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2015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원칙 (헤이그원칙)
설명서(下)
1. 제4조 명시적 및 묵시적 선택
Express and tacit choice
A choice of law, or any modification of a choice of law, must be made expressly
or appear clearly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or the circumstance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confer jurisdiction on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disputes under the contract is not in itself equivalent to a
choice of law.
준거법 선택 또는 준거법 선택의 모든 변경은 명시적으로 표현되거나 계약조항이나 정황상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한다. 계약상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는 그 자체로 준거법 선택에 준하지 못한다.

• 개관(Introduction)
4.1. 제4조는 제2조1항의 의미에서 법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규정하고 있
다. 묵시적 법선택을 선택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한정함으로써, 제4조는 법 선택이
있었는지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킨다.
• 일반적 법 선택
4.2. 제4조는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제4조는 다른 법률문서의 유사조항과 일치한다. (Mexico City
협약 제7조, Rome I 규정 제3조). 계약당사자들은 제3조의 “법규범”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선택할 수 있다.
• 명시적 법 선택
4.3. 계약당사자는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명시적 법
선택 협정은 주 계약 전, 후, 혹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제2조3항) “주 계약”이라는 용
어는 법 선택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게 한 계약을 의미한다. 법 선택 협정은 대개 주 계약
에 명시적 조항으로 포함된다. 특정 단어나 어구의 사용이 필요하지는 않다. 계약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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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 의해 규율된다.” 또는 “~이 되는”과 같은 어구는 명시적 선택 요건을 충족한다. 제
4조가 묵시적 선택을 허용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명시적으로 확인
하도록 권고된다.
예시 4-1
A와 B는 계약을 체결한다. 법 선택 협정은 “이 계약은 X국의 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라
고 규정한다. 이것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법 선택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제2조
에 명시된 대로, X국의 법은 계약을 규율한다.
예시 4-2
A와 B는 계약을 체결한다. 준거법 선택 합의는 “이 계약은 국제상업계약의 UNIDROIT 원
칙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UNIDROIT 원칙은 제3조에 명시된대로 법정
지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을 규율한다.

4.4. 명시적 선택은 계약당사자중 한 쪽의 설립지와 같은 어떤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도 이
루어 질 수 있다.
예시 4-3.
판매자와 구매자는 판매계약을 맺는다. 준거법 선택 합의는 “이 계약은 판매자의 설립지 국
의 법으로 규율될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당시 X국에 설립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X국의 법이 계약을 규율한다.

4.5. 제4조는 법 선택 협정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
시적 법 선택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5조 와 para. 5.2)
• 묵시적 법 선택
4.6. 법 선택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효력있는 법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선
택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특정 법이 적용될 것
이라는 양 계약당사자의 진짜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추정적인
의도는 충분하지 않다.
4.7 묵시적 법 선택은 계약의 조항이나 정황상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한다. 계약 조건과 그
사례의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만 하지만 계약의 조항 또는 사례의 정황이 결정적으로 묵시
적 법 선택을 나타낼 수 있다.
• 계약 조항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묵시적 법 선택
4.8. 계약당사자가 특정 법을 선택한다는 조항에서 끌어낸 추론이 강한 경우에만 법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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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에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추론이 묵시적 선택이 명확하게 나타
나야만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강한지를 결정하는 정해진 기준 목록은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4.9. 계약의 조항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묵시적 선택으로 널리 인정되는 예는 계약 당사자에
의해 표준형식의 내용에서 나타난다. 계약이 특정 법체계에서 사용되는 표준형(standard
form)에 있는 경우, 이것은 계약당사자가 비록 그러한 효과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은 없었
지만 그 법에의해 규율되는 계약을 의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시 4-4
A와 B는 해상보험의 로이드형식에 입각해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의 형식이 영
국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계약이 영국법으로
규율될 것을 의도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4.10. 계약이 특정 법체계의 용어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그 법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계약이 그 법의 대상이 될 의도였음을 명확히 해주는 국내 조항을
언급하고 있을 때도 이와 같다.
예시 4-5
A와 B는 X국의 법의 특징을 갖는 법률 언어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당사자들
이 자신들의 의무가 X국의 법에 따라 결정되기로 의도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법원 선택조항과 묵시적 법 선택
4.11. 계약 준거법으로의 법 선택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지 선택은 구분되어야만 한다. 제
4조의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계약상(법원 선택 협정)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에 관할권을
주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법 선택에 준하지 않는다.(Mexico City 협약 제7조2
항).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그곳의 중립성과 경험 때문에 특정 법정지를 선택해 왔을 수
있다. 적용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선택된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법 선택과 법원 선택의 구별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관할권을 주는 당사자
간 법원 선택 협정은 당사자가 그 법정지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을 의도했었는지를 결
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예시 4-6
A와 B는 계약을 체결하고 X국의 법원을 지정하는 법원 선택협정을 포함한다. 계약상 다른
관련 조항의 부재 또는 달리 제시되는 특정 상황이 없다면, 이것이 X국의 법의 묵시적 선
택을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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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조항과 묵시적 법선택
4.12. 법원 선택 조항과 중재조항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만, 제4조는 법정지나 중재
재판소의 선택이 필수적으로 법 선택을 수반하는지에 관해 통일된 일반 규칙을 채택한다.
계약상 분쟁해결을 위해 특정 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을 주는 당사자간 합의가 법 선택과 같
은 것이 아니다. 제4조의 두 번째 문장에 따르면, 그러한 중재재판소의 선택은 그 자체로
당사자의 묵시적 법 선택의 충분한 지표도 아니다. 당사자는 그 재판소의 중립성과 경험
때문에 재판소를 선택해 왔을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사법의 적용가능한 규칙이나 선택된
중재규칙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특정된 곳의 분쟁을 회부하
는 중재 협정은 묵시적 법 선택의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예시 4-7
A와 B는 계약으로 인한 그리고 계약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ABC 상공회의소
규칙에 따라 배타적으로 X국 중재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 다른
관련 조항의 부재 또는 달리 제시되는 특정 상황이 없다면, 이것은 X국의 법의 묵시적 선
택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할 것이다.

