들은 중재인 선정 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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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관리자는 제13조 제6항에 규정된 ICDR 중재인명부 선정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관리자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고 중재인을 선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중재인 선택 시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가

용도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선택된 중재인들에게 

‘선정통지서’가 이 규칙의 사본과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 절차나 중재인 선

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중재

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중재인 선택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

으나 합의된 절차에 따른 기한 내에 모든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

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당 절차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모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관리자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요청한 후, 중재인

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가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당사자

들과 국적이 다른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이들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할 수 있

다.  

5. 중재의 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후 45일 이내에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자는 모든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택하지 않고 선정방식에 관하여도 합의하지 않은 경

우, 관리자는 재량으로 ICDR 중재인명부 방식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중재인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제

출된 명단에서 중재인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이 권장되며 그 합의 내용을 관

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단 수령 후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명단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대하는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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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남은 성명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이를 

관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선택 명단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어떤 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그 명단을 회신하지 않으면 명단의 

모든 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이 회신한 명단에

서 승인된 자들 중 공통으로 선호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중재인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명단에 있는 어떤 자에 대해서도 합의하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용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가용도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제출된 명단에서 선정할 수 없

는 경우, 관리자는 추가 명단의 제출 없이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장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7.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중재인이 완성하고 서명한 선정통지서를 관리자가 수

령한 때에 발생한다.  

제제1144조조::  중중재재인인의의  공공정정성성과과  독독립립성성  

1. 이 규칙에 따르는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규칙,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의 조건 및 상사분쟁에서의 중재인 윤리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선정 수락 시 중재인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

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관리자가 제공한 선정통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중재

인은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모든 사유 및 

당사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타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중재절차의 단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 또는 당사자는 이를 모든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중재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입수

하면 이를 모든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중재인 또는 당사자의 고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반드시 고지된 정보

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한다고 해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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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또는 당사자가 판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당사자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

유를 알게 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사유에 기초하여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당사자 지명 중재인 후보자와 

중재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교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후보자에게 분쟁의 일반적인 성격 및 예상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거

나, 후보자의 자격, 가용도 또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선택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후보자가 의장중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은 의장중재인 후보자

와 중재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만이 참여하는 교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협의 후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다음을 고지하도록 할 수 있다: 

a. 비(非)당사자(제3자 자금 제공자 또는 보험자 등)가 당사자의 중재 참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는지 여부. 만일 그럴 경우,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업무관계를 설명함.  

b. 비(非)당사자(자금 제공자, 보험자, 모회사 또는 수익적 소유자 등)가 중재 

결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만일 그럴 경우,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이해관계를 설명함. 

제제1155조조::  중중재재인인  기기피피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존재

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중

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법률의 규정, 또

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더 짧은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이상,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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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선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해당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기피신청을 관리자에게 발송하

여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의 근거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해당 기피신청을 중재판정부의 어느 구성원에게도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2. 기피신청 접수 시 관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통지를 중재판

정부 구성원에게 발송할 수 없으나, 중재판정부에게 기피신청이 접수되었다

는 사실을 통지하되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수

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을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

야 한다. 관리자는 기피신청 대상 중재인에게 기피신청 사실을 알리고 기피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

피신청의 대상인 중재인은 관리자와 협의한 후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단, 위 

각 경우에 중재인이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

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자

는 직권으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제1166조조::  중중재재인인의의  교교체체  

1.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하

한 사유로 해임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된다.  

2. 이 조항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단독재량에 따라 중재절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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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인 중재판정부 중 중재인 1인이 사유를 불문하고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두 중재인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계속 진행하고 판

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 1인 없이 중재를 

계속 진행하거나 판단,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

어, 나머지 두 중재인은 중재 진행 단계, 세 번째 중재인이 밝힌 불참 원인 

및 사건 정황상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나머지 두 중재인이 세 번째 중재인의 참여 없이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동

의하지 않고, 이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

리자는 세 번째 중재인의 결원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제13조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제1177조조::  중중재재판판정정부부  보보조조인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ICDR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중재판정부 
보조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일일반반  조조건건    

제제1188조조::  당당사사자자  대대리리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상대방 당사자 및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부터 당사자 또

는 대리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동시에 참조하여 중재판정부와 직접 서면으로 교신

할 수 있으며, 이때 관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시에 관리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할 수 있다. 당사자 대리인은 대리인의 행동과 관련하여 ICDR이 발

간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제1199조조::  중중재재지지  

1. 당사자들이 관리자가 지정한 날까지 중재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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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를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재지를 일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진행, 회의 개최, 증인의 신문, 재산 및 문서 조사 

또는 평의를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회합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와 다른 곳에서 회합할 경우, 중재와 판정

