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 (헤이그원칙)
설명서(上)
1. 서론
국제 상거래와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해결은 국제상거래법 기구에 의존한다.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준거법(the applicable law)이 종종 분쟁의 결론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법 선택(The choice of Law)’은 국제상거래에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국제상거래분쟁에서 법 선택
의 조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런 조화의 과정은 단일화를 위한 과정은 아니었
다. 오히려 경쟁국과 기구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법 선택 규칙의 조화에 있어 주요한 문제는 어떤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최
선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단일 권한기
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기구들은 서로 중복되는 법의 국제체계 틈을 메우기위
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기구들에는 UN국제무역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기관(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국제사법헤이그위원회(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포함
된다.
특히,

국제사법헤이그위원회(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국제사법규칙의 “점진적인 단일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Hague Principle은 국가에 의해 통합될 수 있거나 국가법원, 중재재판소 그리고
다른 분쟁해결기구에서 설득력 있는 법원(persuasive authority)1)으로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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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제상업계약상 법 선택의 헤이그원칙(The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 2015년 3월 19일 승인되었
다. 헤이그원칙은 전문과 총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헤이그국제사법위원
회(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의해 발전되고 승
인된 첫 번째 규범적인(normative) 연성법(soft-law) 법률 문서이다.
이하에서는

헤이그원칙의

이해를

돕고자,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대해 개관하고, 헤이그원칙을 조항
별로 논평을 제공한 「국제상업계약상 법 선택 원칙에 관한 논평(Commentary on
th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을
2회에 걸쳐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네덜란드 법학자 아쎄르(T.M.C. Asser) 및 이태리 법학자 만시니(P.S. Mancini)의
건의에 따라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목적으로 네덜란드 정부에 의하여
1893년 최초로 소집되었다.
국제사법규칙의 점진적 통일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촉
진을 추구하는 정부간 기구로 상이한 각국의 사법체제간 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공통적인 국제 사법 규칙 개발과 이행을 위한 회원국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위해
설립되었다.

1) 가장 관련이 있는 법원을 찾는 것은 법문서 작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크게 의무적 1차적 법원
(mandatory primary authority), 설득적 1차적 법원(persuasive primary authority), 2차적 법원
(secondary authority)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1차적 법원이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 자료 중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법률 등 제정법이 이에 속하고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의 기속
력이 있어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설득적 1차적 법원이란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 자료 중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하급심 판결 등이 여기
에 속한다. 2차적 법원이란 다른 사람이 다른 조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말한다. 법률해석서, 논문집, 교
과서 등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차적 법원은 항상 ‘의무적’일 수가 없고 ‘설득적’이다.
[출처]법원(authority)찾기와 인터넷의 활용|작성자 구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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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개국의 회원국(79개국과 EU)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아동 보호, 민사
소송 및 상법 등 국제사법분야의 사법·행정 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에는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와 요청에 의하여 회의가 임의적으로 개최되었
으나 1951년 제7차 회기에서 기구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상설기구화되었다. 규정
에 따라 설치된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의 준
비업무를 맡고 있다.

3. 국제상업계약의 법 선택에 관한 헤이그원칙
의 의의
법 선택규칙에서 국가 이익은 주권개념과 국가의 개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통일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 선택 규칙의 기저 정책
이 다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제계약의 법 선택에 관한 헤이그원칙(The
Hague Principle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ntracts, Hague
Principle)은 이러한 규칙들을 조화하고자 한 노력의 중요한 “연성법(Soft Law)”의
예이다. 이 원칙은 당사자 자율에 의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법 선택 협정의 결
과, 유효성과 효력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헤이그원칙은 공식적으로 구속력있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국내,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법 해석 제도의 창조, 개혁 또는 해석을 하는 사용자들을 가이드
하는 복합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헤이그원칙은 이미 2015년 초 국제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에 관한 법을 공포하는 파라과이 입법자들에게 준거법으로 사용될 때 그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전문에 명시된 대로, 이 원칙은 “국가. 지역, 초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법 모델
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기업간(B2B) 계약과 관련된 국제사법 규칙의
해석이나 보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법원과 중재재판소
는 국가간 상업계약에서 법 선택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제기되는 문제에 접근하기위
해서 이 원칙을 사용하도록 초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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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사무국은 다른 사법관할이 2015년 7월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의 지지(endorsement)를 받은 국제기준으로써 헤이그원칙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이 선구적인 계획을 따르게 되기를 희망한다.