• 묵시적 법 선택을 나타내는 정황
4.13. 어떤 사건에서 특정한 상황은 법 선택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당
사자의 행동과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이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
칙은 관련 계약의 내용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예시 4-8
예전 거래에서, A와 B는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으로 X국의 법을 일관적으로 명확하
게 선택하였다. 정황상 그들이 현 계약에서는 그 관행을 바꾸기로 의도하였음을 나타내지
않는 다면,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비록 그 특정 계약에 선택이 명시
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을 X국의 법으로 규율받기로 명확하게
의도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묵시적 법 선택의 존재에 대한 기준의 엄격 수준
4.14. 묵시적 법 선택은 계약의 조항이나 상황으로부터 나타나야만 한다. 이는 선택이 그러
한 선택에 대한 강한 암시로서 증명되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예시 4-9
A와 B는 특정 국가의 언어로 초안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그 국가의 법률
체계의 특징을 갖는 법률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이 없는 경우, 특정 언어의 사
용이 묵시적 법 선택을 성립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4 -

4.15.헤이그원칙은 절차적 문제, 특히, 증거수집과 묵시적 법 선택을 증명하는 기준에는 관
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명책임이나 의무에 관한 제9조 1항 f를 참조)
• 법 선택의 수정
4.16. 법 선택의 수정은 명시적으로 또는 계약의 조항이나 정황상 명확하게 나타나야만 한
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예전에 적용하였던 법과 다른 법을 적용하기로(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동의할 때 수정이 발생한다. (제2조3항)
• 법 선택이 없는 경우
4.17. 당사자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또는 계약의 조항이나 사례의 정황상
특별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법 선택의 합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헤이그
원칙이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2. 제5조 준거법선택의 형식적 유효성
Article 5
Formal validity of the choice of law
A choice of law is not subject to any requirement as to form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법 선택은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형식에 관한 어떠한 요건도 없다.

• 개관(Introduction)
제5조의 목적은 법 선택의 형식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형식적 요건에 의해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도를 지지하는 정책의 결과물이다.
• 법 선택의 형식에 관한 무요건
5.2. 법 선택은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
도 없고, 특정 언어로 초안을 작성하거나 증인에 의해 증명될 필요도 없다. 법 선택의 수정
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된다.(제2조3항) 이 조항은 명시적 그리고 묵시적 법 선택에 모두 적
용된다.(제4조)
예시 5-1
A와 B는 계약을 체결하고 X국의 법이 계약을 규율하는데 구두로 합의한다. X국의 법의 선
택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
예시 5-2
A와 B는 준거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X국의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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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 선택은 구두 계약의 조건이나 주변 정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X국의 법 선택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
예시 5-3.
A(W에 설립)와 B(X에 설립)는 계약을 맺고 Y국의 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동의한다. 계약은
Z국의 공식 언어로 초안이 작성되고 계약 체결시 어떤 증인도 없었다. Y국의 법 선택은 공
식적으로 유효하다.

• 국제사법의 실질 규칙
5.3. 헤이그원칙의 다른 조항들과 달리, 제5조는 저촉법 규칙(conflict of laws rule) (국내
법률 체계로 여겨지는)이라기보다는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의 실질 규칙이다.
이 규칙은 몇가지를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당사자 자율성의 원칙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기위해서 당사자에의한 법 선택이 형식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대부분의 법률 체계는 법 선택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상업계약의 대다수에
대해 어떤 특정한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CISG 제2조, UNIDROIT원칙 제1조2항과 제3조
1항의 2참조). 셋째, 많은 국제사법 법전은 계약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기저 정책에 근거해
서(favor negotii) 계약의 형식적 효력에 대한 요소와 연결되는 복합적인 결과 지향적인 대
안을 채용한다.(Mexico City Convention 제13조; Rome I 규정 제11(1)조 참조)
5.4. 헤이그원칙이 상업계약만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는 사실은 법 선택이 어떠한 형식적
요건이나 소비자나 근로자와 같은 잠재적으로 약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다른 유사한 제
한을 받을 필요성을 없앤다.
• 형식적 효력을 다루는 다른 조항과의 관계
5.5 제5조는 법 선택의 형식적 효력만을 고려한다. 계약(주 계약)의 다른 부분은 적어도 하
나의 법의, 그러한 법의 적용이 적용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부여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제9조2항) 다른 한편,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은 주 계약의 형식적(및 실
질적) 효력도 규율한다.(제9조1항e) 아래 예시는 제5조, 제9조1항e, 제9조2항과 계약의 형
식적 효력에 대한 적용가능한 구속적인 국제사법 규칙의 관계를 묘사한다.
예시 5-4
A와 B는 X국의 법을 따른다고 명시한 계약을 맺는다. 주 계약은 X국의 관점에서 형식적으
로 유효하다. 계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예시 5-5
A와 B는 계약을 맺는다. A가 X국의 법을 묵시적으로 선택한 것은 계약의 특정 조항이나
사례의 정황을 근거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 계약은 X국 법의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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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계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예시 5-6
A와 B는 X국의 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X국 법의 관점에서 형
식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법의 적용이 국제사법의 적용가능한 규칙
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어떤 다른 법률 들 중 하나의 형식적 효력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면
계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예시 5-7
A와 B는 X국의 법에 의해 규율됨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 주 계약이 X국의 법적 측면
에서 형식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그 법의 적용이 적용가능한 국제사법 규칙에 의
해 권한이 부여된 어떤 다른 법의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5.6. 제5조의 원칙-법 선택에 대한 형식적 요건 없음-은 법 선택이 단지 적용되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는 제7조와 일치한다.
5.7. 제2조3항은 계약이 체결된 후 이루어진 법 선택이나 수정이 계약의 공식적 효력을 손
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반대에 대한 합의(Agreement to the contrary)
5.8

만약

당사자가

(예를

들어,

협약서(LOI,

Letter

of

intent)나

양해각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당사자간 법 선택 조항이 특정 형식이 충
족된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또한, 만약 당
사자가 법 선택 조항이 특정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뀔 수 없다(예
를 들어, 비구두 수정 조항)고 합의한다면, 이 합의는 존중되어야만 한다.(UNIDROIT원칙
제2조 1항 13, 17, 18참조).

3. 제6조 준거법 선택과 서식분쟁에 대한 합의
Article 6
Agreement on the choice of law and battle of forms
1. Subject to paragraph 2 (a) whether the parties have agreed to a choice of law is determined by the
law that was purportedly agreed to;
(b) if the parties have used standard terms designating two different laws and
under both of these laws the same standard terms prevail, the law designated in
the prevailing terms applies; if under these laws different standard terms prevail,
or if under one or both of these laws no standard terms prevail, there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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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of law.
2.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a party has its establishment determines
whether

that

party

has

consented

to

the

choice

of

law

if,

under

the

circumstances,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make that determination under the
law specified in paragraph 1.
법 선택과 서식분쟁에 대한 합의
1. 2단락에 따르는(a) 당사자가 법 선택에 합의를 하였는지는 의도적으로(purportedly) 합의가 된 법에 의
해 결정된다.;
(b) 당사자가 다른 두 개의 법을 지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왔고 이 두 법에서 똑같은
표준약관이 우세하다면, 우세한 조건에서 지정된 법이 적용된다; 이 두 법에서 다른 표준
약관이 우세하거나 두 법 중 하나 혹은 둘 다 우세한 표준 조건이 없다면, 법의 선택은 없
다.
2. 상황에따라 1단락에서 특정된 법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당사
자 자신의 설립지가 있는 국가의 법이 그 당사자가 법 선택에 동의를 하였는지를 결정한다.

