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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WIPO 대체적분쟁해결절차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 l lectual Proper ty 
Organization, WIPO)의 일부인 WIPO 중재조정센터(센
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제 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
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대체적 분쟁해
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즉, WIPO 
조정규칙, WIPO 중재규칙, WIPO 신속중재규칙, WIPO 전
문가결정규칙을 담고 있습니다.1  센터는 다음의 ADR 절
차를 위한 계약조항, 규칙, 중립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IPO 사전합의 조항/
사후합의 계약

화해 판정결정

조정

전문가결정 신속중재 중재

 • 조정: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갖는 조정인이 당
사자들의 개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분
쟁이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비공식적 합의 절차입니
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조정은,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 신속중재, 또는 전문가결정으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 중재:  분쟁당사자가, 선임된 단수 또는 복수의 중재인
에게 분쟁사건을 제출하고,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개
별 권리 및 의무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중재에 
앞서, 조정, 또는 전문가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속중재:  단축된 시간과 절감된 비용으로 수행되
는 중재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신속
중재에 앞서, 조정, 또는 전문가결정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1 WIPO 신속중재규칙은 단축된 시간과 절감된 비용으로 중재를 진행하기위에 

WIPO 중재규칙을 다소 수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두 규칙간의 비교는 본 책

자 56-57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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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결정:  분쟁 당사자가 기술적, 과학적 혹은 당
사자간의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분쟁을 단독 또는 복
수의 전문가에게 제출하여, 전문가가 사안에 대해 결
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결정은 당사자
들이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앞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혹은 (신속) 중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IPO 규칙은 국제적인 분쟁해결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센터의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WIPO 규칙은 특히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과 연관된 상업거래 혹은 상업관계에서 발생
되는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
다.  또한, WIPO 규칙은 IP 분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조항 및 증거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습
니다.  현재 WIPO 규칙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WIPO 사건 통계 및 대표적 WIPO 중재 및 조정사
례를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www.wipo.int/amc/
en/center/caseload.html

분쟁을 관장함에 있어, 센터는 다음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조정, 중재, 신속중재 또는 전문가결정을 개시하기 희
망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도움 (WIPO Good offices);2

 • 상업, IP 그리고 정보 통신 및 기술 분야의 분쟁해결
에 숙련된 2000인 이상의 WIPO 중립인 데이타베이
스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 선정 지원;

 • 적절한 절차규칙의 적용을 위한 안내;

 • 절차의 효율성 및 커뮤니메이션 최적화를 위해 당사자
와 중재판정부, 조정인, 전문가 사이의 연락책;

 •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 제출양식3 및 WIPO 
eADR(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4

2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amc/en/goodoffices/index.html

3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pportal.wipo.int/

4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amc/en/eadr/index.html

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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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번역, 통역, 비서 등 의 보조 
서비스 관련 도움;

 • 당사자들 및 중립인과 협의하여, 중립인 수당 결정;

 • 각 당사자로부터 예상 비용을 예납금으로 받아, 중립
인 수당, 혹은 요구시, 통역인 수당과 같은 기타 지원 
서비스 및 시설 비용 지불 등 회계 업무 지원;

 • 절차가 제네바의 WIPO에서 진행되는 경우, 미팅 장
소 및 당사자 휴게 장소 무료 제공;

 • 절차가 제네바 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적합한 미팅 장소 및 필요 시설을 마련하는 데 도움;

 • WIPO절차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요청
되는 그밖의 다른 서비스 및 기능.

센터는 또한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이용 남용과 관
련된 분쟁해결 절차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당사자들이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혹은 통일도메
인이름분쟁해결정책과 같은 특정 절차의 방식에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특정 상업적 환경 및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분
쟁해결 체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센터와 센터의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웹사이
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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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
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정합의는 계약에 조
정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조정인”은 단독 조정인, 또는 2인 이상의 조정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모든 조정인들을 포함한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
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조정합의에 WIPO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이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조정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조정의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조정의 개시

제3조
(a)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조정합의의 당사자는 센터

에 서면으로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
은 동시에 조정요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
다.

(b) 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또는 첨부
하여야 한다:

(i) 분쟁 당사자들과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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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정합의서의 사본;  그리고

(iii) 분쟁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진술.

제4조
(a)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것

을 제안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조정요청서
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요청서
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조정요청서에는 제3조 (b)항 (i)호 및 (iii)
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
는 당사자들이 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이 
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돕도록 외부 중립인을 선
정할 수 있다.  외부 중립인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
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5조
조정의 개시일은 센터가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제6조
센터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조정요청서의 접수사실 및 조정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인의 선정

제7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여 조정인을 선정하였거나 별

도로 조정인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외에는, 조정인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i)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
내야 한다.  목록은 보통 3인이상의 후보자 이름
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
다.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
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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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
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표
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
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또는 당사
자로부터 반송이 없을 경우 앞 호의 기간이 경
과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가 표시한 순
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
인을 조정인으로 선정한다.

(v) 반송된 목록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조
정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조
정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b) (a)항에 제공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
라 (a)항에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할 경우, 조정인을 달리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c) 조정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조
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정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당사자 대리 및 회의 참가

제9조
(a) 당사자는 대리되거나 조정인과의 회의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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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사자는 조정인 선정 후 즉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자신을 대리하
여 조정인과 당사자간의 회의에 참석할 사람의 성명 
및 지위를 상대방, 조정인 및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조정의 진행

제10조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한도에서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
라 조정을 진행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조정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조정
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인은 자유롭게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만남 및 연락은 그 과정에서 제공
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다는 분명한 이해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제13조
(a) 조정인은 선정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협

의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조정인과 상대방에게 진술
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
서에는 분쟁의 배경,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해관
계 및 주장, 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조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와 자료가 포함되
어야 한다.

(b) 조정인은 조정 진행중 언제든지 조정인이 유용하다
고 생각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
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c) 당사자는 비밀로 하고자 하는 문서나 자료를 조정인
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정인은 해당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여
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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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의 역할

제14조
(a)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믿는 모든 방법으로 당사자간

의 분쟁 쟁점의 화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
자에게 화해를 강제할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b) 당사자간에 분쟁이 되는 어떤 쟁점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조정인은 분쟁 상황이
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
며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
각되는 쟁점 해결의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고
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조정인은 다음과 같
은 제안을 할 수 있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결정;

(ii) 중재;

(iii) 각 당사자의 최종 화해 제안의 제출 및, 조정을 
통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최종 제안에 
기반한 중재.  후자의 경우 중재 판정부의 임무
를 제출된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으
로 한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비밀유지

제15조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어떠한 회의에 관해서도 기록은 
일체 남기지 아니한다.

제16조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조정인,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자문인, 독립된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와 조정
인간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은 조정의 비
밀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조정에 관한 정보 또는 조정절차 중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조정에 참가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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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
람은 조정이 종료됨과 함께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준비서
면,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사본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 당
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회의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은 조정의 종료시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 및 당사자는 어
떠한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다음 사항을 증거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도 들여서는 안 된다:

(i) 분쟁의 가능한 화해 방안으로서 당사자가 표명
한 견해 또는 제안;

(ii)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iii) 조정인이 한 제안이나 표명한 견해;

(iv)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수
락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v)   당사자 간의 분쟁합의, 다만, 그러한 합의의 집
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이
거나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조정의 종료

제19조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i) 당사자간의 분쟁 쟁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
여 화해 합의서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경우;

(ii) 더 이상의 조정 노력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해결
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인이 조정 종료
를 결정하는 경우;  혹은

(iii)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선언한 경우.



12

제20조
(a)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인은 즉시 조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센터에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고, 조정이 종
료한 일자, 조정에 의해서 분쟁의 화해가 이루어졌는
지 여부, 만약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분쟁의 전부 혹
은 일부에 대한 화해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정인
은 센터에 보내는 통지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도 보
내야 한다.

(b) 센터는 조정인에 의한 위 통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분쟁합의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
여 필요한 범위 내이거나 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
외하고,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 누구에게
도 조정의 존재 및 그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c) 그러나 센터는 그 활동에 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조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해당 분쟁 대상에 관한 현
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조정인 이외의 다른 자격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

관리 수수료

제22조
(a) 조정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조정요청일에 시행중인 수
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c)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조정요청에 대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조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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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수당

제23조
(a) 조정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조정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b) 수당의 금액은,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조정요청일에 시행중인 수당표에 정한 시간당 
또는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일당 요율에 따라, 분쟁의 
금액,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그 밖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예납금

제24조
(a) 센터는 조정인을 선정할 때, 조정의 비용(특히 예상되

는 조정인 수당이나 그 밖의 조정 비용을 포함한다)
을 미리 납부하도록 균등한 금액의 예납금을 각 당사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납금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
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종료된 것으
로 본다.  센터는 당사자 및 조정인에 서면 통지로 이
를 알리고 조정 종료일을 표시한다.