4. 헤이그원칙의 특성
1. Choice of law agreements(법 선택 협정)의 의의
1.6 당사국의 법 선택은 당사국의 주요 계약 협정(“주 계약”)의 조건과 구별되어야
만 한다. 예를 들어, ‘주 계약(main contract)’은 판매계약, 용역계약 또는 융자계
약일 수 있다.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주 계약’에서 적용 가능한 법을 선택하거나 법
선택을 통해 분리된 협정(이하 “법 선택 협정”)을 만들 수 있다.
1.7 ‘법 선택 협정’은 또한 분쟁을 결정하는 법정지(대개 법원)에서 당사국 협정에
대한 유의어인 “재판관할권 조항”(또는 협정), “법정지 선택(forum selection
clause)조항”(또는 협정), 또는 “법원 선택 조항”(또는 협정)과 구별되어야만 한다.
‘법 선택 협정’은 당사국 협정에서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 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합의
한 “중재조항(또는 협정)”과도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런 조항들이나 협정들이(총체적
으로 “분쟁해결협정”으로 간주) 실제로 ‘법 선택 협정’과 종종 결합되어 다른 목적
을 위해 이용된다. 헤이그원칙은 오직 ‘법 선택 협정’만을 다루고 분쟁해결협정이나
보통 절차적 문제로 고려되는 다른 기타 문제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2. 헤이그원칙의 특성 (Nature of the Principles)
1.8 명칭이 말하는 대로, 헤이그원칙은 국가들이 국내법에 직접적으로 적용 또는 수
용할 의무를 지는 ‘협약’ 같은 공식적으로 구속력있는 법률문서가 아니다. 또한 국
가들이 실행할 것을 촉진하는 모델법도 아니다. 오히려 이 원칙은 헤이그위원회가
국가들이 각 나라별 상황에 알맞게 그들의 국내법상 법 선택 제도로 수용하기를 촉
진하는 비구속적인 원칙들의 모음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헤이그 원칙은 법 선택에
관한 국내법의 개혁을 이끌어 내고 동 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문서(당사국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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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다루고 있는 Rome 1 규정 및 Mexico City 협약을 참고)와 병행하여 운용
되게 할 수 있다.
1.9. 구속력 없는 법률문서로써 헤이그원칙은 헤이그위원회에서 발전된 다른 법률
문서들과 다르다. 헤이그위원회가 장래에 구속력 있는 법률문서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력 없는 조언적인 원칙들이 국제계약에서 법 선택을
위한 당사국 자율성의 원칙 수용을 촉진시키는데 그리고 이 원칙을 균형적으로 작
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잘 만들어진 법 제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현재
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헤이그원칙은 법 개혁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것은 이
런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들간 지속적인 조화를 장려해야만 하고 구속력있는
법률문서가 적절해 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3.

원칙의 목적 및 영역 (Purpose and scope of the Principles)

1.11 헤이그원칙의 주요한 목적은 당사국 자율성을 강화하고 당사국들이 선택한 법
이 확실히 정의된 제한 내에서 넓은 적용영역을 갖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전
문, para. 1)
1.12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문제가
되는 계약은 “국제” 계약이어야만 한다. 당사자들이 동일 국가에 설립지가 있고 서
로 관계가 있으며 선택된 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다른 관련 요소들이 그 국가와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은 헤이그 원칙에서 주어진 의미상 “국제”계약
이 된다.(Art. 1(2)). 두 번째 요건은 계약의 각 당사자는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해
야만 한다. (Art.1(1)). 이 원칙은 한쪽 당사자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약한(소비자 또
는 근로자)계약의 특정 범주영역을 명확하게 배제한다. (Art. 1(1)).
1.13. 이 원칙의 목표가 법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 자율성의 수용을 촉진시키는 것
이지만, 이 원칙은 또한 그러 자율성에 대한 제한도 제공한다. 당사자 자율성에 가
장 중요한 제한은 제2조에 포함되어 있다. 제2조는 주요한 의무 규칙과 공공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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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되는 제한을 다룬다. 그러한 제한의 목적은 특정상황에서, 당사자의 법선택
이 국가에 중요한 근본이 되는 특정 규칙이나 정책을 배제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1.14. 이 원칙은 당사자가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합의로 법 선택을

하는 경우

에만 규율을 제공한다. 원칙은 당사자 선택이 결여된 경우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율
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원칙의 목적은 국제상업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을 결정하는 원칙의 복합적인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는 당사자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선택이 없는 경우 준거법을 결정하
는 규정과 관련된 합의는 현재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헤이그협약(Hague
Conference)이 장래에 법 선택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 결정 규
칙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4. 예상되는 이 원칙의 사용자 (Envisaged users of the Principles)
1.20 예상되는 원칙의 사용자들에는 입법자, 법원, 중재재판소, 계약당사자 및 그들
의 법률조언자들이 포함된다.
a. 입법자들에게, 이 원칙은 새로운 창조 혹은 보충적이며 좀 더 발전적인 법
선택에 관한 기존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창조 모델이 된다.(전문, paras
2-3). 비 구속적인 특성 때문에, 국가, 지역, 초국가 또는 국제수준의 입법자
들은 이 원칙을 전체로 혹은 부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입법자들은 또한 원
칙이 법정지 법을 따르는 곳에서 정책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제3조, 2조2항
및 2조4항).
b. 법원과 중재재판소에서, 이 원칙은 법 선택 합의의 효력과 유효성에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우세한 법률 틀 안에서
법 선택 분쟁을 해결한다.(전문, paras 3-4) 특히, 이 원칙은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c. 계약당사자 및 법률상담가들에게, 이 원칙은 계약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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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도 모르는 법이나 “법규범(rules of law)” 그리고 법 선택을 할 때
관련 기준과 그들의 선택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한 중요한 문제와 강제력 있
는 법 선택 협정의 초안을 포함하는 고려사항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5. 전문(Preamble)
Preamble
1. This instrument sets forth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ey affirm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 limited exceptions.
2. They may be used as a model for national, regional, supranational or
international instruments.
3. They may be used to interpret, supplement and develop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4. They may be applied by courts and by arbitral tribunals.