• 개관(Introduction)
6.1. 제6조는 어떤 법이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동의하였지는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를 다룬다. 1단락은 당사자가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왔던 상황(제6조
1항b)과 그 외 다른 상황(제6조1항a) 이렇게 두 상황을 다르게 본다. 2단락은 이 두 상황에
모두의 원칙에서 적용가능한 예외를 소개한다.
6.2. 제6조1항(a)는 Rome I 규정(제10조1항)과 Mexico City 협약(제12조(1))과 같은 국제
적, 초국가적 또는 지역적 법률문서에 잘 성립된 국제사법규칙을 따른다.
6.3. 제6조1항(b)는 당사자가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표준 조건을 사용해왔던 상황에서 의
도적으로(purpotedly) 합의된 법을 확인함으로써 제6조1항(a)의 규칙을 실행하는 새로운
하부규칙을 소개한다. 새로운 하부규칙은 입법자가 다루지 않은채로 남겨져왔고 법원이 일
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명확한 해결
책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필요로 되어왔던 법적 확신성을 촉진한다. 이 조항은 당사자 자율
성을 최대화할 것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한다.
6.4. 제6조2항은 Rome I 규정(제10조2항)과 Mexico city 협약(제12조2항)과 같은 다른 국
제적, 초국가적이나 지역적 법률문서에서 발견되는 조항과 유사한 제한된 예외 조항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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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으로 (purpotedly) 합의된 법의 적용
6.5. 다른 국제적 및 지역적 법률문서들과 유사하게, 제6조1항(a)는 당사자들에 의해 의도
적으로(purpotedly) 선택된 법이 그들이 준거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 법이 법 선택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그 법은 상대 당사자가 제6조2항의
제한된 예외에따라 합의가 없음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주 계약에 적용된다.(6.28-6.29 참
조)
6.6. 제6조는 몇몇 법전에서 사용되는 “법 선택의 존재와 실질적 유효성”이라는 구문의 사
용을 회피한다. 이러한 기술적 용어는 국가별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선택된 법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할 많은 근거를 만들어 헤이그원칙이 제공하고자 하는 법적 확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대신에 제6조는 “합의”라는 비 기술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당사자
가 효과적으로 법 선택을 하였는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아우르도록 의도된다.
6.7. 강박, 허위진술, 착오 및 다른 동의에 대한 결함들은, 만약 그런 결함들이 당사자의 법
선택의 합의에 특별히 영향을 끼쳤다면, 당사자가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들
이다. 이러한 영향은 주 계약과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7조 참조). 이러한 동의의
결함의 효과와 존재는 추정적으로 선택된 법에 따라 결정되거나, 만약 제6조2항에 나타나
는 예외가 적용가능하다면, 그 단락에서 지정된 법에 따라 결정된다.
• 표준약관에서 법의 선택
6.8. 국제계약협상에서, 수 많은 유사한 계약에 들어가는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에서 사용하
기위해 표준양식이나 일반적인 조건을 준비한다. PECL(유럽계약법원칙,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에서 제공된 널리 수용된 정의에 따르면(제2조209항, para.3참
조), “계약의 일반 조건들은 특정 본성의 무수한 계약을 위하여 미리 형성되어온 조건이고
그러한 조건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협상이 되지는 않는다.” UNIDROIT 원칙에
따르면(제2조1항19, para.2), “표준약관이란 한쪽 당사자에 의해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그리고 상대 당사자와 협상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조항이다.” 당사
자들이 거래를 협상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방법은 거래-특정 조건이 포함된 서류 및 자신들
의 개별 표준약관을 포함한 미리 작성된 표준양식의 교환이다.
6.9. 국제계약에서, 당사자들은 표준 양식에 법 선택 조항을 종종 포함한다. 헤이그원칙은
준거법의 선택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를 위한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제4조 및 5조
참조). 그러므로 법 선택은 표준 양식으로 매우 잘 만들어 질 수 있다. 만약 두 당사자가
표준약관에서 똑같은 법을 지정하거나, 오직 한 당사자만이 법 선택 조항을 이용한다면, 제
6조1항(a)가 적용되고 지정된 법은 준거법과 관련해서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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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이 법에서, 준거법에대한 합의가 성립된다면(para. 6.5-6.7참조), 선택된 법은 준
거법에따라 주 계약을 규율한다.
• 서식분쟁(battle of forms)에서의 법 선택
6.10. 그러나 표준 양식에서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당사자가 사용하
는 용어와 종종 다르다. 표준 양식 충돌의 시나리오는 “서식분쟁(battle of forms)”으로 나
타난다. 실정법 단계에서, 서식분쟁을 해결하기위해 국내 관할권에 적용되는 규칙은 대개
다음 네 가지 범주중 하나에 속한다. (1) “최초 계약조건 제시자 우선의 원칙(first-shot
rule)”, 당사자간 처음으로 사용된 양식이 지배한다는 것에 따름. (2) “최후계약조건 제시자
우선의 원칙(last-shot rule)”, 당사자간 마지막에 사용된 양식에 따름. (3) “공통하는 부분
에 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knock-out rule)” 두 표준 양식 모두 무시됨. (4) 위
모든 해결 요소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해결책.
6.11. 국제계약에서 당사자가 사용한 표준 양식은 법 선택 충돌 조항을 종종 포함한다. 그
러한 경우에, 6.10단락에 서술된 규칙 중 하나가 법 선택 조항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적용되어야만 한다. 만약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된 표준 양식이 다른 법을 지정하는 법
선택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서식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지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국제적, 초국가적 또는 지역적 법률문서와 대부분
의 국내적 국제사법 법률은 표준 양식에서 법 선택 충돌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법의 문제를 아직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법이 규율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하여 논평가의
의견이 분분했고 다른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왔다. 법원은 종종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우회
또는 단순히 법정지법(lex fori)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국제계약의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는, 어떤 법이 궁극적으로 자신
들의 계약을 규율할 것인지에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
6.12. 만약 각 당사자의 표준 양식이 다른 법을 지정하는 법 선택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법들이 다른 방식으로 서식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갈등의 해결
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은 제6조1항(b)에서 다루어진다. 제6조1항(b)는 이
런 복잡한 문제에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것으로 의도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한
다. 다음 사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이런 해결책들을 보여준다.
a) 잘못된 충돌이 있는 상황: 6.1.(a). 첫 번째 부분
6.13.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법 둘다 서식분쟁을 해결하는데 ‘최후계약
조건 제시자 우선의 원칙(last-shot rule)’을 제공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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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A는 계약의 준거법으로 X국의 법을 지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이 있
는 계약을 제안하였다. B는 제안의 수락을 표명하고 Y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내용
의 표준약관을 제시했다. 서식분쟁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X국과 Y국의 국내법 둘 다 마지
막에 제안된 표준 조건이 우선이라고 한다.(last-shot rule).