(d) 조정 종료 후, 센터는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
자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
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요구하여야 한다.

비용

제25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조정
인 수당 및 그 밖의 조정 비용(특히, 조정인의 필요한 여비
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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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제26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 WIPO 
및 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진행
된 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 훼손 주장 포기

제27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조정인은, 조정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
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지

제28조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조정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규칙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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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
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
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인”은 중재 제기의 상대방으로 중재요청서에 지명
된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 또는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선
정된 경우에는 모든 중재인을 포함한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
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중재합의에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개시일에 시행 중
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a) 이 규칙은 중재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이 중재에 
적용될 법의 강행규정에 상충되는 경우, 그 강행규정
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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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제61조 (b)항에 따라서 정한다.

통지와 기간

제4조
(a) 이 규칙에 근거하여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빠른 우
편 또는 택배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
하는 그 밖의 통신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b) 당사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의 그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통지 또는 그 밖의 연
락을 위한 유효한 주소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
사자에 대한 연락은 지정된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지
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에 따라 보낼 
수 있다.

(c) 기한의 개시일을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본조 (a)항 및 (b)항에 따라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
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본조 (a)항 및 (b)
항에 따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
나, 전송된 것으로 본다.

(e) 이 규칙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
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
의 마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
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첫 영업
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휴일 또
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f)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제11조, 제15조 (b)항, 제16조 
(b)항, 제17조 (b)항, 제17조 (c)항, 제18조, 제19조 (b)
항 (iii)호, 제41조 (a)항 및 제42조 (a)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g) 센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1
조, 제15조 (b)항, 제16조 (b)항, 제17조 (b)항, 제17조 
(c)항, 제18조, 제19조 (b)항 (iii)호, 제69조 (d)항, 제70
조 (e)항 및 제72조 (e)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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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제출할 문서

제5조
(a)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할 때까지, 이 규칙

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
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함과 동
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
의 연락은 센터 및 선정 예정 중재인에게 각 1부씩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수만큼 보내져야 한다.

(c)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한 후에는 모든 서
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중재판
정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사본을 상
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문의 사본을 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II. 중재의 개시

중재요청

제6조
신청인은 센터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발송하여
야 한다.

제7조
중재의 개시일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제8조
센터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중재의 개시일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중재요청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분쟁을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
다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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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
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i) 중재합의서의 사본과 별도의 준거법 지정 조항
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사본;

(iv) 분쟁에 관련된 권리 및 재산의 표시와 관련된 
기술의 특성을 포함하여 분쟁의 특성 및 상황
에 관한 간단한 설명;

(v) 신청 취지에 관한 진술 및 가능한 범위에서 신
청액의 표시;  그리고

(vi) 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중재인
의 지명, 또는 그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유
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제10조
중재요청서에는 제41조에서 정하는 청구진술서를 첨부
할 수 있다.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제11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
터 30일 내에 센터 및 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
서를 보내야 한다.  이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중재
요청서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있어야 하며, 반대
청구 또는 상계 청구를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라 중재요청서에 청구진술서를 첨부
한 경우,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제42조에 의한 항변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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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제13조
(a) 당사자는 특히 국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불문하고 스

스로 선택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대리
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
락처는 센터, 상대방 및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는 중재판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신속히 중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중재인의 수와 선정

제14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의 중재인으로 구

성된다.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
우,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센터가 그 재량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중재인 
지명은 제22조 및 제2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센
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들
에게 센터가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의한 선정

제15조
(a)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그 절차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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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
의한 기간 내에 설립되지 않거나, 기간에 관한 합의 
없이 중재 개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설립되지 않을 경
우, 중재판정부는 제19조에 따라 설립 또는 완성된다.

단독 중재인의 선정

제16조
(a) 단독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나, 당사자들이 선정 절

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단독 중재인은 양 당사자
들에 의해 공동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b) 단독 중재인 지명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이
루어지지 않거나 기간에 관한 합의 없이 중재 개시일
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 중재
인은 제19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3인 중재인의 선정

제17조
(a)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나 당사자들이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들은 이 조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b) 신청인은 중재요청서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인의 중재인
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내에 의장 중재인
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b)항에 따라 센터의 재량
으로 3인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센터로부
터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센터와 피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
써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의 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내에 의장 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
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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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재인의 지명이 위 각 항의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그 중재인은 제19조에 따라서 선정되어
야 한다.

복수의 신청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있는 경우 3인 중재인의 선정

제18조
(i) 복수의 신청인 및/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있고;   

그리고

(ii) 3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하는 경우;

복수의 신청인은 중재요청서에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고/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
하여야 한다.  공동 지명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 센터가 1인의 또는 2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2인의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 후 20일 이
내에, 의장 중재인이 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해태 시 선정

제19조
(a) 일방당사자가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8조 규정에 따

라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즉시 중재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b)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단
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i)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
내야 한다.  목록은 보통 3인 이상의 후보자 이
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
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은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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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
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표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 기
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
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또는 당
사자로부터의 반송이 없을 경우 앞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가 표시한 순
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
을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v) 반송된 목록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
재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
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
는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에서 배제되어
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
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단독 중재
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c) (b)항에 제공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
라 (b)항에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할 경우,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을 달
리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의 국적

제20조
(a) 중재인의 국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또는 의장 중재인의 국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중재인
은 양 당사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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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제21조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중재인 후보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요건, 수임 가능성 또는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22조
(a) 각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예정된 각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하기에 전에, 당사자, 
센터 및 이미 선정된 다른 중재인에게 중재인의 공정
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
황을 공개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
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중재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
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센
터 및 다른 중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제23조
(a) 각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중재를 신속히 진

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b) 예정된 각 중재인은 서면으로 선정을 수락하여야 하
고, 그 수락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센터는 중재판정부 각 구성원의 선정과 중재판정부
의 설립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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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제24조
(a)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당사자는 스스로 지명했거나 그 지명에 동의한 중재
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에 알게 된 상황을 이유로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해당 중재인의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센터,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6조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기피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기피신청에 대해 답변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25조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센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 및 선정된 중재인에게 답변서
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
재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제28조
상대방은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고, 또는 중재인이 임의
로 사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중재인은 기피신청이 
근거가 유효하다는 추정없이 교체된다.

제29조
상대방이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받은 중
재인이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
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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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종료

제30조
중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또는 센
터에 의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될 수 있다.

제31조
중재인의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
재인의 권한 종료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
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되었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의 요
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인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권한 종료에 관하여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
정이 준용된다.

중재인의 교체

제33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의 선정

에 적용된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
정된다.

(b)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이, 지명 당시 그 당사
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하는 사유에 의하여 기
피되었거나, 제32조에 의하여 권한 종료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당사자가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것
을 허가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  센터가 이러한 재
량권을 행사할 경우, 센터는 후임 중재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
까지 중재절차는 중지된다.

제34조
후임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
견을 참작하여, 단독 재량으로 기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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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보궐

제35조
(a) 3인 중재판정부에서 1인의 중재인이,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부의 임무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다른 2인의 중재인은, 당사자가 제32
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 제3의 중재인이 참
여하지 않더라도 단독 재량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중
재판정,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다른 2인의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의 참여없이 중재
를 계속하거나 중재판정,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재의 진행 단계, 제3의 
중재인이 불참 이유를 밝혔을 경우에는 그 이유, 그리
고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b) 다른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중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센터는 제
3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으면, 해당 직위의 궐
위를 선언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는 제33조에 규정된 재량을 행사하여 후임 중재
인을 선정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제36조
(a) 중재판정부는 제61조 (c)항에 따라 심사하는 중재합

의의 형식, 존재 여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한 이의
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에 대
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그 일부를 이루거나 관련되
어 있는 모든 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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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이의신청은 항변진술서
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 또는 상계청구는 그에 대한 항
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중재절차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
의신청이 금지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의신청은 중재절차 중에서 그 권한의 범
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기
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떤 경우이든 이의신청
이 지체된 것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를 받아들일 수 있다.