1. 이 법률문서는 국제상업계약에서 법 선택과 관련한 일반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칙
들은 제한된 예외를 수반하는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을 표명한다.
2. 이 원칙들은 국가, 지역, 초국가 또는 국제 법률문서의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3. 이 원칙들은 국제사법의 규정을 해석, 보충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4. 이 원칙들은 법원 및 중재 재판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P.1 전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법률문서인 헤이그원칙의 특성(para. 1), 목표
(para.1)와 의도하는 목적(para. 2-4)을 소개한다.
P.2 법률문서의 조항은 “일반 원칙”이다. 그리고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법률문서
의 부분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헤이그원칙은 제1조 1항과 2항에서 설
명하듯이 국제상업계약상 법 선택에 있어 당사자의 자율성을 다룬다. 헤이그원칙은
소비자 혹은 근로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1항). 법률문서는 국제수준에서
인정되었듯이, 특정 혁신적 조항과 함께 국제상업계약에서 법 선택과 관련하여 현
재 가장 실용성있는 법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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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헤이그원칙의 목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에 대한 계약당사자 자율성의 확산과 이미 받아들여진 개념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자율성은 이러한 환경에서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를 충족하고 그래서 예견가능성과 법적 확신성을 발전시킨다. 확신성은 법 선
택이 없는 곳에서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적용되는 법은 분쟁이 해결되는 법정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강화된다. 계약당사자 자율성은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법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특정 계약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헤이그원칙은 국제상업계약에 있어서 적합한 법을 선택할
계약당사자의 자유를 선언한다.(제1조 1항과 2항) 그러나, 헤이그원칙은 제2조에서
계약당사자 자율성에대한 제한된 예외를 제공한다.(주요 의무 규정과 공공정책).
P.4. 이 법률문서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적, 지역적, 초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
에서 상당한 정도의 법의 조화를 생산하면서, 국제상업계약에서 법 선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게에 효력을 주는 현재와 미래 국제사법 법률문서에 헤이그원칙을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이다.
P.5. 헤이그원칙은 국제사법규정을 해석, 보충 및 발전시키기위해 법원과 중재재판
소에서 이용될 수 있다.(para.4), 이러한 규정은 국내(주 및 지방), 지역, 초국가 혹
은 국제 수준에 존재하며, 예를 들어 협약, 규정, 법안이나 판례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해석’이란 설명, 명확화 또는 국제사법규정에 존재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보충’이란 특정상황에서 충분히 혹은 적합하게 제공되지 않은
기존 국제사법 규정의 개선으로 여겨진다. 국제사법규정의 발전으로 그들의 구성적
해석이나 보충을 포함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문맥상 개념은 특히 입법에의한 또
는 특정 체계에서는 법원에 의한 기존에 없던 혹은 이전에 있던 것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규정의 추가로 간주된다. 물론, 국제사법 규칙의 해석, 보충
및 발전은 구속력있는 법(예를 들어, 비엔나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P,6. 법원과 중재재판소 둘 다 헤이그원칙을 적용하도록 초대되었다. 두 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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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조항은 법원과 중재재판소에서 이용될 것을 고려해 초안되어
졌고 법원과 중재 재판소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반면 제2조는 법원과 중재재판소
를 다르게 취급하고, 제3조의 후반 부분(“법정지 법이 다르게 제공하지 않는 한”)은
법원에만 적용된다.

6. 제1조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
Article 1
Scope of the Principles
1. These Principles apply to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ntracts where each
party is acting in the exercise of its trade or profession. They do not apply to
consumer or employment contracts.
2. For the purposes of these Principles, a contract is international unless each
party has its establishment in the same Stat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and all other relevant elements, regardless of the chosen law, are connected
only with the State.
3. These Principles do not address the law governing (a) the capacity of natural persons;
(b) arbitration agreements and agreements on choice of court;
(c) companies or other collective bodies and trusts;
(d) insolvency;
(e) the proprietary effects of contracts;
(f) the issue of whether an agent is able to bind a principle to a third party.

1. 이 원칙들은 각 당사자가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계약의 법 선택에 적용된
다. 이 원칙들은 소비자나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이 동일 국가에 설립지가 있고 서로 관계가 있으며 선택된 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다른 관련 요소들이 그 국가와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은 헤이그 원칙에서
주어진 목적상 “국제”계약이 된다.
3. 이 원칙들은 다음과 관련된 법을 다루지 않는다.
(a) 자연인의 역량
(b) 중재협정 및 법원 선택협정;
(c )회사 또는 다른 단체나 신탁;
(d) 지급불능(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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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계약의 독점효과
(f) 대리인이 제3자 원칙에 구속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1. 근거(Rationale)
1.4. 헤이그원칙의 적용 범위는 상업계약에서 당사자 자율성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
에 상업계약으로 한정된다. 2008년에, “위원회는 당사자 자율성 촉진이라는 견해와
함께 국제 기업간 계약에 관련된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기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초
대하였다.” (the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of the Conference에

서 채택된 결의안 및 권고, 2008.04. 제1~3항) 그리고 2009년, “위원회는 국제상업
계약 분야에서 당사자 자율성을 촉진하는 작업을 계속하기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초
대하였다.”( the

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 of the Conference에

서 채택된 결의안 및 권고, (2009.03.31.~2009.04.02.), p.2). 그 근거는 국제계약에
서 계약당사자 자율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두 당사자가 전문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계약당사자 자율성의 남용 위험은 최소화된다.
2. 상업계약으로 제한(Limitation to commercial contracts)
1.5. 전문에 명시되었듯이(para.1), 헤이그원칙은 여러 법률문서 중에서 오직 “상업
계약”(사법통일을위한 국제기구(UNIDROIT)원칙에서 사용된 용어)만을 다룬다. 제1
조 1항은 헤이그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의 유형을 묘사함으로써 그리고 명확하게 소
비자와 근로자계약을 제외함으로써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 측면을 더 정확하게 기
술한다.
1.6. 그러나 전문과 달리, 제1항은 “상업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각 당사자가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계약 내용이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제1조 1항은
서술한다. 헤이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두(혹은 모든)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무
역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유형은 소비자를 무역 또는 전
문직의 바깥영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자연인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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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Rome I 규정(Art.6(1))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제1조1항은 이와 역으로, 각
당사자들이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상업계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1조 1항은 헤이그원칙 적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율성 개념을 도
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조항에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함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업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어구