6.14. 시나리오 1은 제6조1항(b), 첫 번째 부분의 범주에 속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두 개
의 다른 법률을 지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이 두 법률에서 똑같은 표준약관이 우선한
다면, 우선하는 조건에서 지정된 법이 적용된다.” 시나리오1에서, 당사자는 다른 법을 지정
하였다(X국과 Y국의 법), 그러나 두 법 모두 법 선택 조항을 포함하며 마지막 표준약관이
우선한다는 last-shot rule을 따르고 있다. 당사자에의해 지정된 두 법 모두 똑같은 표준
약관으로 서식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 충돌은 진정한 의미의 충돌이 아니다.(a false
conflict) 제6항1조(b), 첫 번째 부분에 따라, 마지막 표준 조건이 참조된다는(즉, Y국의 법
선택) 법 선택 조항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6.15. 만약 두 당사자가 표준약관에 first-shot rule을 따르는 국가의 법을 지정한다면, 똑
같은 해결이 적용된다. 시나리오 1에서, 이것은 X국의 법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됨
을 의미한다.
b) 진정한 충돌의 상황: 6(1)(b),두 번째 부분
6.16.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사자에의해 지정된 법이 서식분쟁에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
는 상황을 포함한다.
시나리오2: A, 제안자, X국의 법을 표준 조건으로 지정하고, 제안을 받은 B는 Y국의 법을
지정했다. 지정된 법들 중 하나는 first-shot rule을 따르고, 다른 하나는 last-shot rule을
따른다.

6.17. 시나리오2는 당사자들이 서식분쟁을 다르게 해결하는 법을 지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충돌상황을 나타낸다. 이 시나리오는 제6조1항(b)의 두 번째 부분에 속한다.: 만약 당사자
들이 두 개의 다른 법을 지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 만약 이 법들에서 다른 표준약
관이 우선하면... 법 선택은 없는 것이다.“ 시나리오2에서 이 것은 두 표준약관에서 법선택
조항이 무시되고 준거법이 계약선택의 부재시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통해 확인되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6조1항(b), 두 번째 부분은 국제사법 단계에서 knock-out
rule을 만든 것이다.
6.18.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당사자에의해 지정된 법 하나 또는 두 법 모두 서식분쟁에
knock-out rule을 적용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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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 A는 표준 조건에 X국의 법을 지정하고, B는 Y국의 법을 지정한다. X국은
knock-out rule을 따르는 반면, Y국은 first-shot rule이나 last-shot rule같은 다른 규
칙을 따른다.

6.19. 이 사례도 제6(1)(b)의 범주에 속하는 진정한 충돌상황을 나타낸다.: “당사자들은 다
른 법을 지정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해왔고 이 법들 중 하나 혹은 둘 다 어떠한 우선적인 표
준약관도 없었다”. 적어도 지정된 법 중 하나가 knock-out rule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
떠한 우선적인 표준약관도 없다”, 그래서 두 표준약관 모두 무시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법 선택도 없다”. 시나리오2에서와 같이, 준거법은 계약적 선택의 부재시에 적용되는
규칙- 헤이그원칙에서 제공되지 않는 규칙-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만 한다.
• 일반 문제(General issues)
6.20. 실체법 단계에서, 몇몇 체계는 몇몇 상황에서는 서식전쟁 시나리오에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한 체계를 갖는 경우, 제 6(1)(b)에서
어떤 표준 조건이 “우선하는”지의 결정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특정 사례에 관련있
는 상황에 근거해야만 한다.
6.21. 때때로 서식전쟁에서 외국법의 정확한 규칙과 지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외국법의 합의에 대한 입증 부담이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 있는
체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헤이그원칙을 채택할 때, 국내 혹은 국제 입법자들은 만약 그
러한 의무가 그들의 절차법에 부과되지 않았다면 당사자에게 법원이 관련 외국 규칙이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조할 또는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재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중재 협정의 계약적 특성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분쟁해결에 협력할 의
무가 있다. 당사자들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협력할 추가적인 의
무를 가질 수 있다.
6.22. 몇몇 체계는 표준약관 충돌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적어도 그러
한 체계중 하나를 포함하는 사례에서, “지정된 두 법률에서” “똑같은 표준약관이 우선한다”
혹은 “다른 표준약관이 우선한다”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제6(1)(b)참조). 이러한
사례는 “어떠한 표준약관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결과적
으로 “어떠한 법 선택도 없다”는 사례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6(1)(b), in fine).
• 헤이그원칙과 CISG
6.23. 상품판매계약이 특히 빈번한 표준약관의 교환을 포함하는 국제계약의 유형이다. 그러
한 계약과 관련하여, CISG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CISG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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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발효 중이다. CISG의 실용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면, 헤이그원칙과 CISG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적합한 것 같다. 이 설명서에서 CISG의 해석은 헤이그회의나 그 회
원국들에 의한 CISG의 배타적 혹은 권위적 해석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6.24. 많은 경우, 국제 판매의 당사자는 표준약관에서 CISG 계약국의 법을 이 법과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없이 준거법으로 지정한다. 널리퍼진(prevailing) 사법적 관행과 학계 의견
에 따르면, CISG 계약국의 법 선택은 CISG의 선택을 포함한다. 또한 당사자가 표준약관에
CISG 계약국의 법을 지정하지만 명시적으로 CISG를 배제하는 것도 흔하다. CISG 제6조는
이러한 가능성을 허용한다.
시나리오4는 국제판매계약에서 이러한 두 가지 빈번한 관행을 결합한 예이다.
시나리오4: A는 국경간 판매 계약 표준약관에 CISG계약국인 X국의 법을 계약에 적용가능
한 법으로 지정한다. B는 표준약관에 CISG계약국인 Y국의 법을 지정하면서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한다. Y국의 일반 계약법은 knock-out rule을 따른다. 이 사건은
CISG계약국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6.25. 만약 CISG의 적용에 대한 조건이 CISG 제1조에 따라 충족되면, CISG 계약국 법원
은 CISG를 적용하기로 한 조약에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CISG의 제6조에 따라, 당사자는
이것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CISG를 제외하는 법 선택 합의를 하면,
CISG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6.26. 헤이그원칙의 제7조는 법 선택 합의가 주 계약(예를 들어, 판매계약)과 구별되는 분
리된 계약이라는 것에 따라 분절성의 원칙을 채택한다. 이는 시나리오4에서, 헤이그원칙이
법 선택 합의를 규율하는 반면 CISG는 판매계약(즉, 주 계약)을 규율함을 의미한다.
6.27. 헤이그원칙에서, 시나리오4의 법 선택 합의와 관련한 서식전쟁은 제6(1)(b)의 영역에
속한다. 그 이유는(a) 당사자 A의 표준약관이 CISG를 포함한 X국의 법을 지정했고, CISG
의 제19조(사법적 관행과 학계 의견에의해 해석된대로)는 last-shot 이나 knock-out 규정
을 제공한다. (b) 당사자 B의 표준약관은 CISG를 배제하고 (일반계약에서) knock-out
rule을 제공하는 Y국의 법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된 법 중 하나(또는, CISG
의 해석에 따라, 둘 다)는 knock-out rule을 적용하고 “어떤 표준약관도 우선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법의 선택이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헤이그원칙과 당사자 B
의 표준약관에서 CISG의 배제, 당사자 A와 B의 표준약관 모두에서 법의 선택 조항은 무시
될 수 있다. 당사자의 표준약관에서 법 선택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시나리오4의 판
매계약은 CISG에의해 규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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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예외 조항
6.28. 제6(1)에서 말하듯이, 특정 상황에서, 당사자가 법 선택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결정
은 의도적으로(purportedly) 선택된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널리 수
용된다. (Rome I 규정 제10(2) 참조). 이러한 목적으로, 제6(2)은 예외 조항을 도입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병합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첫째, “상황에서, 1단락에 특정된 법에따라 그
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둘째, 어떠한 법 선택의 유효한
합의도 이 조항을 언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설립지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다.(예를 들어,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또는 계약 형성의 과정에서 침묵의 결과로)
예시 6-1
X국에 설립지가 있는 A가 Y국에 설립지가 있는 B에게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X국의
법을 지정하는 법 선택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X국의 법에서, 제안을 받은 자의 침묵은 수
락으로 간주된다. Y국의 법에서, 침묵은 수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는 법 선택에 동의하
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Y국의 법을 불러올 수 있다. 법원이나 중재재판소는 만약
“이 상황에서”, X국의 법에따라 법 선택 합의에 대한 B의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지 않다”면 Y국의 법을 적용할 것이다.
예시 6-2
X국에 설립지가 있는 A가 Y국에 설립지가 있는 B에게 계약을 청하는 제안을 하였다.: 제
안된 계약은 X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B는 경제적 강박아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강박은 X국의 법에 따르면 동의에 대한 효과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Y국
의 법에 따르면, 그러한 경제적 강박은 B의 법 선택의 동의를 무효로 한다. B는 동의가 없
었음을 보이기위하여 Y국의 법을 불러올 수 있다. 법원이나 중재재판소는 만약 “이 상황에
서”, X국의 법에 따라 법 선택 합의에 대한 B의 동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면 Y국의 법을 적용할 것이다.