(d) 중재판정부는 (c)항의 이의를 선결문제로서 판결할 수
도 있고, 재량으로 종국판정에서 그러한 이의에 대하
여 결정할 수도 있다.

(e)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결여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
더라도 센터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IV. 중재의 진행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제37조
(a) 제3조를 준수하여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b)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등
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해 변론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
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의 요청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규칙 혹은 중재판정부
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연장은 의장 중
재인의 승인만으로도 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cond1#co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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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

제38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당사자

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에 의해 결
정된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협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장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

(c)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중재 언어

제39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언어는 중재

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
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제40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후속 절차의 운영 및 일정을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
로 계획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적합한 형태로 사전협의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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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진술서

제41조
(a) 청구진술서가 중재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센터로부터 중재판정부 설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진술서를 피신청인 및 중재
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b) 청구진술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청
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 주장의 포괄적인 진술
이 들어있어야 한다.

(c) 청구진술서에는 가능한 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
서류를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특히 방대한 경우, 신청인은 제출 준비 중인 추가 증
거에 대한 참조를 추가할 수 있다.

항변진술서

제42조
(a) 피신청인은 청구진술서를 받은 날 또는 센터로부터 중

재판정부 설립 통지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변진술서를 신청인 및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b) 항변진술서는 제41조 (b)항에 따라 청구진술서에 기
재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항변진술서에는 
제41조 (c)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의존
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c) 피신청인에 의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는 항변진술서
에서 하거나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후에 할 수 있다.  이러
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에는 제41조 (b) 및 (c)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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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면진술

제43조
(a) 반대 또는 상계 청구를 하거나 제기될 경우, 신청인

은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42조 (a)항 
및 (b)항은 이러한 답변에 준용된다.

(b)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추가 서면진술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청구 또는 항변의 변경

제44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에 청구, 반대청구, 항변 또는 상계 청구를 변경하거나 보
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변경의 특성이
나, 변경 시기의 지체 그리고 제37조 (b)항 및 (c)항을 고려
하여 이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제45조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허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의 실체
적 내용에 관하여 어떤 중재인과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
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심리의 물적 설비, 장소, 일
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한 일방적인 연락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참가

제46조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당사자의 공동참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중재
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공동참가 요청은, 상황에 따라, 중재요청서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공동참가에 해당하는 정황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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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제47조
이 규칙하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같은 당사자가 연관된, 다
른 중재절차의 분쟁의 대상과 상당히 연관된 대상에 대한 
중재가 개시된 경우, 센터는 관련 당사자들과 계류 중인 중
재의 중재판정부와의 협의 이후, 모든 당사자 및 모든 선정
된 중재판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계류 중인 중재와 
새로 개시된 중재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합은 계류 중인 중재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제48조
(a)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

고 여기는 잠정적 명령 또는 그 밖의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3자 보관 또는 부패하기 쉬
운 물품의 매각 명령 등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의 보
전에 관한 처분 및 금지처분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
는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
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에
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제74조가 규정
하는 비용 뿐 아니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이 조에 의한 조치 및 명령은, 임시판정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d) 일방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이나 청구 또
는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중재판
정부가 한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을 요청하더
라도, 이는 중재합의와 모순되거나 중재합의를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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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제 절차

제49조
(a)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2014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b) 중재판정부 설립 전에 긴급한 임시적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긴급구제요청서에는 제9조 (ii)항 및 (iv)항에 규정된 사
항과 함께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진술과 구제
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는 
긴급처분요청서를 받았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c) 긴급구제 절차의 개시일은 (b)항에 따른 긴급구제요
청서를 센터가 받은 날로 한다.

(d)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 
및 긴급구제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
른 긴급중재인 수당에 대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e) 긴급구제요청서를 받은 후 센터는 보통 2일 이내에 신
속하게 단독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되며 따라서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기간은 3일로 되어야 한다.  

(f) 긴급중재인은 스스로의 관할권 결정을 포함하여 제
36조 (a)항 및 (b)항하에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
을 가진다.  제36조 (e)항이 준용된다.

(g) 긴급중재인은 요청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
중재인은 각 당사자에게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심리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전화 회의 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하
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 중재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그 곳을 긴급
구제 절차장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
우, 긴급구제 절차장소는 당사자의 의견 및 긴급구제 
절차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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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임
시적 처분도 명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요청 당사
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
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c)항 및 (d)항이 준
용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중재인은 명령을 수
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j)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절차가 개시된지 30일 이내에 중
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긴급구제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k) 긴급구제 절차 비용은 긴급중재인이 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긴급구제 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
에 따라 일단 결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
가 제73조 (c)항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의 배분을 결정
할 권한을 가진다.

(l)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어떤 중재에서도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m)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
여,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명한 처분을 수정 혹
은 종료시킬 수 있다.

증거

제50조
(a)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우

월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
고 생각되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
게 명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가 소지 또는 관리하
는 재산을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
가 또는 상대방의 검증 또는 시험를 위하여 제공하도
록 명할 수 있다.



37

중
재

신
속
중
재

전
문
가
결
정

조
항

수
수
료

실험

제51조
(a)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심리 전 합리적

인 시점에, 그 당사자가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실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서에는 실
험의 목적, 실험의 개요, 방법, 결과 및 결론이 특정되
어야 한다.  상대방은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이러한 
실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
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
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실험의 
재실시 일정을 결정한다.

(b) 이 조에서 “실험”이란, 시험 또는 그 밖의 확인 절차
를 포함한다.

현장 방문

제52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여
겨지는 장소, 재산, 기계, 설비, 제조 과정, 모형, 필름, 재료,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당
사자는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이러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허용할 경우, 검증 시기
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제53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
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i)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또는 그 밖의 전문적 
정보의 배경을 보여주는 기술적 안내서;  그리고

(ii)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들이 심리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모형, 도면, 또는 그 밖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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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제54조
(a) 이 조에서 비밀 정보란 그 표현 매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i)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고;

(ii)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iii) 상업상, 금융상 또는 산업상 중요하고;  그리고

(iv)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

(b)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에서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
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주장하는 당사
자는, 중재판정부에게 통지(상대방에게도 사본 전달)
함으로써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보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통지
서에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
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비밀에 해당한다
고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
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d)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
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
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
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비
밀문제자문인을 지정하여,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
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문제자문인은 적절한 비밀유
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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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재판정부는 또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
권으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로서 비밀문제
자문인을 선정하여, 비밀 정보 출처가 아닌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함이 없이, 비밀 정
보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의 쟁점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리

제55조
(a) 일방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증

인을 포함한 증인에 의한 증거 제시, 구술 주장, 또는 
그 모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요청
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진행된다.

(b) 심리를 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
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리는 비공
개로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관하여 기록을 작성할 것인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
다.

증인

제56조
(a)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앞서 사실에 관한 증인이든 전

문가 증인이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환하려는 증인의 
신원, 증언의 요지 및 쟁점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지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중복 또는 무관함을 이유로 하여 증인
의 출석을 제한 또는 거절할 재량을 가진다.

(c) 구두로 증언을 하는 증인은 중재판정부의 통제 하에 
각 당사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 심문의 어느 단계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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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또는 중재판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서명진술서, 선서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구두증언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 당사자는 소환하려는 증인의 실무적 준비, 비용 및 출
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f)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특히 다른 증인의 증언 중
에, 증인을 퇴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제57조
(a) 중재판정부는 사전 협의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당

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 쟁점
에 관하여 보고할 1인 또는 복수의 독립적인 전문가
를 선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고
려하여 정한 전문가에 대한 위탁사항 사본은 당사자
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적절한 비
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b) 전문가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54조
를 준수하여 그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
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
면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54
조를 준수하여 전문가가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모
든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c)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전문
가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심리에서 당사자
는 쟁점에 대하여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d) 전문가에게 위탁된 쟁점 또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의 견해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쟁점들
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평가권한에 종속된다.  다만, 당
사자들이 특정 쟁점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을 최종적
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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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제58조
(a)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41조에 

따른 청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
정부는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42조
에 따른 항변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
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재판정
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활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종결

제59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증거를 제시 할 충

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의 종결을 선
언하여야 한다.