는 몇몇 국가에서 민간과 상업사이의 거래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필수적으로 반영하
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간 계약이 “상업적”이라고 간주되는 다른 몇몇 나라의 실
행을 따르지도 않는다.
1.7. 제1조 1항에서 사용된 것처럼 그리고 헤이그원칙을 통해, “당사자”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독립적 계약자, 회사, 재단, 동업인,
비법인 단체나 공기업 등이 속한다. 당사자는 자신들의 특정 무역이나 전문직에 광
범위한 경험이나 기술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무역이나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정의에서 상인, 제조업자, 기술인의 상업적 행위(무역거래)와
변호사나 건축가(전문서비스직) 같은 전문직의 상업적 행위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하
게 한다. 보험계약과 전문직간의 지적재산권의 이전이나 면허를 주는 계약 및 대리
점이나 프랜차이즈계약도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1.8. 당사자가“...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있는”지는 단순히 당사자의 지위에 의
해서가 아니라 계약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특정 거래와 관련
해서는 무역업자나 전문직인으로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로 취급될 수 있
다.
예시 1-1
A는 변호사이다. A가 B회사와 법률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자신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A가 자신이 휴가를 보낼 아파트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 A는 자신의 직업영역 외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1.9. 계약이 제1조의 범위에 속하면, 헤이그원칙은 계약의 종결수단과 상관없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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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헤이그원칙은 계약당사자가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 수단으로 체결된 어떤 유형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3. 소비자 및 근로계약의 배제 (Exclusion of consumer and employment
contracts)
1.10. 비 상업적 계약은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특히, 모호함을 피하
기위해, 제1조1항은 명시적으로 소비자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는
개인 및 집단 근로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제외는 많은 국가의 주요 법이 계
약을 통해 당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 보호 규칙은 대개 소비자 및 근로계약
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약자-소비자나 근로자-를
계약의 자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보호는 당사자 자율성에 대
한 예외나 제한으로 나타나는 국제사법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제1조1항의 소비자와
근로계약의 제외는 헤이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업적 계약의 묘사일 뿐이다.
두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같은 기타 비상업적계약도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
밖에 놓인다.
1.11. 헤이그원칙이, 용어상, 각 당사자가 무역이나 전문직을 행사하고 있는 계약에
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당사자 자율성이 비상업적 계약에서는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추론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원칙은 그러한 계약에 국
제사법규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1.12. 제1조1항은 헤이그원칙이 구속력 없는 일반 원칙의 법률문서의 특성을 따르
며, 일반적 조건에서 적용되는 계약을 묘사한다. 특히 소비자계약과 관련해, 헤이그
원칙은 소위“복수목적 계약” 즉, 부분적으로는 당사자의 무역이나 전문직에 속하고
부분적으로는 속하지 않을 목적으로 의도된 계약의 특성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다. 마찬가지로, 헤이그원칙은 계약의 목적을 평가하는, 즉, 전문직이 계약의 목적
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의

다.(Art.2(a)CISG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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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

4. 국제성(Internationality)
1.13. 헤이그원칙의 적용범위에 속하기 위해서, 계약은 “국제적”계약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한다. 이 요건은 국제사법이 국제적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전통적 이해와
일치한다. “국제성”의 정의는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법률문서 사에에서 상당히 다
양하다.(para. 1.15.)
1.14. 헤이그원칙의 목적상, 국제계약의 개념은 제1조2항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제성 결여로 제외되는 계약은 “각 당사자가 동일 국가에 설립지를 갖고
있고 당사자간 관계가 있고, 선택된 법률과 상관없이 다른 관련 요소들이 오직 그
국가에만 연계되는” 계약이다. 이러한 네커티브(negative) 정의는 “국제적”이라는
용어의 해석범위에 가장 광범위한 가능성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순수 국내
상황만을 제외한다. 이 조항은 주로 2005년 헤이그 법원선택 협약(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에서 영감을 얻었다.
1.15. 헤이그원칙의 제1조2항은 계약의 국제성에 관한 다른 법률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1986헤이그판매협약의 제1조(a)-(b)참조) 포지티브(positive) 정의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제1조 2항은 “법의 갈등(conflict of laws)”이나 당사자의 법 선
택이 관련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법중에서 선택(choice between
the laws of different States)”을 포함하는 모든 사례를 참고하는 더 넓은 접근을
취하지도 않는다.(2006 헤이그 안보협약의 제3조 참조)
5. 국제성 확인(Ascertainment of internationality)
1.16. 계약의 국제성 확인은 다음의 두 단계를 따른다.
1.17. 첫째, 제1조2항은 관련요소로서 당사자의 시설을 참조한다. 당사자의 시설이
다른 국가에 위치해있다면, 그 계약은 국제적이고 헤이그원칙인 적용된다. 이는 다
른 관련요소를 참조함이 없이 국제성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간단한 기준이다. 당
사자가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고 있으면, 관련 시설은 계약체결시 계약과 가장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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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12조 참조)
예시 1-2
A(X국가에 중심 설립지가 있지만 제12조의 의미에서 계약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설
립지는 Y국이다)가 Y국에 있는 설립지를 통해서 주요 설립지가 X국에 있고 그 설립
지를 통해 행위하고 있는 B와 계약에 서명하였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있는
설립지를 통해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A는 Y국가, B는 X국가), 계약은 국제적이며 따
라서 헤이그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1.18. 둘째, 첫 번째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약은 “다른 모든 관
련 요소”가 동일 국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 한 여전히 국제적이라는 자격을 보유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관련 요소는 계약을 체결한 장소, 수행장소, 당사자의 국적
그리고 법인이나 시설의 장소일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거래에 포함되는 하나 이
상의 시설을 갖는다면 제12조에 따라 첫 단계에서 무시되었던 종속 시설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9. 국제성의 확인은 신중한 사안별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Y국에 시
설이 있는 당사자끼리 X국에 있는 토지를 판매하는 것은 토지가 해외에 있기 때문
에 계약의 국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동일한 근거가 해외(Y국)에서 생산된 X
국내 유형 상품의 국내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모든 관련 요소들이 X국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 전 협상
이 해외에서 개최되거나 특정 언어가 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국제성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1.20. 국제성을 성립시키는 관련 요소가 없지 않다면, 계약은 국제성을 충족하고 헤
이그원칙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제1조 2항에 제시된 국제성의 네커티브
(negative) 정의에서 비롯된다.