6.29. 제6(2)은 제6(1)(a)의 예외이다. 이 조항은 6(1)(b), 첫 번째 부분에 속하는 사례에만
매우 드물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6(2)은 제6(1)(b),두 번째 부분에 속하는 상황은 헤이그
원칙이 knock-out rule을 적용하여 “법의 선택이 없음”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적용
할 수 없다.

4. 제7조 분절성
Article 7
Severability
A choice of law cannot be contested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contract to
which it applies is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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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성
법 선택은 준거법이 적용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 개관(Introduction)
7.1.제7조는 분절성의 원칙을 도입한다. 이것은 법 선택 합의가 그것을 포함하는 계약이나
그것을 적용하는 계약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의 무
효가 필연적으로 법 선택의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평가된 법 선택 합
의도 무효가 아닌 한 당사자에의해 선택된 법은 주 계약의 무효에 이어져 결정되는 문제에
적용된다.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영향을 받지않을 때, 무효 주장, 주계약의 비존재 또는
실효는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준거법에 따라 평가된다.
• 당사자의 법 선택은 그것이 적용되는 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7.2. 법 선택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다. 그러한 합의는 구별되는 주제를 갖으며 그것이
적용되는 계약으로부터 자율적 특성을 갖는다. 당사자의 법 선택이 주 계약의 유효성과 자
동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따르면, 이는 국제적 그리고
Rome I 규정 제10조와 같은 유럽 법률문서에 따르는 접근과 일치한다.
예시 7-1
계약이 X국의 법에 따르면 실수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법 선택 합의의 유효성은 똑
같은 실수가 법 선택 합의에 영양을 끼치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지않는다.
예시 7-2
A와 B는 X국의 법을 선택함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 A는 계약의 수행을 주장한다. B는
계약은 주요 거래로 간주되어야만 하고 그러므로 개최되지 못한 주주회의에서 주주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B는 X국의 기업법에따라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만약 계약이 무효라고 판명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당사자의 법 선택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법 선택 합의의 유효성은 따로 제기되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 규정의 범위(Scope of the rule)
7.3. 법 선택 합의는 대개 주 계약에 포함되지만 때때로 그 합의가 정황상 추론될 수 있거
나 그것이 적용되는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동시에 혹은 후에 분리된 문서에 포함될 수 있
다.(제4조). 제7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가 계약의 일부일지라도, 합의는 주 계약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 선택 합의가 주 계약이 무효, 존재하지않음
또는 실효라는 주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에 들어가
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 곳에서 분절성 원칙(doctrine)은 유효한 법 선택 합의가 존재함이
입증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의 존재와 유효성은 헤이그원칙의 제4-6조와 9조에 따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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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헤이그원칙은 제1조3항에 나열된 특정 문제를 규율하는 법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문
제 중 몇몇은 (특히 제1(3)(a)의 자연인의 역량, 제1(3)(c)의 회사나 다른 단체 및 신탁을 다
루는 문제) 법 선택 합의의 유효성의 결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 널린 인정되는 규칙으로 분절성/ 가분성
7.5. “분절성”이라는 용어는 기반이 되는 조항이 무효가 되면 법 선택 조항의 “생존”을 묘
사하기위하여 사용되는 문학적의미로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수용된 기술적 용어이고 왜
이 단어가 선택되어져야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이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분절성
(severability)”과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는 없고 “가분성(separability)”으로 번역된다. “분
리가능한(separable)”,“독립적인(independent)”,“자율적인(autonomous)”이란 단어는 중재
와 법정지 선택 조항을 다룰 때 글에서 쓰인다.
7.6. 법원 선택 합의의 분절성은 2005 헤이그 법원 선택협약 제3(d)에서 채택된 규칙이다.
헤이그원칙 제7조의 분절성규칙은 많은 국가들과 지역적 국제적 법률문서에 채택된 해결책
과도 일치한다.
7.7. 중재에서, “가분성”,“독립”또는“자율성”의 원칙은 법원에서 계약의 무효성을 확신하면
서 중재관할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는 것에 의존된다. 이 원칙은 뉴욕협약의 국가당사자에
서 널리 수용된다. 그리고 또한 UNCITRAL 모델법(제16(1)조)와 많은 국제적 또는 기관들
의 중재규칙에 명시적으로 채택되어있다.
•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그것에 적용되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solely)으로 이
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7.8. “~만으로(solely)”라는 부사는 주 계약의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인 무효성이 자동적으로
법 선택 합의의 무효를 이끌어 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선택 합의는 특별히 그
것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만을 근거로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
7.9.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주 계약의 무효에의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특정 상황
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주 계약에 대한 동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쟁은, 그러한
상황이 주계약과 법 선택합의 둘 다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법 선택 합
의에 대한 동의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예시 7-3
A와 B는 X국의 법에 따를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A는 계약을
이행해왔다. X국의 법에 의하면, 이 계약은 동의의 결여로 무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의의 결여가 X국의 법에 따른다는 선택으로까지 확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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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무효성의 결과를 ,특히 계약이 이미 이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의 배상자격을 결정하기위하여 적용된다.