은 중재지에서 진행되고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제2200조조::  중중재재언언어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언어는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언어로 한다. 단, 중재판정부는 이와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중재판

정부는 다른 언어로 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중재언어(들)로 번역한 문서를 첨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제2211조조::  중중재재관관할할권권  

1. 중재판정부는 중재적격 및 중재합의의 존부, 범위,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

를 포함한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그리고 중재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 반

대신청 및 상계권의 행사가 하나의 중재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문제를 먼저 법원에 회부할 필요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

진다. 이와 같은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

급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을 무효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3.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나,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의 허용가능성

에 관한 중재관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제

기의 이유가 되는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

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위 기한을 연장할 수 있

으며, 이 조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선결문제 또는 종국판정의 일부로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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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제기된 중재관할에 관한 문제는 관리자의 사건 

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에게 회부되

어 결정된다. 

제제2222조조::  절절차차의의  진진행행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며 자신의 사건을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 이 규

칙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하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

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

판정부는 구성된 후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 편성 및 합의할 목적으로 절차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사건의 절차를 정함에 있어

서 절차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적 방

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다. 

3. 절차기일에서 중재판정부는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 및 법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사이버 보안,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를 결정하고, 절차를 분리할 수 있으며, 입증 순서를 

지시할 수 있고, 입증취지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진술 또는 기타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문서, 서증 또는 기타 다른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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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게 제출한 문서 또는 정보는 해당 당사자에 의

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하며, 관리자가 달리 지침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관리자에게도 동시에 송부되어야 한다. 

7.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그 증명력을 결정해야 한

다. 

8. 당사자들은 중재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효율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한 당사

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제2233조조::  조조기기  처처분분  

1. 당사자는 본안에 관한 심리기일에 앞서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여하한 쟁점에 대한 처분 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조기 처분”).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신청이 (a) 합리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b) 사건에서 하나 이상의 쟁점을 해결하거나 정리할 수 있으며, (c) 상기 

신청의 고려가 해당 쟁점을 본안과 함께 결정되도록 놔두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

거나 경제적일 경우, 당사자가 조기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신청에 관한 심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이 허가될 

경우 조기 처분이 승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와 사건에 관

하여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 

3. 중재판정부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여하한 쟁점의 조기 처분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명령 또는 판정을 내

릴 권한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제2244조조::  정정보보  교교환환  

1. 중재판정부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유지의 관점에서 당사자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지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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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불측의 상황을 회피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

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와 항변을 공평하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

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게 각 사건에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의 수준에 관하

여 자신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중재판정

부가 갖는다. 당사자들이 이 조항과 달리 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 및 중재판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각자가 의존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문서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달리 접근 가능

하지 아니한, 그 존재와 사건 결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이 합리적으로 인

정되는 문서를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문서제출 요청에는 특정 문서 또는 문서의 종류에 관한 서술과 함께 문

서가 갖는 사건 결과와의 관련성 및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중재판정부는 상업적 또는 기술적 기밀성이 주장되는 정보의 교환에 대해 

그 기밀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6. 교환될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예를 들어, 종이 사본)

으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중재판정부가 신청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

로 문서에 접근해야 할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적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요청은 최대한 

경제적인 문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좁게 특정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중재판

정부는 시범 검색 또는 검색을 집중시키고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명

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신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 관련된 

장소 또는 물건에 관한 검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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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 전 정보 교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신청 

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신청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와 같은 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한 중재판정부는 임시명령 또는 판정을 통해 당사자들 간 정보 제공의 비용

을 분담시킬 수 있다. 

9. 일방 당사자가 정보의 교환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

는 이에 대하여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으며, 비용 분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불이행을 고려할 수 있다. 

10. 미국 법원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정 외 증언녹취, 서면질의 및 [사실]인정요

구는 일반적으로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적절

하지 않다. 

제제2255조조::  특특권권  

중재판정부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교신에 대한 비밀유지 등과 같은 적용 가능

한 특권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또는 문서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들에

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제2266조조::  심심리리기기일일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모든 구술심리기일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합리

적인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심리기일 또는 심리기일의 일부가 화상, 음성 또는 기타 전자

적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a)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b) 중재판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정한 절

차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중재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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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기일에 증인의 물리적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을 신

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신문 방식과 증인 신문 시 출석할 자를 결정한다. 

4.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는 한, 인증

은 증인이 서명한 서면진술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중

재판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게 증인진술서

를 제출한 증인 중 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

판정부는 어떠한 증인이라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을 요구 받은 증인이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거나 해당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심리기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중재판정부와 다른 당사자들에

게 제시하고자 하는 증인의 성명과 연락처, 진술의 취지 및 증인이 증언할 

언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심리기일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상이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제2277조조::  임임시시처처분분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의 보호 또는 보전을 위한 금

지명령 및 처분 등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명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이와 같은 임시처분은 임시명령 또는 판정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으며, 중

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비용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신청한 임시처분은 중재합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거나 중재를 할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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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판정부는 임시구제 신청에 관한 비용을 임시명령 또는 판정, 또는 종국

판정에서 분담시킬 수 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제7조에 따라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

다. 