6. 관련없는 요소(Irrelev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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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1조2항“선택된 법에 상관없이”라는 문구는 당사자의 법 선택이 국제성을
결정하기위한 관련 요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일단 모든 관련 객관적 요소가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단지 외국법을 선택함으로써, 심지어 그 선택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재판소를 이용할 것을 동반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국제성을 성립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1986 헤이그 판매 협약 제1조 b항). 국제성의 이러한 정의
는 “2006 헤이그 안보협약(제3조)”의 정의와 “로마I 규정 제1조1항”과 다르다.
1.22. 헤이그원칙은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나이지리아, 스페인,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한 국가내 다른 영토단위 사이의 법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련 요
소 중 하나가 한 국가내 다른 영토에 위치해있다는 사실이 제1조2항의 의미상 계약
의 국제성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헤이그원칙은 입법자나 다른 원칙사용자
가 헤이그원칙의 적용 범위를 주내(intra-State) 법 갈등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1.23.헤이그원칙은 계약에 대한 법 선택협정에 적용된다. 다른 국제법률문서의 접근
에 따르면, 헤이그원칙은 “계약”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원칙의 적용을 촉진시키기위해서, 제1조 3항은 널리 합의되지 못한 (a) 계약
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b) 어떤 경우든, 당사자 자율성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지와 같은 문제를 배제하고 있다. 제1조3항에는 제외되는 6가지 항목이 나열되어있
다.
1.24. 제1조3항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열거된 문제의 법적 특성이고,
둘째는 그 문제들을 계약적 문제로 특성화지을 수 있는지 또는 당사자 자율의 대상
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의 결여이다. 그러나 그런 제외 목록의 존재는 제외
된 문제에 있어 당사자 자율성을 반대한다는 정책결정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헤
이그원칙은 이 점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그러므로 입법자나 다른 원칙을 이용하
는 자들이 당사자 자율성을 제외된 문제의 일부 혹은 모든 곳으로 확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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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첫째, 헤이그원칙은 자연인의 역량(the capacity of natural persons)을 규
율하는 법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역량(capacity)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자연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역량은 본인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나 기관의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1986헤이그 판매 협약 제5조b항). 역
량은 법 선택 협정 자체를 포함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역량의 결여는 예컨대, 당사자의 나이(미성년)나 정신적 상태와
같은 문제로 사람을 보호할 필요에서 기인하는 당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수반
한다. 어떤 국가에서,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은 지위의 문제로 여겨지고 계약으
로서의 자격은 아니다. 이 문제에 적용가능한 법의 결정은 헤이그원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는 헤이그원칙이 자연인의 역량을 규율하는 법도, 권위의 법
적 혹은 재판 체계도, 법 선택 협정의 유효성에 대한 능력 결여의 효력도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986 헤이그 판매 협약 주해보고서 paras39-40).
1.26. 둘째, 헤이그 원칙은 중재협정과 법원선택 협정을 규율하는 법을 다루지 않는
다. 이러한 예외는 주로 그러한 협정의 중요한 유효성(material validity), 즉, 관할
권 조항의 계약적 측면으로 간주되고 사기, 실수, 착오 또는 강박과 같은 문제를 포
함한다.(2005 헤이그 법원선택 협약 주해보고서 para. 126.참조) 일부 국가에서 이
러한

문제는

절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지법(lex

fori)이나

중재판정(lex

arbirti)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다른 국가에서ㅡ 이러한 문제는 중재나 법원 선택
협정 그 자체에 적용가능한 법에 의해 다루어져야되는 실질적인 문제(substantive
issues)로 특징지어진다. 헤이그원칙은 이러한 다른 견해들 중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1조3항(b)는 이러한 문제를 헤이그원칙의 범주에서 제
외한다.
1.27. 셋째, 헤이그원칙은 회사나 다른 단체와 신탁을 주관하는 법을 다루지 않는
다. “단체(collective bodies)”라는 용어는 법인과 동업이나 협회같은 비법인 모두
를 아우르기위해서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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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1조3항(c)의 예외는 회사나 다른 단체와 신탁의 구성과 기관을 아우른다.
대게, 제외된 문제는 창조, 멤버십, 법적능력, 내부기관, 의사결정 과정, 해산(해체)
및 회사나 다른 단체의 청산이다. 이와 똑같은 예외가 신탁의 내부 행정문제와 관
련된 문제에 적용된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는 회사법이나 다른 단체나 신탁
법을 칭하는 특정 국제사법규칙으로 이어진다.
1.29. 제1조3항(c)의 예외는 내부기관과 회사나 다른 단체와 신탁의 행정을 포함하
는 문제로 제한되고 제3자와 체결된 계약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헤이그원칙은 또한
회사 회원끼리 하는 상업적 계약(주주협정)에 적용된다.
1.30. 넷째, 헤이그원칙은 지급불능(insolvency)과 관련된 법을 다루지 않는다. 이
러한 예외는 지급불능 과정의 공개가 계약에 있을 수 있다는 결과와 관련 있다. 지
급불능 과정은 예를 들어, 환수규정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물권(in bonis)
에 대한 당사자의 종료권리를 유지함으로써, 혹은 파산 집행자에게 연기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그것을 할당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계약법 일반원칙
을 방해할 수 있다. 제1조3항(d)의 지급불능의 예외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헤이그 원칙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계약이 어떻게 다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적용가능한 법을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불능 재산을 대신해 새로
운

계약에

들어갈

파산

집행자의

법적

능력을

다루지도

않는다.