• 당사자의 법 선택의 합의와 주 계약 둘 다에 끼치는 결함
7.10. 몇몇 상황에서, 당사자의 법 선택합의는 합의가 적용되는 합의와 계약 둘 다에 적용
되는 결함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특히 계약과 법 선택 합의가, 이 두 개가 분리된 경우
라도, 똑같은 사기에 처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법 선택의 합의도 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헤이그원칙은 자연인
의 역량을 규율하는 법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제1(3)항).
7.11. 법 선택 조항은 주 계약의 무효로 인한 결함이 필연적으로 , 그 본성상, 이 조항으로
까지 확장될 때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효는 같은 계약안의 법원 선택 합의나
중재 합의 같은 다른 조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5. 제8조 반정(renvoi)의 배제
Article 8
Exclusion of renvoi
A choice of law does not refer to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provide otherwise.
반정(renvoi)의 배제
법 선택은 당사자들이 달리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의 국
제사법의 규칙을 말하지는 않는다.

• 개관(Introduction)
8.1. 헤이그원칙은 당사자 자율성을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할 법을 선택
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8조는 당사자의 한 국가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의 국제사법규
칙을 포함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몇몇 사례에서, 또 다른 국가의(이 경우 선택된 국가)
국제사법규칙의 적용은 법정지 국가의 법이나 제3국의 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반정(renvoi)”으로 알려졌다.
8.2. 제8조는 당사자에 의한 법의 선택이 선택된 법의 국제사법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하는 규칙으로 시작한다. 제8조의 일반 규칙은 의도하지 않은 반정
(renvoi)의 가능성을 피하며 그래서 당사자의 추정되는 의도를 따른다.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자율성의 개념과의 조화를 위해, 제8조는 예외적으로 당사
자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들의 법 선택에 선택된 법의 국제사법규칙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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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한다.
8.4. 제8조에 사용된대로, “국제사법규칙”이란 문구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한정된
다. 국제 관할권, 외국 판결의 인정이나 절차의 규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 반정(renvoi)의 배제
8.5. 제8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 선택이 선택
된 법의 국제사법규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이라는 용어
가 법 선택 규칙 외에 그 국가에서 효력있는 법을 의미한다.”고 서술함으로써 반정(renvoi)
의 가능성을 배제한 헤이그협약과 일치한다.(2007 헤이그 의정서 제12조 참조). 다른 국제
혹은 지역적 법률문서도 일반적으로 반정(renvoi)의 가능성을 배제한다.(Mexico City 협약
제17조, Rome I 규정 제20조). 법률문서가 적용영역을 비계약국으로까지 확장한 경우에만
반정을 위한 작은 예외가 존재한다.(1989 헤이그 상속협약 제4조와 7조; 1978 헤이그 부부
재산제 협약 제4(2)(b))
예시 8-1
A와 B는 “당사자들이 X국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 조항은 X국의 실체법만을 인용하고 국제사법규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6. 헤이그원칙이 다른 법의 모델 역할을 하기를 그리고 국제사법에서 국제적 단일화를 촉
진시키기를 바라면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반정(renvoi)의 가능
성을 배제한다. 이러한 제외는 당사자들의 기대와 다른 법의 적용을 막음으로써 당사자의
추정되는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피하는 것이다. 당사자
들이 법 선택 합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법규칙에서 적용가능한 실체법을 결정함
으로써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이다. 만약 표준 법 선택 조항이 선택된 국가의 국제사법규칙
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피해질 수 없을 것이다. 제8조의 바탕
에 깔린 생각은 (제한된) 당사자 자율성을 주는 그러한 헤이그 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다.(2007 헤이그의정서 제7,8,12조; 2989 헤이그 상속 협약 제5,6,17조,; 1986 헤이그 판매
협약 제 7,15조; 1978 헤이그 부부재산제 협약 제3~5조 참조).
8.7. 제8조의 규칙은 당사자들이 법률문서의 영토적 또는 실체적 범주 밖에 있는 계약을
규율하기위하여 CISG와 같은 국제적, 초국가적 혹은 지역적 단일법 법률문서를 선택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CISG제1(1)(a)와(b),2,3조)(Art3.해설 참조). 그러한 법률문서의 영토
적 또는 실체적 범주는 제8조 규칙의 의미상 선택된 법의 국제사법규칙과 진정 구별되어야
한다.
8.8. 한편,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률문서 또는 비국가 법(제3조 참조)은 특정 지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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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법정지 법의 참조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참조는 따라져야만 한다.
예시 8-2
A와 B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국제상업계약의
UNIDROIT 원칙으로 규율될 것이다.” UNIDROIT원칙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지불을 못
한 경우 이자율은 지불 통화의 국가의 법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이율이다.(UNIDROIT 원칙
제7.3-9(2)). 이 조항을 참조하면, 지불 통화국 법(the law of the State of the currency
of payment)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규칙의 명시적 포함
8.9. 위에 서술된 해석의 일반규칙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그곳의
국제사법규칙을 포함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조항은 국제사법규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가능 실체법을 선택한다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당사자 자율성과 일치한다. 중재에 성립된(UNCITRAL 모델법 제28(1) 참조) 이러한 원
칙은 법원 절차에도 확장되어 왔다. 국제사법규칙을 포함할 가능성을 주지않고 제한된 당
사자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 헤이그 협약과 다른 법률문서에서 파생된다. (para
8.5와 8.6참조).
예시 8-3
계약은 “X국의 국제사법규칙을 포한하는 X국의 법으로 규율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한
경우, 적용가능한 실정법은 X국의 국제사법규칙으로 결정될 것이다.