(b)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생
각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판
정을 하기 전 언제라도, 종결을 선언한 절차를 재개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포기

제60조
이 규칙의 규정, 중재 합의에 따른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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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제61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 또는 법규에 따

라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 아니라 실체법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 없
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 또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된 계약의 문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
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중재지의 중재법으로 한다.  다
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중재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중재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중재합의는 (a)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법규 또는 (b)
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정하는 형식, 존재, 유효성 및 범
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통화 및 이자

제62조
(a) 중재판정의 금액은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에 따라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법정 이율에 구속되지 아니하
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자의 지급 기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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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제63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판정, 명령, 그 밖의 결
정은 다수결로 하여야 한다.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의장 중재인이 단독 중재인의 경우와 같이 중재판
정, 명령, 그 밖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제64조
(a) 중재판정부는 다른 시기에 다른 쟁점에 대하여 개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제38조 (a)항에 따
른 중재지 및 판정을 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
에 합의하고, 중재에 적용되는 법이 이유의 기재를 요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과반수의 
중재인, 또는 제63조 두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의장 중
재인이 서명하면 족하다.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을 경
우에는 중재판정에 해당 서명이 없는 이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e)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관하여, 특히 중
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와 협
의할 수 있다.

(f)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1부씩 제
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중재판정의 원본을 센터에 전
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각 당사자
와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g) 당사자가 요청하면 센터는 센터가 인증하는 중재판
정의 사본을 유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인증 사본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 제IV조 제1항 (a)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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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정 교부 기한

제65조
(a) 중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항변진술서의 전달 또

는 중재판정부 설립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9개월 내
에, 심리를 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종국
판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b) 절차가 (a)항의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부는 센터에 중재에 관한 상황보고서를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절차의 종결
이 선언되지 않고 있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매 3개월
마다 상황보고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c) 종국판정을 중재절차 종결 후 3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센터
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
재판정부는 종국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 1개월마다 
추가 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
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력

제66조
(a)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

체 없이 중재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준거법
상 유효한 한 법원이나 그 밖의 사법기관에 어떠한 형
식으로든지 상소나 법적 호소를 할 권리를 포기한다.

(b) 중재판정은 센터가 제64조 (f)항 두번째 문장에 따라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에
게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제67조
(a)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당사자들

에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화해를 시
도하도록 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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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화해
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화해를 화해중
재판정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c)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b)항의 이유 외의 다른 이
유로 중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계속하는 것
이 불가능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중
재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종료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d)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은 제64조 (d)항에 
따라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각 당
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제공하는데 충분한 수의 원
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의 원본을 각 당사자 및 각 중재인
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제68조
(a)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

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
써 중재판정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
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
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정정은 별개의 각
서 형식으로 하고, 제64조 (d)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일부가 된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a)항에 
기재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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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중재판정부
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절차에서 제시되었으나 중재판정에는 다루어지
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하도록 중재판정
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에 대하
여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 

VI. 수수료 및 비용

센터 수수료

제69조
(a) 중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반대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c) 등록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중재요청 또는 
반대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 요청이나 반대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a) 관리 수수료는 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인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b) 반대청구의 경우, 관리 수수료는 피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피신청인
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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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중재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
료 표에 따라서 계산한다.

(d) 청구나 반대청구가 증가될 경우, 관리 수수료의 금액
은 (c)항의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
다.  증가된 금액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나 반대청구, 또는 
청구나 반대청구의 증가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
액 및 그 증가 금액을 센터에 알려야 한다.

중재인 수당

제71조
중재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
가 중재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서 정해진다.

예납금

제72조
(a) 중재판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

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제73조의 중재 비용의 예납
으로서 균등한 액수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
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c) 요구된 예납금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자중 누구든지 요구
된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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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반대청구의 금액이 청구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거
나 현저하게 다른 문제의 심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보이는 경우, 센
터는 재량으로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에 대하여 별
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별도의 예납금이 정해
졌을 경우, 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청구인이, 반
대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피청구인이 납부하여
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
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구 또는 반
대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센터는 중재판정에 따라, 예납
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에 관한 판정

제73조
(a)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다:

(i) 중재인 수당;

(ii) 적절하게 발생한 중재인 여비, 통신비 및 그 밖
의 지출;

(iii)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전
문가 자문 및 그 밖의 지원의 비용;  그리고

(iv) 회의 비용이나 심리 시설 비용 등 중재절차의 진
행에 필요한 그 밖의 지출.

(b) 위 비용은 가능한 한 제72조에 따라 요구되는 예납금
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준수하여,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중재 비용, 센터의 등
록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를 당사자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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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제74조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반대로 합의한 경
우에는 이를 준수하되,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
여, 일방당사자에게 법적 대리인 및 증인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사건을 변론하는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VII. 비밀유지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제75조
(a) 중재에 대한 법원에서의 취소 청구 또는 중재판정 집

행을 위한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중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공
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또는 권한 있는 규제기관
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i)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상으로 공개 하지 않
을 것;  그리고

(ii) 공개가 중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
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공개가 중재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개의 상세
내용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b) (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3자에게 중재 당사자
들의 이름 및 신청 취지를,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부담
하는 성실 또는 정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
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conf1#co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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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제76조
(a) 제54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에 더하

여,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이 제출한 서류 또
는 그 밖의 증거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오
로지 중재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당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관할법원의 명령 없이
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 이 조에서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은, 제3자로 보지 아
니한다.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서 제출된 증거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 그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해당 증인이 당사자에게 요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제77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다
음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

(i)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혹은

(ii)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의 
결과 공중에 공개된 경우;  혹은

(iii)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적인 요구를 이행하기 위
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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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제78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 및 중재인

은 중재, 중재판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
함하는 한, 중재 중에 공개된 모든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기술된 정보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과 관
련된 법원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에 한하여 또는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a)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그 활동에 대하여 공표하
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중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나 분쟁
의 특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VIII. 기타

면책

제79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 WIPO 
및 센터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주장 포기

제80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중재인은, 중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
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
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청구
의 근거나 유지사유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소송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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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WIPO 신속중재규칙은 중재가 단축된 시간과 절감된 비용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WIPO 중재규칙을 다소 수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가지의 
주요 수정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i)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적용되는 
등록 및 관리 수수료는 WIPO 중재규칙에 적용
되는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분쟁가
액이 미화 10만달러 이하인 분쟁에는 중재인수
당이 고정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ii) 청구진술서가 중재요청서 제출시 (그 이후나 별
도로가 아닌)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항변진
술서 역시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iii) 다른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언제나 단독 
중재인이 선정됩니다.

(iv) 중재인 앞의 심리는 간략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
황이 없는 한,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v) 중재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적용되는 기한이 단
축되었습니다.  특별히,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항변진술서
의 전달 또는 중재판정부 설립 중 늦은 시점으
로부터 3개월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9개월) 내에 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종국판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그로부터 1
개월 (WIPO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3개
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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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ENERAL PROVISIONS

Abbreviated Expressions

Article 1
In these Rules: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that have arisen or that may arise between them;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in the form of an arbi-
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in the form of a separate 
contract;

“Claimant” means the party initiating an arbitration;

“Respondent” means the party against which the arbitra-
tion is initiated, as named in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ribunal” means the sole arbitrator;

“WIPO” means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enter” means 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ords used in the singular include the plural and vice 
versa, as the context may require.

 
Scope of Application of Rules

Article 2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s for arbitration 
under the 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 these 
Rules shall be deemed to form part of that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in accor-
dance with these Rules, a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중재요청 및
청구진술서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및
항변진술서

중재인 선정

심리

절차 종결

종국판정

중재요청

30 일

30 일

30 일

30 일

3 개월

1 개월

20 일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중재인 선정

청구진술서

항변진술서

추가 서면 진술 및
증인 진술

심리

절차 종결

종국판정

WIPO 중재 및 신속중재의 주요 단계

WIPO 중재 WIPO 신속중재

30
 일

9 
개

월

3 
개

월

중재요청 및  
청구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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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칙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
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
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인”은 중재 제기의 상대방으로 중재요청서에 지명
된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을 말한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
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중재합의에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규정된 경
우, 이 규칙은 해당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
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a) 이 규칙은 중재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이 중재에 
적용될 법의 강행규정에 상충되는 경우, 그 강행규정
이 우선한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제55조 (b)항에 따라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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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기간

제4조
(a) 이 규칙에 근거하여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빠른 우
편 또는 택배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
하는 그 밖의 통신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b) 당사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의 그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통지 또는 그 밖의 연
락을 위한 유효한 주소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
사자에 대한 연락은 지정된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지
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에 따라 보낼 
수 있다.

(c) 기한의 개시일을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본조 (a)항 및 (b)항에 따라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
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본조 (a)항 및 (b)
항에 따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
나, 전송된 것으로 본다.