지급불능

(insolvency)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청산(liquidation), 개편(reorganisation), 구조
조정(restructuring), 또는 행정과정(administration proceedings)을 모두 아우르
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용된다.
1.31.다섯째,

헤이그원칙은

계약의

독점효과(the

proprietary

effects

of

contracts)를 규율하는 법을 다루지는 않는다. 헤이그원칙은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
약적 의무에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계약에 의해 생겨난
대물적(in rem) 권리의 성립과 결과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헤이그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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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권리와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된 법만을 결정할 뿐, 대물적 권리와 관련된
법은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산 혹은 부동산, 유형 혹은 무형의 자산의 판
매를 위한 계약에서, 헤이그원칙은 판매자가 이전할 인적 의무와 구매자가 지불할
인적 의무에 적용되고 이전이 실제로 장래 행위 없이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는지 또
는 구매자가 권리의 자유를 획득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되는 지와 같은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 마지막으로, 헤이그원칙은 대리자가 본인을 제3자에게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를 관장하는 법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는 대리인 관계의 외부적 측
면, 즉, 본인이 내포된 혹은 분명한 권위에 또는 태만의 이유에 구속되는지 또는 어
느 정도까지 본인이 대리인의 월권(ultra vires)행위를 사후에(ex post) 비준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나타낸다.(1978 헤이그 대리인 협약 제2조). 대조적으로, 헤
이그원칙은 상업적 계약으로서 달리 단서가 있다면, 대리인의 내적 측면, 즉, 본인
과 대리자 사이의 대리인 또는 의무적 관계에 적용된다.

7. 제2조 선택의 자유
Article2
Freedom of Choice
1. A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2. The parties may choose (a) the law applicable to the whole contract or to only part of it; and
(b) different laws for different parts of the contract.
3. The choice may be made or modified at any time. A choice or modification
made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shall not prejudice its formal
validity or the rights of third parties.
4. No connection is required between the law chosen and the parties or their
transaction.
1. 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에 의해 규율된다.
2. 당사자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 (a) 전체 계약이나 일부 계약에만 적용 가능한 법; 그리고
(b) 계약의 다른 부분을 위한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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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이루어진 선택이나
수정은 이전의 유효성이나 제3자의 권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4. 선택된 법과 당사자 혹은 그들의 거래 사이에 어떠한 연결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1. 도입(Introduction)
2.1. 제2조는 당사자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 선택의 자유를 형성한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의 일부에만 적용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행사가능하며, 선택된 법과 당
사자 또는 그들의 거래와 연관이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자에
게 그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는 제3조와 연계해서
읽어야만 한다.
2.2. 헤이그원칙은 국제상업계약에서 당사자에 의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법 선택의
부재시 적용가능한 법을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근거(Rationale)
2.3. 제2조는 헤이그원칙의 국제상업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지정에 있어 당사자 자
율성을 기술한 주요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한다(제1조에 정의됨). 헤이그원칙
하에서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유 또는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
범”이 분쟁해결의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히 중요하다.
2.4. 헤이그원칙은 국제상업계약 분야에서도 당사자 자율성에 특정 제한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법 선택의 결과는 중요한 의무 규정과 제2조에서 언
급된 공공 정책으로 명확하게 제한된다. 헤이그원칙의 당사자 자율성의 범위는 제1
조3항과 제9조에 자세히 정의되어있다.
3. 선택의 자유
2.5. 제2조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의해 규율된다”고 제시한다. 헤이그
원칙하에서, 당사자는 어떤 국가의 법을 선택하든 자유이다.(para. 1.22. 한 국가내
다른 영토단위를 언급한 것 참조). 당사자는 제3조에서 제시하는 “법규범”을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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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조 1항은 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다른 어떤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시 2-1
장비 판매 계약은 판매자가 자신의 경영 본거지인 X국 법이 계약의 형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모든 측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을 규율할 것을 따른다는 조항을 포
함한다.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중재재판소가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며 X국 법을 적용할 것이다.