6. 제9조 선택된 법의 범주
Article 9
1.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shall govern all aspect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interpretation;
(b)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c) performance and the consequences of non-performance, including the
assessment of damages;
(d) the various ways of extinguishing obligations, and prescription and
limitation periods.
(e) validity and the consequences of invalidity of the contract;
(f) burden of proof and legal presumptions;
(g) pre-contractual obligations.
2. Paragraph I(e) does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any other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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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the formal validity of the contract.
1. 당사자들에의해 선택된 법은 당사자간 다음의 사항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계
약의 모든 면을 규율할 것이다.
(a) 해석
(b)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c) 손해배상의 평가를 포함하는 작위 및 부작위의 결과
(d) 의무를 소멸시키는 여러 방법과 시효 및 제한기간
(e) 유효성과 계약의 무효의 결과
(f) 입증부담과 법적 전제
(g) 사전계약 의무
2. 1(e) 단락은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지지하는 어떤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개관(Introduction)
9.1. 제9조의 목적은 당사자들에 의해 선택된 법의 적용영역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계약 관계의 모든 면을 규율한다는 일
반규칙을 말한다. 둘째. 그러한 법에 의해 규율되는 문제의 예시적 목록을 나열한다. 셋째,
국가가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강화하는 관련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한다.
9.2. 제9조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선택된 법이 계약의 모든 측면을 규율한
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계약은 계약의 형성에서부터 끝까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의해
규율되어야만한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 확신, 결과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그렇게함으로써,
계약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가능한 법은,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와 상관없
이, 당사자들에의해 선택된 법일 것이기 때문에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에 대한 유
인을 감소시킨다.
9.3. 당연히, “모든 측면”이라는 것이 제2(2)(b)에 따라 당사자들이 계약의 부분별로 다른
법을 선택하는 것 또는 제9조1항에 나열된 오직 하나(예를 들어 계약의 해석) 또는 그 이
상의 측면만을 위한 법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9.4. 제9(1)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규율하는 일곱가지 경우를 나열하였다. “..다음의 사
항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including but not limited to...)”이라는 조건은
이 목록이 한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위 일곱가지 특정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목록은 어떤 계약에서든 가장 중요한 측면을 포함한
다. 예를 들어, (a)와 (b):해석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그 경우이다. 둘째, 이
목록은 ,헤이그원칙을 적용하는데, 특정 문제가 계약적인 것으로 특정지어지고 그래서 그러
한 문제들이 법정지 법(lex fori)이나 피해가 발생한 곳의 법(lex loci damni)과 같은 다른
법이 아닌 선택된 법에의해 규율될 것 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시효와 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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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9(1)(d)), 입증책임과 법적 전제(제9(1)(f))그리고 사전계약 책임(제9.(1)(g))과 같은 경우
이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의 단일된 특성을 보장하고 결국, 결과의 통일성을 촉진한다.
• 특정 영역
9.5. 제9(1)(a)‘해석’과 제9(1)(b)‘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서 언급된 문제는 아마도
실제에서 가장 연관이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으로 규율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일
것이다. 선택된 법은 어떤 의미가 계약에서 사용된 단어와 조건과 연결되는 지를 결정한다.
계약상 단어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그러한 의미는 해석의 규범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의
구조를 통해 확실해져야한다. 그러한 법은 또한 특히, 계약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
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헤이그원칙이 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
무의 개념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만한 비계약
적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니다.(para 9.12참조)
9.6. 제9(1)(c)는 ‘손해배상의 평가를 포함하는 이행 및 불이행의 결과’를 말한다. 당사자들
이 선택한 법은 그 법이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의무의 이행 조건, 예를 들어, 성실기준,
수행 장소와 시간이나 당사자책임 외 사람에의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범위를 규율한
다.(M.Giuliano와 P.Lagarde, “계약상 의무에 적용가능한 법에대한 협약 보고서”.1980 OJ
C282, p.32(“Guiliano-Lagarde Report”)참조). 선택된 법은 또한 그러한 의무 이행의 부
분적 혹은 총체적 실패의 결과와, 불이행에 대한 변명을 포함, 손해배상의 평가를 규율한
다.
9.7. 손해배상의 평가를 포함한 불이행의 결과는 실정법(substantive rules)에 대한 참고이
다. 즉 그러한 측면은 실정법 규칙에의해 규율되는 범위까지 포함되고 법정지법(lex fori)이
나 중재법(lex arbitri)에 의해 법원에 부여된 권한 하에 놓인다. (1986 헤이그 판매 협약에
대한 설명 보고서, pp42-43; Guiliano-Lagarde Report, p 32.) 그러므로, 불이행에대한
보상과 같은 문제 예컨대, 보상과 보상액수의 결정, 특별 수행, 원상회복, 손실을 완화시키
기위한 실패의 감소나 처벌조항의 유효성과 같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적용된
다.
9.8. 제9(1)(d)는 의무소멸의 여러 가지 방법, 시효 및 제한 기간을 언급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시효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포함한, 의무 소멸의 모든 방법
을 규율한다. 그러므로 선택된 법은 시효 및 제한의 시작, 산정과 연장과 그 효력을 결정한
다. 즉 이런 것들이 채무자의 변론으로 쓰일 수 있는지 또는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를 소멸
시킬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법정지법(lex fori)에 따르는 자신
들의 법적 특성과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이는 결과와 법적 확신의 조화를 보장
한다.(1986 헤이그 판매 협약 제12(g); Rome I 규정 12(1)(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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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9(1)(e)는 이런 결과가 “null(무효)”, “void(무효)”,또는“invalid(무효한)”과 같은 단어
에의해 묘사될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 무효의 결과와 유효성’을 언급한다. 당사자들
이 선택한 법은 계약의 형성,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조건과 회피를 위한 근거를 결정한다.
만약 그 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예를 들어, 원상회복의 의무나 손해배상과 같은 결
과적인 결론도 또한 그 법에 따라 규율된다. (para 5.5참조)
9.10. 제9(1)(e)는 제7조(법 선택조항의 분절성)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7조에 따르면,
법 선택조항이 적용되는 주 계약은 유효하지 않은 반면에 법 선택조항이 유효한 경우가 있
을수 있다. 제9(1)(e)는 그러한 경우에 계약 무효의 결과가 여전히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의해 규율됨을 명확히 해준다.
9.11. 제9(1)(f)는 ‘입증책임과 법적 전제’를 말한다. 헤이그원칙은 증거와 절차적 문제에 적
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법적 전제와 입증책임에 적용된다. 다른
국제 법률문서처럼, 헤이그원칙은 이러한 문제들의 절차적인 특성이 아니라 실질적 특성을
따른다.(1986 헤이그 판매협약 제12(g); Rome I 규정 제18(1)). 법적 전제와 입증책임을 결
정하는 규정은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계약을 규율하는 법과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의 통일적 특성묘사는 결과의 조화와 법적 확신
을 보장한다. 역으로, 절차적 전제, 즉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한 당사자의 소유에 있는
특정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과 같은 절차적 요소에 기초한 것들은 선택된 법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입증의 기준과 방법도 제외된다.
9.12. 마지막으로. 제9(1)(g)는 사전계약적 의무를 말한다. 헤이그원칙에따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계약의 형성 기간동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거기서 파생하는 책
임, 예를 들어, 그 기간동안 당사자들에의해 주어진 정보와 인수와 같은 것을 규율한다. 그
러므로 일단 당사자간 계약이 쳬결되면 계약 체결전에 다루어진 것에서 나온 의무도 계약
에 적용가능한 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기전이라도 , 당사자들은 계약 협상
에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컨대, 그러한 협상의 기대치못한 실패에
기초한 사전적 책임에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형식적 유효성
9.13. 제9(2)은 선택된 법이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규율한다는 제9(1)과(3)이 계약의 형식
적 유효성을 지지하는 어떤 “다른 규율 법”의 적용을 금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른 규율
법”은 법정지국가에 따르는 또는 중재재판소에의해 적용되는 국제사법규칙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제9(2)는 대부분의 국제사법전과 협약에서 언급되는 “법률행위에 유리하게(favor
negotii)”의 정책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이의 촉진을 추구한다. 이 정책은 나열된 법들중
어떤 것의 적용도 형식에관해 계약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계약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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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효성에 유리하게 고안된 법선택규칙에서 반영된다. 나열된 법들은 대개 계약을 만드
는 국가의 법과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또는 그들 또는 그들 각자의 대리인이 계약체결시에
있는 국가룰 포함한다. 제9(2)은 법원이나 중재재판소가 선택된 법에 따르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형성될 때 이러한 규칙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단 계약 준거법이 결정되면, 법 선택의 어떠한 변화도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을 침해
하지 않는다.(제2(3)참조).(para 5.5참조).