제제2288조조::  중중재재판판정정부부  선선정정  전전문문가가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1인 또는 수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쟁점에 대해 서면으

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가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

하거나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해당 전문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전문가 간에 요청된 정보 또는 물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3. 전문가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 사본

을 발송하고, 당사자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모든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문가

를 신문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리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쟁점

이 되는 사항에 관해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제시할 수 있다.  

제제2299조조::  의의무무의의  해해태태  

1. 당사자가 제3조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

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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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증거 제출 또는 기타 절차를 밟도록 적법하게 요청 

또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제3300조조::  심심리리의의  종종결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인지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 심리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

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제제3311조조::  포포기기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요건, 또는 중재합의의 불이행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신

속하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

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제제3322조조::  판판정정,,  명명령령,,  판판단단  및및  결결정정  

1.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임시, 중간 또는 일부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인이 복수일 경우 모든 판정,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에 따른다.  

3. 당사자들 또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장중재인은 정보 교환

을 포함한 절차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명령, 판단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a)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물리적 서명이 요구되거나, (b)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c) 중재판정부 또는 관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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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정은 전자적으로 서명될 수 있다. 

제제3333조조::  판판정정의의  기기한한,,  형형식식  및및  효효력력  

1. 판정은 중재판정부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는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고 판정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법률의 규정 

또는 관리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국판정은 제30조에 따라 

심리 종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

이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 권한의 포기가 유효한 범위 내

에서 법원 또는 기타 사법당국에 항소, 심리 또는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종국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판정의 이유 기재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

다.  

2. 판정에는 중재인의 서명, 판정일자 및 제19조에 따른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의 중재인이 있고, 이 중 서명하지 못한 중재인이 있을 경우, 판

정은 서명이 없는 이유의 기재를 포함 또는 수반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초안의 형태로 관리자에게 송부한다. 판정문은 관리

자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4. 적용 가능한 법률상 판정문의 접수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중재판정부

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요건 또는 기타 중재지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책임

이다.  

제제3344조조::  준준거거법법  및및  구구제제  방방법법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 또는 법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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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적용과 관련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에 적용되는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우호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4. 금전의 배상에 관한 판정의 통화는, 중재판정부가 다른 통화가 더 적정하다

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상 통화 또는 통화들로 해야 하며, 중재판정

부는 계약 및 준거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정 전 및 판정 

후에 발생하는 단리 또는 복리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다만, 준거법상 특정

한 방식에 따라 전보배상의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중재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중

재비용에 관한 판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제3355조조::  화화해해  또또는는  기기타타  종종료료  사사유유  

1. 종국판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

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화해를 화

해중재판정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판정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2. 관리자가 요구한 예납금의 미납으로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불가능

해질 경우, 중재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3. 이 조항의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중재의 계속이 불필요해지거나 불

가능해질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자가 정당한 이의 사유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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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66조조::  판판정정의의  해해석석  및및  정정정정  

1. 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부에게 판정의 해석을 요청하거나,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

의 오류 정정을 요청하거나,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서 누락된 신청, 반대신

청 또는 상계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후 이러한 요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

판정부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관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모든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내에 직권으로 오기, 오타 또는 오산 등의 오류

를 정정할 수 있고, 주장되었으나 판정문에 누락된 신청에 대한 추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에 대한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제제3377조조::  중중재재비비용용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중재비용을 확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사정을 고

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중재비용을 당사자들이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  

비용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세금을 포함한 중재인 보수 및 경비; 

b.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지원을 위한 모든 비용; 

c. 관리자 수당 및 경비; 

d. 당사자들이 부담한 합리적인 법률 및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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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7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임시 또는 긴급처분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

용; 

f. 제9조에 따른 병합 요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g. 제24조에 따른 정보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 

제제3388조조::  중중재재판판정정부부의의  보보수수  및및  경경비비  

1.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는 중재인이 사용한 시간,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2. 관리자는 중재가 개시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중재인이 명시한 보수요율 및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및 모든 중재인과의 협의를 통

해 매일 또는 매시간당 적용될 적정한 보수요율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중재인의 보수 및 경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제3399조조::  예예납납금금  

1.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제37조의 비용에 대해 적정한 금액을 선금으로 예납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의 진행 중에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요구된 수수료 또는 예납금을 납