4. 법의 부분적 혹은 다중 선택
2.6. 헤이그원칙은 법의 부분적 혹은 다중적 선택을 허용한다. 즉, 계약의 부분별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적 혹은 다중적 선택이 당자사 자율성의 행
사를 형성하는 것 중의 하나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헤이그 원칙은 당사자가 그러한
과정을 사용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의 결정에 있어 모순이나 불일치를 발생시킬 위험을 동반한다.
2.7. 제2조2항(a)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만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러한 부분적용 법을 선택할 때,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선택의 부
재시 적용가능한 법에 의해 규율된다. 위 2.2.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헤이그원칙은
당사자에의한 법 선택의 부재시 적용가능한 법을 확인하기위한 규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분만을 규율하는 법의 선택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적용가
능한 법이 선택 부재시,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8. 제2조2항(b)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의 다른 부분마다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
할 수 있다.그 결과 계약은 하나 이상의 선택된 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2.9. 실제로, 그러한 부분적 또는 다중적 선택은 계약자의 현 상태, 정부 허가를 획
득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의무의 수행과 관련된 특별 조항과 책임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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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2
X, Y, Z국가에 특별한 생산라인의 설치와 공급을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협정의 형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규율하기위해 W국의 법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경우, 계약의 나
머지 부분은 당사자에 의한 법 선택 부재시 적용가능한 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예시 2-3
구매자와 판매자는 D회사(목표회사)의 관리와 관련해 주식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C(제3자)
는 계약상 구매자의 지불의무를 보증하였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은 가격 결정의 목
적을 위하여, 목표회사의 재정상태가 목표회사의 설립지인 X국의 법을 따라야만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계약은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는 Y국 법으로 규율되고 C국에 제공
한 인적보증은 구매자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Z국의 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
우,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X,Y,Z국의 법이 계약관계의 여러 다른 면을 규율하게 될 것이다.
예시 2-4
국제판매계약에서, 당사자는 판매자는 검사증명서를 얻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상품의 최종 목
적지의 각국 법에따라 규율될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의 모든 면이 X국의 법으로 규율
됨을 명확하게 동의해왔다. 이러한 경우, 앞선 예시에서 본것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하나 이상의 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5. 법 선택의 시점과 수정
2.10. 당사자 자율성은 언제든지 법 선택을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유
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법 선택 변화의 조건과 결과가 계약의 공식적
유효성과 기존의 제3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일정 제한과 함께 당사자 자율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2.11. 헤이그원칙은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이 계약의 유효성을 규율한다는 것을
제공한다.(제9조1항e). 결과적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어떤 계약적
변화는 계약의 공식적 유효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계약의 소급적 무효화를 피
하기 위해서, 제2조3항은 당사자에의해 적용가능한 법이 수정되거나 선택된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이전에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유효했던 계약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초기에 계약을 규율하던
법이 당사자에의해 선택되었든지 아니든지 적용됨을 확실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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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더욱이, 제2조3항은 계약에 적용가능한 법의 변화는 당사자의 권리뿐만 아니
라 어떤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법
선택의 수정이 제3자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결과에 대해 넓은 합
의가 있다.(Rome I 규정 제3조2항). 당사자 자율성의 이런 잠재적인 결과의 중요성
은 적용가능한 주요 법에서 기대되는 동등한 보호에 의존하기보다는 헤이그원칙에
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계약적 선택의 결과로 또는 선택의
수정으로 적용가능한 법이 바뀌는 곳에, 계약상 발생한 어떠한 기존 제3자의 권리
는 보존되어야만 한다.
예시 2-5
A와 B는 계약을 체결하고 X국 법으로 계약이 규율됨에 동의하였다. C는 A의 의무를 보증하
였다. 후에, A와 B는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Y국 법으로 바꾸기로 계약을 수정하였다. Y국 법
에따르면, A는 X국 법에 따를때보다 B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갖게된다. 이러한 수정이 A와 B사
이에 효력이 있지만, C의 권리와 의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C의 권리와 의무는 X국 법
에 따라 계속 규율된다.

2.13. 헤이그원칙은 법 선택의 시기나 당사자에의한 법 선택의 수정에 제한이 없다.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헤이그원칙은 대게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에서
절차적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
선택의 수정이나 선택이 분쟁해결과정에서 발생하면, 수정이나 선택의 결과는 법정
지법(lex fori)이나 중재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에 의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헤이그원칙은 외국법의 증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이다.
예시 2-6
A와 B는 X국 법을 준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분쟁이 발생하자 Y국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였다. 소송중에 양 당사자는 Y국의 실질 계약법의 조건으로 그들의 논쟁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행위가 제4조에 따라 법 선택의 암묵적 수정의 증거일 수 있지만, 소송과정 중 그러한
변화의 특징이나 결과는 Y국 법에 의존할 수 있다.

6. 연관성 요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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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헤이그원칙에, 당사자 자율성은 선택된 법과 계약 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리적 혹은 다른 어떤 연관성 요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당
사자나 그들의 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업 거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탈지역화와 일맥상통한다. 당사자들은 당사자간 중립
적이거나 현재 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적합하게 잘 발달된 특별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예, 해양운송이나 국제은행거래로 잘 알려진 국가 법)
2.15. 선택된 법과 당사자나 그들의 거래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
으므로, 헤이그원칙은 당사자의 법 선택시 그러한 연관성이나 다른 합리적인 근거
를 요구하는 몇몇 국가보다 좀 더 광범위한 당사자 자율성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고 본다.
2.16. 제3조에 정의된 “법규범”으로 규율되는 계약은, “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적 법률 질서와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제3조 법규범(Rules of Law)
Article 3
Rules of Law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may be rules of law that are generally accepted on
an international, supranational or regional level as a neutral and balanced set of
rules, unless the law of the forum provides otherwise”.

당사자가 선택한 법은 법정지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적, 초국가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규정의 모음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된 법규범일 수 있다.