(e) 이 규칙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
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
의 마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
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첫 영업
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휴일 또
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f)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제11조, 제14조(b)항(iii)호, 제
37조(a)항, 제49조(b)항 및 제51조 (a)항의 기간을 단
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g) 센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1
조, 제14조(b)항(iii)호, 제37조(a)항, 제49조(b)항, 제51
조(a)항, 제62조(d)항, 제63조(e)항 및 제65조(e)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 센터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1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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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제출할 문서

제5조
(a)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할 때까지, 이 규칙

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
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함과 동
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센터 및 중재판정부에게 각 1부씩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수만큼 보내져야 한다.

(c)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한 후에는 모든 서
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중재판
정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사본을 상
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문의 사본을 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II.  중재의 개시

중재요청

제6조
신청인은 센터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발송하여
야 한다.

제7조
중재의 개시일은 센터가 중재요청서와 제10조의 청구진술
서를 받은 날로 한다.

제8조
센터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중재의 개시일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중재요청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분쟁을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
부한다는 요청;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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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
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i) 중재합의서의 사본과 별도의 준거법 지정 조항
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사본;  그리고

(iv) 제14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유용하
다고 생각하는 의견.

제10조
중재요청서에는 제35조(a)항 및 (b)항에 따른 청구진술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 및 항변진술서

제11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요청서 및 청구진술서를 수
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센터 및 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이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는 중재요청서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있어야 한다.

제12조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는 제36조(a)항 및 (b)항에 따라 
항변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리

제13조
(a) 당사자는 특히 국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불문하고 스

스로 선택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대리
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
락처는 센터, 상대방 및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는 중재판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신속히 중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3#m3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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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중재인의 수와 선정

제14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의 지정되고,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라 센터가 선정을 확인한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판정부의 선정은 당사자들에게 센터
가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b) 중재인 지정이 중재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i)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
내야 한다.  목록은 보통 3인 이상의 후보자 이
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
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은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포함한다.

(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
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표
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
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또는 당
사자로부터의 반송이 없을 경우 앞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가 표시한 순
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
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3#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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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반송된 목록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중
재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
재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c) (b)항에 제공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
라 (b)항에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할 경우,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의 국적

제15조
(a) 중재인의 국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국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
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
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제16조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중재인 후보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만,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요건, 수임 가능성 또는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17조
(a)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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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정된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하기에 전에, 당사자, 센
터에게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
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러한 상황
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중재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
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센
터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제18조
(a)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중재를 신속히 진행

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b) 예정된 중재인은 서면으로 선정을 수락하여야 하고, 
그 수락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센터는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제19조
(a)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당사자는그 지명에 동의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지명 후
에 알게 된 상황을 이유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제18조(c)항
에 따른 해당 중재인의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내에, 센터,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
게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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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기피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기피신청에 대해 답변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행
사한 경우, 제20조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센
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 및 중재인들에게 답변서의 사본
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
재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제23조
상대방은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고, 또는 중재인이 임의
로 사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중재인은 기피신청이 
근거가 유효하다는 추정없이 교체된다.

제24조
상대방이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인이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
다.  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권한 종료

제25조
중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또는 센
터에 의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될 수 있다.

제26조
중재인의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
재인의 권한 종료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
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게 되었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의 요
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인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권한 종료에 관하여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
정이 준용된다.



66

중재인의 교체

제28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의 선정

에 적용된 제14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다.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
까지 중재절차는 중지된다.

제29조
후임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
견을 참작하여, 단독 재량으로 기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권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제30조
(a) 중재판정부는 제55조 (c)항에 따라 심사하는 중재합

의의 형식, 존재 여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한 이의
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에 대
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그 일부를 이루거나 관련되
어 있는 모든 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이의신청은 항변진술서
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 또는 상계청구는 그에 대한 항
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중재절차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
의신청이 금지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의신청은 중재절차 중에서 그 권한의 범
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기
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떤 경우이든 이의신청
이 지체된 것이 정당회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를 받아들일 수 있다.

(d) 중재판정부는 (c)항의 이의를 선결문제로서 판결할 수
도 있고, 재량으로 종국판정에서 그러한 이의에 대하
여 결정할 수도 있다.

(e)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결여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
더라도 센터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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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재의 진행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제31조
(a) 제3조를 준수하여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b)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등
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해 변론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
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의 요청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규칙 혹은 중재판정부
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지

제32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당사자

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에 의해 결
정된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협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장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

(c)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중재 언어

제33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언어는 중재

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
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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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재판정부는 중재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전 협의

제34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후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후속 절차의 운영 및 일정을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
로 계획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적합한 형태로 사전협의
를 하여야 한다.

청구진술서

제35조
(a) 청구진술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청

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 주장의 포괄적인 진술
이 들어있어야 한다.

(b) 청구진술서에는 가능한 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
서류를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특히 방대한 경우, 신청인은 제출 준비 중인 추가 증
거에 대한 참조를 추가할 수 있다.

항변진술서

제36조
(a) 항변진술서는 제35조 (a)항에 따라 청구진술서에 기

재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항변진술서에는 
제35조 (b)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의존
하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에 의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는 항변진술서
에서 하거나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후에 할 수 있다.  이러
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에는 제35조 (a)항 및 (b)항에
서 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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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면진술

제37조
(a) 반대 또는 상계 청구를 하거나 제기될 경우, 신청인

은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반대 또는 상계 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36조 
(a) 항은 이러한 답변에 준용된다.

(b)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추가 서면진술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청구 또는 항변의 변경

제38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에 청구, 반대청구, 항변 또는 상계 청구를 변경하거나 보
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변경의 특성이
나, 변경 시기의 지체 그리고 제31조 (b)항 및 (c)항을 고려
하여 이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제39조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허가한 경
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의 실
체적 내용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
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심리의 물적 설비, 장소, 일
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한 일방적인 연락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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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가

제40조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당사자의 공동참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중재
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야 한다.  공동참가 요청은, 상황에 따라, 중재요청서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공동참가에 해당하는 정황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병합

제41조
이 규칙하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같은 당사자가 연관된, 다
른 중재절차의 분쟁의 대상과 상당히 연관된 대상에 대한 
중재가 개시된 경우, 센터는 관련 당사자들과 계류 중인 중
재의 중재판정부와의 협의 이후, 모든 당사자 및 모든 선정
된 중재판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계류 중인 중재와 
새로 개시된 중재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합은 계류 중인 중재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제42조
(a)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

고 여기는 잠정적 명령 또는 그 밖의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3자 보관 또는 부패하기 쉬
운 물품의 매각 명령 등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의 보
전에 관한 처분 및 금지처분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
는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
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에
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제67조가 규정
하는 비용 뿐 아니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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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조에 의한 조치 및 명령은, 임시판정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d) 일방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이나 청구 또
는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중재판
정부가 한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을 요청하더
라도, 이는 중재합의와 모순되거나 중재합의를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긴급구제 절차

제43조
(a)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2014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b) 중재판정부 설립 전에 긴급한 임시적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긴급구제요청서에는 제9조 (ii)항 및 (iv)항에 규정된 사
항과 함께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진술과 구제
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는 
긴급처분요청서를 받았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c) 긴급구제 절차의 개시일은 (b)항에 따른 긴급구제요
청서를 센터가 받은 날로 한다.

(d)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 
및 긴급구제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
른 긴급중재인 수당에 대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e) 긴급구제요청서를 받은 후 센터는 보통 2일 이내에 신
속하게 단독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내지 제24조가 준용되며 따라서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기간은 3일로 되어야 한다.

(f) 긴급중재인은 스스로의 관할권 결정을 포함하여 제
30조 (a)항 및 (b)항하에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e)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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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긴급중재인은 요청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
중재인은 각 당사자에게 변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심리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전화 회의 또는 서면 제출 등을 통하
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 중재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그 곳을 긴급
구제 절차장소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
우, 긴급구제 절차장소는 당사자의 의견 및 긴급구제 
절차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가 결정하여야 한다.

(i)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임
시적 처분도 명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요청 당사
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
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 (c)항 및 (d)항이 준
용된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중재인은 명령을 수
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j) 긴급중재인은 긴급구제 절차가 개시된지 30일 이내에 중
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긴급구제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k) 긴급구제 절차 비용은 긴급중재인이 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긴급구제 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
에 따라 일단 결정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
가 제66조 (c)항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의 배분을 결
정할 권한을 가진다.

(l)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해
당 분쟁과 관련된 어떤 중재에서도 중재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없다.