입하지 않을 경우, 이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철회로 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방어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4. 제37(a)조 및 제37(b)조에 따라 요구된 예납금이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납입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나 또는 복수

의 당사자가 요구된 예납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또는 복수

의 당사자가 이와 같은 예납금을 납입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이 있으면 

예납금 및 여하한 이자의 회수를 위하여 납입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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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가 요청된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관리자가 절차

를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6. 종국판정이 내려진 후 관리자는 수령한 예납금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미

사용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제4400조조::  비비밀밀유유지지  

1. 중재인 또는 관리자는 중재 기간 중 당사자 또는 증인이 공개한 비밀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

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 구성원 및 관리자는 이 조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또는 판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또는 중재에 관

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단, 관리자는 집행 절차 중 또는 기타 사유로 공개된 판정, 명령, 판단 

및 결정을 선별하여 발간 또는 공개할 수 있다.  

4. ICDR은 또한 당사자가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의 공개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성명 및 기타 식별 가능

한 세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한 선별된 판정, 명령, 결정 및 판결을 

발간할 수 있다. 

제제4411조조::  책책임임  배배제제  

중재판정부 구성원,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 보조인과 관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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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법률에 의하여 책임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

인, 긴급중재인, 병합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보조인 및 관리자가 중재에 대한 어

떠한 진술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어떠한 당사자도 이들을 중재와 

관련된 사법 또는 기타 절차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제4422조조::  규규칙칙의의  해해석석  

중재판정부, 제 7 조에 따라 선정된 긴급중재인 및 제 9 조에 따라 선정된 병합중재

인은 자신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도에서 이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관
리자는 모든 기타 규칙을 해석 및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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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제제신신속속절절차차  

제제EE--11조조::  신신속속절절차차의의  적적용용  범범위위  

이 신속절차는 제1조 제4항에 따라 국제중재규칙을 보충한다.  

제제EE--22조조::  상상세세한한  주주장장의의  제제출출  

당사자들은 중재통지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관계, 신청, 반대신청, 상계 및 

항변에 대하여 상세한 주장을 제출하고, 그와 함께 의존하고자 하는 당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중재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서면 제출의 

완료에 관한 일정표를 포함하는 절차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제EE--33조조::  관관리리회회의의  

관리자는 이 절차의 적용, 중재인의 선정, 분쟁의 조정 및 기타 다른 행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들 및 그 대리인들과 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제EE--44조조::  신신속속절절차차의의  적적용용에에  대대한한  이이의의  

중재인 선정 전에 신속절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면, 관리자는 중재

인이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우선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재인은 분쟁금액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제EE--55조조::  신신청청  또또는는  반반대대신신청청의의  변변경경  

최초 신청 및 반대신청의 접수 후 당사자가 신청 또는 반대신청을 변경하여 그 

액수가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당

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관리자 또는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사

건은 계속 이 신속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중재인 선정 후에는, 중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 또는 다른 신청, 반대신청 또는 상계 및 금액의 변경이 제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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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EE--66조조::  중중재재인인의의  선선정정  및및  자자격격  

단독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관리자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5인의 중

재인 후보자가 기재된 명단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명단에 있

는 중재인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명단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단에서 두 이름을 지우고 남은 후보자들을 선호도 

순으로 순위를 매겨 명단을 관리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선택 

명단의 교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수용 가능한 중재인들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가용도가 없는 경우, 관리자

는 추가 명단을 회람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관리자로부터 중재인

의 선정과 함께 고지 사항을 통지 받는다. 

제제EE--77조조::  절절차차기기일일  및및  명명령령  

중재인은 중재인 선정 후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대리인 및 관리자와 사건의 절차 

및 일정을 논하기 위해 절차기일을 개최할 수 있다. 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제EE--88조조::  서서면면에에  의의한한  절절차차    

서면에 기반한 신속절차의 경우, 모든 서면은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술심리기일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제EE--99조조::  구구술술심심리리기기일일이이  수수반반된된  절절차차    

구술심리기일이 개최되는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인은 심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구술심리기일은, 중재인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아니하는 

한, 절차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기일은 중재

인의 재량에 따라 대면으로 또는 화상, 음성,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심리기록 또는 속기록은 지원되지 않는다. 속기록을 원하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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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를 준비할 수 있다. 구술심리기일은 중재인이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관리자는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제제EE--1100조조::  판판정정    

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종국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판정은 당사자들

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관리자가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종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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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리리요요금금  

관관리리요요금금  요요율율표표  ((표표준준  및및  변변동동  요요금금))  

현현행행  중중재재관관리리  비비용용  체체계계는는  wwwwww..iiccddrr..oorrgg//ffeeeesscchheedduullee에에서서  확확인인할할  수수  있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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