1. 도입
3.1. 중재법률과 중재 규칙은 대게 당사자의 “법규범(rules of law)”의 선택을 인정
한다.(UNCITRAL Model Law 제28(1); ICC 규정 제21(1)). 그런 법률문서에, “법규
범(rules of law)”이란 용어는 국가에서 만들지 않은 규범을 묘사하기위해 사용된
다. “법규범”을 선택할 기회는 전형적으로 국내 법원에서 소송중인 당사자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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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았다. 제3조는 제2조1항에서 당사자가 분쟁해결 선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법뿐만 아니라 “법규범”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
사자 자율성의 범주를 넓혔다.
3.2. 제3조는 당사자가 “법규범”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상당한
확신을 주려는 의도로 “법규범”에 대한 특정 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은 허용가능
한 출처와 제3조에서 인정된 “법규범”의 속성을 나타낸다. 또한 제3조는 법정지 국
가가 “법규범”의 선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특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한다.
3.3. 제3조에 설정된 기준은 “법 규범”의 출처와 속성과 관련있다. 기준은 당사자들
이 어떤 “법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분쟁에 적용가능한 “법규범”
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책결정자를 도와야 한다. 이 기준은 이하에서 개별적으로 검
토되지만, 제3조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규범들의 모음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법규범”만을 인정하므로 서로 서로 연계시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2. 국제적, 초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됨.
3.4. 이 기준은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규범”은 국가적 수준을 넘어 일반적 인정
을 얻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법규범”은 계약 그 자체로 규범의 모음
을 나타내거나 한 당사자의 기준 조건 또는 일련의 지역 산업 특화 조건의 규칙을
나타낼 수 없다.
3.5. 국제 조약이나 협약은 그러한 법률문서가 당사자의 법 선택의 결과로만 적용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규범”의 출처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ISG
는 CISG가 자신의 조건에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 의해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고안될 수 있다.(CISG 제1조). 다시 말해, 당사자는 CISG의
주요 규정을 CISG 계약 국가의 법에 첨부된 CISG의 국내 버전으로서가 아니라 계
약 규정의 자유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에 따라, CISG가 수정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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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나 국가법의 일부로서 적용된다면 달리 개입할 수도 있는, 어떤 한 국가의 선
언이나 유보의 고려 없이 CISG는 “법규범”으로 적용된다. “법규범”으로 CISG의 지
정을 제안하는 법 선택의 모델 조항이 가능하다.(예, 중국 유럽 중재 센터(Chinese
European Arbitration Centre, CEAC)가 제안한 모델 조항).
3.6. 이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할 만한 또 다른 “법규범”의 출처는 국제기구에 의해
형성된 구속력이 없는 법률문서일 수 있다. 하나의 예는 회원국에만 책임이 있는
국가정부간

기관으로

합의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UNIDROIT)’이다. UNIDROIT원칙은 “국제적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법규
범”의 한 예이다. 더욱이, UNIDROIT 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의 규율로 이 원칙을 지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법 선택조항을 제안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제공한
다.(UNIDROIT 원칙의 전문 각주와 국제상업계약에서 UNIDROIT 원칙 사용을 위한
모델 조항을 참조.)
3.7. 가능한 초국가적 혹은 지역적 출처로서 전문가의 독립적 그룹에 의해 발전되어
온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을 예로들 수
있다.
3.8. 국제상업법의 역동적이고 진화적인 본성은 국제적, 초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
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거나 수용될 것 같은 “법규범”의 출처가 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예들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3.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규범의 모음(A neutral and balanced set of rules)
3.9. 제3조는 “법규범”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수용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규범의 모음(set of rules)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범의 모음은 중립적이
고 균형적이어야 한다. 각각의 이 세 속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3.10. 첫째, “법규범”은 규범의 모음이어야 하고 단지 몇 개 안되는 조항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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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포괄성이 요건은 아니지만, 선택된 “법규범”은 국제적 맥락
에서 일반 계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3.11. 두 번째 속성은 규범 모음의 중립성이다. 이 측면은 “법규범”의 출처가 중립
적이고 공정한 기관, 즉 다양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
되면 충족될 수 있다.
3.12. 세 번째 속성- “법규범”이 균형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은 (i) 당사자들이 상대
적으로 동등한 협상력을 따른다는 상업계약의 당사자 자율성에 깔린 전제, (ii) 국가
법이 균형적이라는 것이 “법규범”으로 당연히 이전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로 정당
화된다. 이런 요건은 특정 지역이나 세계 산업에서 거래의 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범모음의 선택을 예방할 것이다.
4. 무역 용도
3.13. 무역 용도로의 적용에 대해서 이 원칙은 침묵하고 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무역용도의 효과는 전형적으로 선택된 법 그 자체나 분쟁을 다루는 다른
규정들로 결정된다.(CISG 제9조; UNIDROIT 원칙 제1조9항; UNCITRAL 모델법 제
28조4항; ICC 규정 제21조2항).
5. 법정지 법이 달리 선택하지 않는 한..
3.14. 3.1.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대게 “법규범”의 계약적 선택
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법은 법원에서 분쟁해결을 할 때와 똑같은 법을 선택하
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헤이그원칙은 그러한 법이 국가법의 선택에 대한 당사자
의 자율을 한정하면 이를 제3조에서 법정지 법을 따름으로써 인정한다.
6. 공백 보충(Gap-filling)
3.15. 당사자가 계약을 규율하는 것으로 “법규범”을 지정한 때, 이 “법규범”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래인의 권한에 대한 UNDROIT 원
칙의 조항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UNDROIT 원칙 제2조2항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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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와 유사하게 CISG 제4조는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법률문서들이
이런 공백(gap-filling)을 다룰 수도 있지만, (CISG 제7조2항과 UNIDROIT 원칙 제
1조6항 참조) 헤이그 원칙은 그러한 공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로 “법규범”을 선택한 당사자들은 그러므로 공백 보충(gap-filling)의
잠재적 필요성을 명심해야 하고, 법 선택을 통해 다루기를 바랄수도 있다. 다음의
예시가 이런 공백 보충 조항의 참조가 될 수 있다.
예시 3-1
‘법 선택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계약이 CISG로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적용되
는 X국의 법 조항을 제외하고 국내법의 어떤 조항에 대한 참조 없이 CISG로 규율될 것이
다.”
예시 3-2
‘법 선택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이 계약은 국제상업계약의 UNIDROIT원칙으로 규
율될 것이고, 이 원칙으로 규율되지 않는 문제는 X국법으로 규율될 것이다.”

.... 이하 제4조에서 12조의 조항 해설서 번역은 다음 편에서 다루어집니다.

출처: http://www.hcch.net/index_en.php?act=publications.details&pid=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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