(m)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
여,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명한 처분을 수정 혹
은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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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44조
(a)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우

월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
고 생각되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
게 명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또는 상대방의 검증 또는 시험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실험

제45조
(a)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심리 전 합리적

인 시점에, 그 당사자가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실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서에는 실
험의 목적, 실험의 개요, 방법, 결과 및 결론이 특정되
어야 한다.  상대방은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이러한 
실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
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
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실험의 
재실시 일정을 결정한다.

(b) 이 조에서 “실험”이란, 시험 또는 그 밖의 확인 절차
를 포함한다.

현장 방문

제46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여
겨지는 장소, 재산, 기계, 설비, 제조 과정, 모형, 필름, 재료,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당
사자는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이러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허용할 경우, 검증 시기
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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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제47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
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i)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또는 그 밖의 전문적 
정보의 배경을 보여주는 기술적 안내서;  그리고

(ii)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들이 심리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모형, 도면, 또는 그 밖의 재료.

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제48조
(a) 이 조에서 비밀 정보란 그 표현 매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i)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고;

(ii)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iii) 상업상, 금융상 또는 산업상 중요하고;  그리고

(iv)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

(b)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에서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
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주장하는 당사
자는, 중재판정부에게 통지 (상대방에게도 사본 전달)
함으로써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보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통지
서에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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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
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비밀에 해당한다
고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
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d)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
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
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는 대신, 당사자의 요
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비
밀문제자문인을 지정하여,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
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밀문제자문인은 적절한 비밀유
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된다.

(e) 중재판정부는 또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
권으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로서 비밀문제
자문인을 선정하여, 비밀 정보 출처가 아닌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함이 없이, 비밀 정
보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의 쟁점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리

제49조
(a) 일방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증

인을 포함한 증인에 의한 증거 제시, 구술 주장, 또는 
그 모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요청
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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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리를 할 경우, 심리는 신청인이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및 항변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
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심리는 3일을 넘기면 아
니된다.  각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분쟁에 관하여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심
리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리는 비공
개로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관하여 기록을 작성할 것인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
다.

(e) 심리 종료후 짧은 시일 내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혹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
라,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와 상대방에게 심리후 서
면을 전달할 수 있다.

증인

제50조
(a)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앞서 사실에 관한 증인이든 전

문가 증인이든 관계없이 당사자가 소환하려는 증인의 
신원, 증언의 요지 및 쟁점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지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중복 또는 무관함을 이유로 하여 증인
의 출석을 제한 또는 거절할 재량을 가진다.

(c) 구두로 증언을 하는 증인은 중재판정부의 통제 하에 
각 당사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 심문의 어느 단계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

(d)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또는 중재판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서명진술서, 선서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구두증언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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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당사자는 소환하려는 증인의 실무적 준비, 비용 및 출
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f)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특히 다른 증인의 증언 중
에, 증인을 퇴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제51조
(a) 중재판정부는 사전 협의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당

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 쟁점
에 관하여 보고할 1인 또는 복수의 독립적인 전문가
를 선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 전문가에 대한 위탁사항 사본은 당사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전문가에 
대한 위탁사항은 전문가가 위탁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게 보고할 것에 대한 요구
를 포함하여야 한다.

(b) 전문가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8조
를 준수하여 그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
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
면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48
조를 준수하여 전문가가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모
든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c)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전문
가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심리에서 당사자
는 쟁점에 대하여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d) 전문가에게 위탁된 쟁점 또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의 견해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쟁점들
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평가권한에 종속된다.  다만, 당
사자들이 특정 쟁점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을 최종적
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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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제52조
(a)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10조 및 

제35조에 따른 청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 센터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b) 피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11조, 
제1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항변진술서를 제출하지 않
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
을 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재판정
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활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종결

제53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증거를 제시 할 충

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의 종결을 선
언하여야 한다.

(b)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생
각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판
정을 하기 전 언제라도, 종결을 선언한 절차를 재개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포기

제54조
이 규칙의 규정, 중재 합의에 따른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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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제55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 또는 법규에 따

라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 아니라 실체법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 없
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 또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된 계약의 문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
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중재지의 중재법으로 한다.  다
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중재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중재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중재합의는 (a)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법규 또는 
(b)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정하는 형식, 존재, 유효
성 및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
는 것으로 본다.

통화 및 이자

제56조
(a) 중재판정의 금액은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에 따라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법정 이율에 구속되지 아니하
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자의 지급 기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5#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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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제57조
(a) 중재판정부는 다른 시기에 다른 쟁점에 대하여 개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제32조 (a)항에 따
른 중재지 및 판정을 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
에 합의하고, 중재에 적용되는 법이 이유의 기재를 요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해당 서명이 없
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관하여, 특히 중재
판정의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와 협의할 수  
있다. 

(f)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1부씩 제
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중재판정의 원본을 센터에 전
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각 당사자
와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g) 당사자가 요청하면 센터는 센터가 인증하는 중재판
정의 사본을 유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인증 사본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58년 
6월 10일, 뉴욕) 제IV조 제1항 (a)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것으로 본다.

종국판정 교부 기한

제58조
(a) 중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항변진술서의 전달 또

는 중재판정부 설립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에, 심리를 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종국
판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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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절차가 (a)항의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부는 센터에 중재에 관한 상황보고서를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절차의 종결
이 선언되지 않고 있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매 1개월
마다 상황보고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c) 종국판정을 중재절차 종결 후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센터
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
재판정부는 종국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 1개월마다 
추가 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
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력

제59조
(a)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

체 없이 중재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준거법
상 유효한 한 법원이나 그 밖의 사법기관에 어떠한 형
식으로든지 상소나 법적 호소를 할 권리를 포기한다.

(b) 중재판정은 센터가 제57조 (f)항 두번째 문장에 따라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에
게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제60조
(a)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당사자들

에게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화해를 시
도하도록 권할 수 있다.

(b)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화해
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화해를 화해중
재판정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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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b)항의 이유 외의 다른 이
유로 중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계속하는 것
이 불가능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중
재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종료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d)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은 제57조 (d)항에 
따라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각 당
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제공하는데 충분한 수의 원
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의 원본을 각 당사자 및 각 중재인
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제61조
(a)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

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
써 중재판정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
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
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정정은 별개의 각
서 형식으로 하고, 제57조 (d)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일부가 된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a)항에 
기재된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c)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중재판정부
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절차에서 제시되었으나 중재판정에는 다루어지
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하도록 중재판정
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에 대하
여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6#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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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수수료 및 비용

센터 수수료

제62조
(a) 중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반대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등록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등록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c) 등록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중재요청 또는 
반대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 요청이나 반대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3조
(a) 관리 수수료는 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신청인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b) 반대청구의 경우, 관리 수수료는 피신청인이 납부할 
금액을 센터로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내에 피신청인
이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c)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중재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
료 표에 따라서 계산한다.

(d) 청구나 반대청구가 증가될 경우, 관리 수수료의 금액
은 (c)항의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
다.  증가된 금액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 또는 피신청
인에 의해 납부되어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나 반대청구, 또는 
청구나 반대청구의 증가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6#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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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
액 및 그 증가 금액을 센터에 알려야 한다.

중재인 수당

제64조
중재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
가 중재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서 정해진다.

예납금

제65조
(a) 중재판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

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제66조의 중재 비용의 예납
으로서 균등한 액수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
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c) 요구된 예납금이 그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자중 누구든지 요구
된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d) 반대청구의 금액이 청구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거
나 현저하게 다른 문제의 심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보이는 경우, 센
터는 재량으로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에 대하여 별
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별도의 예납금이 정해
졌을 경우, 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청구인이, 반
대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피청구인이 납부하여
야 한다.

(e)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
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구 또는 반
대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센터는 중재판정에 따라, 예납
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85

신
속
중
재

전
문
가
결
정

조
항

수
수
료

재 비용에 관한 판정

제66조
(a)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i) 중재인 수당;

(ii) 적절하게 발생한 중재인 여비, 통신비 및 그 밖
의 지출;

(iii)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전
문가 자문 및 그 밖의 지원의 비용;  그리고

(iv) 회의 비용이나 심리 시설 비용 등 중재절차의 진
행에 필요한 그 밖의 지출.

