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국제법률기구 인턴파견사업 보고서
-北京仲裁委员会实习报告书

I. 들어가는 말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국제법률기구 인턴파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 년 3 월 4 일부터 2019 년
6 월 3 일까지 3 개월의 기간 동안 북경중재위원회
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률기구 인턴파견사업 신청 시, 인턴활동 대
상 기관 선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북경중
재위원회에서의 인턴활동이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경에서의 약 10 여년의 유학생활을 통해 습득한
중국법학지식 및 싱가포르 등 해외 법률기관에서의
[북경중재위원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피상적인 인턴 활동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인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북경중재위원회를 인턴
활동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II. 북경중재위원회
북경중재위원회는 중국인민공화국 중재법에 의거하여 1995 년 9 월 28 일에
설립된 “독립, 공정, 효율적 분쟁해결”을 모토로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중재
기관입니다. 중국의 고유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법률체계와 여러 정책적
인 문제로 인하여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중재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18 년 기준 북경중재위원회에는 약 4872 건의 중재안을 처리하였으며 분
쟁금액은 약 751.55 억 인민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제상사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유수 대학의 인재들
의 지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등 중국 명문
대학의 학생들 뿐 아니라 New York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등 세계 유수 로스쿨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현재 국제 인턴으로 활
동하고 있습니다.

III. 인턴활동내용
1. 중재절차에 대한 교육
국제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중재절차에
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중재신
청자의 중재신청접수부터 중재판정단의 선정
및 그에 수반되는 각종 통지의 송달 그리고 비
용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국 현지에서 중재 신
청자 또는 피신청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빠른 중재
진행을 위해 숙지해야 할 기초적인 절차적 지
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2. 중재과정 참여

[중재신청 접수처 전경]

인턴활동기간동안 북경중재위원회의 배려로
다수의 중재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었습
니다. 건축도급, 기업간 대출, 담보, 부동산
및 해외투자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한 분쟁에 대한 중재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
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을
배울
법과
있는

중재판정단은 북경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의 여러 교수님들, 각 분야에서 다년
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 변호사들로 구성
[Hearing 시작 전 준비작업]
되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단의 분쟁해결과
지켜보며 학교에서 배운 여러 지식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분쟁해결과정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중국
한국법의 차이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기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재과정은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소수의 중재는 당사자들의 중
재조항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재판정단은 물론 중국 변호사들 역
시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 중재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어 가는 것을
보며 해외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가 중국법원에
서의 재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몸소 체험할 수 있
었습니다.
3. 중재판정서 검토

북경중재위원회에서는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완전한 최종 중재판정서를 전달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리적,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중재판정단과의 소통을 통하여 중재판정서를 여러번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인턴활동기간 동안 다량의 중
재판정서를 직접 읽어보고 수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와 과정을 통해 중재신청서 접수부터 중재판정서 송달까지 중재의 전 과
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서를 검토하며 제가
예측했던 중재의 결론과 중재판정단의 실제 판정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 문제와 전체적인 사안을 바
라보는 legal mind 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4. 각종 학회 및 대외활동 참여

<ICCA Gabrielle Kaufmann-Kohler 교수님과의
세미나 활동>

북경중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많
은 수의 세미나 및 대외활동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ICCA 와 북경중재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 및 DLA Piper,
Morgan Lewis 등 영미권의 유수의 로펌
들이 참여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는 현
재 세계법률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유수
의 법률연구가분들이 참여하여 중재의
발전방향에 대해 나눈 토론에 참여하였
던 일 역시 북경중재위원회에서의 인턴
기간 동안 얻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중 북한 변호사들이 방문하여 진행한 북한
의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관련한 법률 및 자
유무역지역에 관해 소개하는 세미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교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자체적 준비과정
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그 밖에 중재위원들, 그리고 중국 현지대학
교의 교수님들 및 선후배 등 동문들과의 교
류를 통해 중국법률시장에서 현재 가장 활발
하게 활동하고있는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의 친분 또한 한층 더 깊게

[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 세미나 관련 자료]

다질 수 있었습니다.
4. 국가간 투자중재규칙제정과정 참여
북경중재위원회의 Senior Counsellor
章曦와 함께 국가간 투자중재규칙제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정과정에 있어 중국 뿐만 아니라 영
국,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의 변호
사 및 중재위원 등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아들여 이
를 규칙 제정에 있어 반영하는 작업
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세계각국의 법률전문가들의 국가
간 투자중재에 관한 견해 및 다른 중
재기관의 국가간 투자중재규칙의 장
[북경대학교 邓峰교수님 및 학생들과의 모임]
단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
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자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邓峰교수님과
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투자중재분야에 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었습니다.
IV. 맺음말
3 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실무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
국 국내 및 국제중재영역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
문적으로 습득하였던 지식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며 학위
또는 자격증의 취득은 법학에 대한 배움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번 활동기간 동안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홍진
기법률연구재단의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
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