(b) 위 비용은 가능한 한 제65조에 따라 요구되는 예납
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준수하여,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중재 비용, 센터의 등
록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를 당사자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제67조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반대로 합의한 경
우에는 이를 준수하되,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
여, 일방당사자에게 법적 대리인 및 증인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사건을 변론하는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7#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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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비밀유지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제68조
(a) 중재에 대한 법원에서의 취소 청구 또는 중재판정 집

행을 위한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중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공
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또는 권한 있는 규제기관
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i)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상으로 공개 하지 않
을 것; 그리고

(ii) 공개가 중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
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공개가 중재 종료 후
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개의 상
세내용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b) (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3자에게 중재 당사
자들의 이름 및 신청 취지를,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부
담하는 성실 또는 정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
개할 수 있다.

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제69조
(a) 제48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에 더하

여,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이 제출한 서류 또
는 그 밖의 증거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오
로지 중재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당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관할법원의 명령 없이
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7#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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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조에서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은, 제3자로 보지 아
니한다.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서 제출된 증거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 그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해당 증인이 당사자에게 요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제70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다
음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

(i)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혹은

(ii)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의 
결과 공중에 공개된 경우;  혹은

(iii)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적인 요구를 이행하기 위
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제71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 및 중재인

은 중재, 중재판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
함하는 한, 중재 중에 공개된 모든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기술된 정보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함)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과 관
련된 법원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에 한하여 또는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a)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그 활동에 대하여 공표하
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중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나 분쟁
의 특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8#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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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기타

면책

제72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 WIPO 
및 센터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주장 포기

제73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중재인은, 중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
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
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청구
의 근거나 유지사유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소송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m8#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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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결정”은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이 규
칙 제17조에 따라 내린 결정을 말한다;

“전문가”는 단독 전문가 또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가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전문가결정에 의하여 해결
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전문가결정합의
는 계약에 전문가결정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
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전문가결정합의에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른 전문가결
정이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전문가결정합의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연락 및 기간

제3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센터 혹은 전문가가 달

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따른 통지 혹은 그 밖
의 연락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i) 서면으로 작성하며 빠른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 
이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다른 통
신 수단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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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각 상대방, 전문가 및 센터에 사본을 송부한다.

(b) 이 규칙에서 기간의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의 마
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
장된다.  기간이 진행하는 동안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
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c)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이 조 (a)항에 따라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
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이 조 (a)항에 따
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전송
된 것으로 본다.

(e) 센터 또는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이 규칙에 정해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결정 언어

제4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 언어

는 전문가결정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전문가는 당
사자의 의견 및 전문가결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
가의 권한으로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전문가는 전문가결정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
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가결정 언어로 번역
하여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가결정요청서

제5조
(a) 전문가결정를 개시하기 원하는 전문가결정합의의 당

사자는 센터에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청인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
을 보내야 한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전문가결정요
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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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문가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첨부
하여야 한다:  

(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
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 전문가결정합의서의 사본;

(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

(iv) 관련된 권리 및 기술의 특성 표시;

(v)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

(vi) 전문가결정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vii) 당사자들이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전문가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
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정보; 당사자들이 특
정 전문가의 선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대
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의견;

(v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개시되었
거나 종료된 법적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
에 관한 정보;  그리고

(ix) 제21조에 따른 관리 수수료 지불.

제6조
(a) 전문가결정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전문가결정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전문
가결정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
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결정요청서에는 제5조 (b)항 
(i)호 및 (iii)호 내지 (viii)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
어야 한다.  센터는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을 고
려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돕도록 외부 중립인
을 선정할 수 있다.  외부 중립인은 모든 당사자가 동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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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결정 개시일

제7조
(a)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은 센터가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b)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가결정요청에 대한 답변

제8조
(a)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는 전문가결정의 개
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
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는 전문가결정요청
서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전
문가결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서류 또
는 기타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선정

제9조
(a) 당사자들이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전

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을 때 또는 답
변서 제출 기간의 경과 시점에 전문가 선정을 진행하
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서를 공동으
로 제출하였으나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
는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때 전문가 선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수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
는 단독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센터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적절
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당사자들이 전문가 혹은 전문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과의 협
의 후 전문가를 선정한다.



94

(d) 센터의 전문가 선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제한 되지 않는다:

(i) 당사자들이 표명한 의견;

(ii) 전문가결정 대상;

(iii) 전문가의 관련된 전문성;

(iv) 전문가결정을 적절한 신속성으로 완수할 수 있
는 전문가의 능력;

(v) 전문가결정의 언어;

(vi)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국적 및 위치.

(e) 이 조 (d)항 (i)호의 목적을 위해서 센터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 후보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사자
들에게 전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f) 전문가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전문
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10조
(a) 전문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예정된 전문가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센터에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는 사
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전문가결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전문가의 공정성 또
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
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는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
자 및 센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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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는 해당 전문가결정
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
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도 전문가 이외의 다
른 자격으로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

제11조
(a) 전문가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전문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기피 이유
를 기재한 통지서를 전문가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기피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c) 전문가 또는 센터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전문가결정을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전문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가가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
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센
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권한 종료

제12조
(a)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

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
여야 한다.

(b) 전문가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전문가 또는/및 당사자들의 의
견을 고려하여 그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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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교체

제13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후임 

전문가는 전문가 선정에 적용된 제9조의 절차에 따
라서 선정된다.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
까지 전문가결정은 중지된다.

전문가결정의 진행

제14조
(a) 이 규칙을 준수하여 전문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b)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전문가결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
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
다.

(c) 전문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거나 이 규
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문
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
는 회의의 물적 설비, 장소, 일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
적 내용에 관련되거나, 전문가 후보 선정의 경우 후보
의 자격 요건, 수임가능성 또는 당사자들로부터의 독
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일방적 연락을 금지하지는 않
는다.

(d)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성실하게 협
조하여야 한다.

(e) 전문가는 선정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
일 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대
한 설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f)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이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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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격 회의, 영상 회의, 웹 회의, 그 밖에 전문가
와 당사자 간의 동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회의;

(ii) 전문가와 당사자들간의 회의.

(g) 전문가결정요청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 외에도, 전문
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포함
한 추가 제출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h)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
자 증인의 진술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i)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소, 재산,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해태

제15조
(a)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센터와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b)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이 규칙에 따른 요건, 전문가의 지시를 준
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비밀유지

제16조
(a)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조언자, 전문가 및 센
터를 포함한다)은 전문가결정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의 존재를 포함하여, 결정 자체 
및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혹은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인에 공
개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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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혹은

(ii) 정보가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혹은

(iii)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공
개가 필요한 경우;  혹은

(iv)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b) 전문가결정에서 제출하려 하거나 제출이 요구된 정보
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
가 비밀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그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보가 비밀로 
분류된다고 판단하면,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 결정
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
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결정

제17조
(a) 전문가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그러나 이에 제한되

지 않고 전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i)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

(ii) 전문가의 전문성;

(iii) 전문가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b) 전문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임시 또는 일부 전문
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서면으로 한다;

(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
한다;

(iii) 전문가결정이 근거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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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문가결정이 내려진 일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v) 전문가가 서명한다.

(d) 이 조 (c)항을 준수하여 전문가는 각 당사자와 센터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문가결정문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전문가결정문 원본
을 각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e) 결정은 센터가 이 조 (d)항에 따라 전문가결정문을 당
사자들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
가는 종국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직무를 완
료한 것으로 본다.

(f)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전문가결정은 당
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g)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
사자는 전문가에게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
을 전달)함으로써, 전문가결정문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도록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가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발
적으로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이자

제18조
적절한 경우 전문가는 당사자가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
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문
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 및 이자의 지급기간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화해 또는 그 밖의 종료사유

제19조
(a)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

에 회부된 문제의 화해에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전문
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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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조 (a)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전문가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지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는 전
문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포기

제20조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전문가가 내린 지시가 준수
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전문가결정을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
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리 수수료

제21조
(a)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센터가 전문가결정
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c)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전문가결정요
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d) 전문가결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센터의 두번재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전문가결정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가 수당

제22조
(a) 전문가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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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당의 금액은, 당사자 및 전문가가 달리 합의하지 않
는 한, 센터가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 정한 시간당 또는 일당 요율에 따라, 분쟁
의 금액, 분쟁 대상의 복잡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요
율 및 그 밖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예납금

제23조
(a) 센터는 전문가를 선정할 때, 전문가결정의 비용(특히, 

예상되는 전문가 수당이나 그 밖의 전문가결정 비용
을 포함한다)을 미리 납부하도록 균등한 금액의 예납
금을 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납금액은 센
터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 센터는 전문가결정 진행 중에 각 당사자에게 추가적
인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센터의 두번째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
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
자 중 누구든지 요구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
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납금이 요구된 바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할 수 
있다.

(d) 전문가결정 완료 또는 종료 후, 센터는 예납금에 대
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되어야 할 금액은 요
구할 수 있다.

비용

제24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전문
가 수당, 전문가가 지출한 비용, 그 밖의 전문가결정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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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제25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 WIPO 
및 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전문가결정에 관한 어
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 훼손 주장 포기

제26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의 준비 또
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
떠한 서면이나 구술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
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지

제27조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련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전문가결정 개시일부터 전문가결정 완
료 또는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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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표

조정5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분쟁금액 관리 수수료 조정인 수당(*)

$250,000 이하 $250 $2,500 (*)

$250,000 초과 조정가액의 0.10% 상한선: 
$10,000

시간당 
$300-$600 
(**)

일당  
$1,500- 
$3,500 (**)

(*)  10시간의 준비 및 조정시 일반적 금액.
(**)  일반적 금액.

1. 조정가액은 총 청구가액에 의해 결정된다.

2. 조정요청서에 금액 청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분쟁이 
금액으로 환산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경
우,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1, 000미국 달러로 하
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이 관리 수수료의 조
정은 센터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및 조정인과의 협의
를 통해 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 수수료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정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
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조정의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조정인 수당 청구서와 함
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양 당사자 및 조정인과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조정인
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그리고 분쟁 대상과 조정
의 복잡성 및 조정인의 소요 시간, 조정인의 성실성, 
그리고 조정절차의 신속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조
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5.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분쟁금액은 관리 
수수료 계산에 있어서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
야 한다.

5  수수료 표와 지급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센터의 웹사이트 

 www.wipo.int/amc 를 통해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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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
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
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 수수
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7. 센터는, WIPO 조정규칙 제4조 (a)항에 따른 조정 요
청과 관련하여 지급된 관리 수수료를, 동일 분쟁에 관
한 WIPO 조정에 관련해 지급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
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센터는, 
WIPO 조정규칙 제4조 (b)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 중
립인의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지급 방식 및 시
기를, 외부중립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 이후에 결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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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속중재6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비용 구분 분쟁금액 신속중재 중재

등록 수수료 분쟁금액과 무관 $1,000 $2,000

관리 수수료(*) $2,500,000 이하 $1,000 $2,000

$2,500,000 초과 
$10,000,000 이하

$5,000 $10,000

$10,000,000 초과 $5,000 + 
$10,000,000 
초과액의 0.05% 
상한선: $15,000

$10,000 + 
$10,000,000 
초과액의 0.05% 
상한선:  $25,000

중재인 수당(*) $2,500,000 이하 $20,000
(고정 비용) (**)

양 당사자 및 
중재인과
협의하여 센터와 
합의된 금액

일반적으로
시간당 $300 - 
$600

$2,500,000 초과
$10,000,000 이하

$40,000
(고정 비용) (**)

$10,000,000 초과 양 당사자 및 
중재인과
협의하여 센터와 
합의된 금액

(*) 각 항목은 분쟁에 있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총 합계를 나타낸다.  
예컨대, 신속중재절차에서 분쟁금액이 5,000,000미국 달러라면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5,000미국 달러와 1,000미국 달러를 
합산한 6,000미국 달러가 아닌) 5,000 미국 달러이다.

(**) 분쟁대상의 복잡성 및 중재인의 소요시간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 센터는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중재와 관련해 센터
에 지급할 등록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WIPO 조
정에 관련해 지급된 관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전에 센터는 당사자 및 중재인
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재인 수당 책정에 있어
서, 센터는 분쟁금액, 당사자의 수, 분쟁 대상의 복잡
성 및 현황, 그리고 중재인의 특별 자격 요건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중재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
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중재의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중재인 수당 청구서와 함
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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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와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중
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비용의 상한선, 그리
고 분쟁 대상과 중재의 복잡성, 중재인의 소요 시간, 
심리의 취소 및 연기 지연으로 인해 예약되었지만 이
용되지 못한 시간, 중재판정부의 성실성, 그리고 중재
절차의 신속성 등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단독 중
재인 혹은 3인 중재인의 경우 의장 중재인 및 나머지 
중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5.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청구 금액은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연
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6. 중재인 수당 계산에 있어서, 반대 청구가액은 총 청구 
금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7. 신속중재절차에는 위 1, 3, 5 및 6번 조항만이 적용된
다.

8.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
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
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등록 수수
료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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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
수
료

긴급구제절차7

(WIPO 중재규칙 제49조 / 
WIPO 신속중재규칙 제43조에 의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관리 수수료 긴급중재인 수당(*)

$2,500 최초 예납금: $10,000
일반적 금액은 시간당 $300 -$600,  
최대 $20,000

(*) 일반적 금액.

1. 긴급중재인의 선정 이전에, 센터는 당사자 및 긴급중
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중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
당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긴급중재인 수
당 책정에 있어서, 센터는 분쟁금액, 당사자의 수, 분
쟁 대상의 복잡성 및 현황, 그리고 긴급중재인의 특
별 자격 요건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긴급중재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
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긴급구제절
차의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긴급중재인 수
당 청구서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
다.

3. 양 당사자 및 긴급중재인과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긴
급중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비용의 상한선, 
그리고 분쟁 대상과 중재의 복잡성, 긴급중재인의 소
요 시간, 긴급중재인의 성실성, 그리고 긴급구제절차
의 신속성 등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긴급중재인
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4. 긴급중재인 수당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
기 언급된 일반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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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구제절차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청구 금액은 지급 당일을 기준으
로 한 국제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6.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
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
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 수수
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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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수
수
료

전문가결정8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관리 수수료 전문가 수당(*)

전문가결정 가액의 0.10%
상한선: $10,000

시간당 $300 -$600 일당 $1,500 - 
$3,500

(*) 일반적 금액.

1. 전문가결정 가액은 총 청구가액에 의해 결정된다.

2. 전문가결정 요청서에 금액 청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다
루는 경우,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1,000미국 달
러로 하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이 관리 수수
료의 조정은 센터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및 전문가와
의 협의를 통해 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 수
수료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다.

3. 센터는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전문가결정과 관련
해 센터에 지급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WIPO 조정 
혹은 중재에 관련해 지급된 관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4. 전문가 선정 이전에, 센터는 양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가의 시간당 혹은 일당 수당을 책정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수당 책정에 있어서, 센
터는 해당 금액, 결정의 복잡성, 전문가의 자격 요건, 
비교될 만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비용, 그리고 기타 
사건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전문가는 전문가결정과 관련해 발생된 비용뿐만 아
니라 결정 업무와 소요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결정의 완료 혹은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전문가 수당 청구서
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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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전문가
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비용의 상한선, 그리고 분
쟁 대상과 결정의 복잡성, 전문가의 소요 시간, 전문
가의 성실성, 그리고 전문가결정절차의 신속성 등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7.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금액은 관리 수
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다.

8.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
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
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수수
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9. 센터는,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제6조 (a)항에 따른 
전문가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지급된 관리 수수료를,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전문가결정에 관련해 지급
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센터는,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제6조 
(b)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 중립인의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지급 방식 및 시기를, 외부중립인 및 당
사자들과 협의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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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WIPO 표준 분쟁해결 조항  

센터가 관장하는 절차 이용의 편의를 위해, (특정 계약서상
의 미래에 일어날 분쟁에 대한 회부를 위한) 표준 사전합의
조항 및 (현재 일어난 분쟁의 회부를 위한) 표준 사후합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본 책자의 2쪽에서 센터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분쟁

조정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
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
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
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
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3인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
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
라 결정하도록 한다.”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
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
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
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
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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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결정
“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
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차이점은 WIPO 전문가결정
규칙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에 의
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가
지지 않는다].  전문가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
언어 기재]로 한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
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
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
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
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
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
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
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
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
하도록 한다.” (* WIPO 신속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
의 판결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
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
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
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
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
언어 기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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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
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장
소 기재]의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
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 기재]의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
는다.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
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의 분쟁

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
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
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
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
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신속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
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
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
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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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
가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을 [가진다][가지지 않는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속]
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
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
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
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
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
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
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
는 [3인 중재인][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
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
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
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WIPO 신속중재규칙
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 후,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
의 판결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조정규
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 간단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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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 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
내에 조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장소 기재]의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 것에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
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 기재]의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
는 것에 합의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 국가 기재]의 법에 따
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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