7. 제10조 양도
Article 10
Assignment
In the case of contractual assignment of a creditor’s rights against a debtor
arising from a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creditor (a)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assignment have chosen the law governing
that contract, the law chosen governs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reditor and the assignee arising from their contract;
(b)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creditor have chosen
the law governing that contract, the law chosen governs (i) whether the assignment can be invoked agianst the debtor;
(ii) the rights of the assignee against the debtor; and
(iii) whether the obligations of the debtor have been discharged.
채무자와 채권자사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양도계약의 경우
(a) 양도계약에대한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였다면, 선택된 법은 상호
간의 권리와 채권자의 의무와 그들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탁자를 규율한다.
(b)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였다면,
이 선택된 법은 다음을 규율한다 (i) 그 양도가 채무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
(ii) 채무자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
(iii) 채무자의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 개관(Introduction)
10.1 제10조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들의 다른 조합에 이해 들어가고 여러 법
선택 합의를 포함하는 둘 혹은 그이상의 계약에 의해 정의되는 양도거래에서 중요한 문제
에 대해 준거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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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당사자 자율성이 헤이그원칙에 의해 완전히 발효되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가 당사자들의 여러 조합에 의해 제안되고 여러 법 선택합의가 포함된 둘 혹은 그 이상
관련된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양도와 같은 거래에서 특정 문제에 적용가능한 법을 결정하
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는 양도의 내용(양도계약이 다른 국가의 법에의해 규율되는
반면 양도된 의무가 또 다른 국가의 법에의해 규율되도록 만드는 계약)에서 그리고 대리나
대표 같은 다른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헤이그원칙은 양도가 중요하고 국제 상업 관행
에서 반복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에 중점을 둔다.
10.3. 양도와 이와 유사한 중복되는 계약을 포함한 복잡한 거래는 별개로 고려할 때 각 계
약을 규율하는 법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독특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의 교
차점과 관련있는 문제를, 특히 그런 문제들이 다른 법률에의해서 규율되는 경우 규율하는
법을 결정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있다. 결국, 양도계약에서 채무자에대한 양수인의 주장은
양도된 계약과 양도계약의 조합에의해 창조된다 그리고 이 두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른 법
률로 규율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시나리오: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계약 1)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 총액을 요
구한다. 계약1은 X국의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말하고, 헤이그원칙에의하면, 그러한 준거법
의 지정은 효력이 있다. 채권자와 양수인의 계약(계약2)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1의 채무
자에대한 자신의 주장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계약2는 Y국의 법으로 규율된다고 되어있
다. 헤이그원칙에 의해 이 선택도 유효하다. 이런 두 개의 계약의 결과는, 이 모두를 함께
고려하면, 채무자에대한 양수인의 권리를 창조할 수 있다.

10.4. 시나리오에서, 양수인은 계약1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계약의 법 선택에 참여하지도
않았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계약2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 계약의 법 선택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두 계약의 교차점에서 발생된 당사자사이 관계에 적용가능한 법이
단순히 당사자들에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법이 채무자, 양도인
과 양수인사이 관계의 측면을 규율하는 지에 관한 혼란의 잠재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양도
거래에서 어떻게 법 선택이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10.5. 당사자 자율성의 인정면에서 헤이그원칙이 비록 당사자들이 계약을 규율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고 하여도,(시나리오1에서 1계약이 X국의 법에 의해 규율되고 2
계약은 Y국의 법에 의해 규율됨) 헤이그원칙의 당사자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서로 계약을
맺지않은 당사자(채무자와 양수인 같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
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는 자율성
을 행사하지 않는다. 채권자와 양수인이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으로 Y국의 법을 선
택한 반면, 채무자는 Y국의 법 적용에 합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자

- 24 -

신의 계약을 X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양수인은 X국 법의 적용에 합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두 계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된 채무자와 양수인 관계에 X국 또는 Y국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자율성의 적용이라고만 말해질 수 없다.
10.6. 따라서, 헤이그원칙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는 데 당사자 자율성을 따르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
문에 당사자의 합동 선택에 대한 존중이 실제로 의미가 없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 지를
결정하는 규칙은 필요하다. 제10조가 이러한 규칙을 제공한다.
•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헤이그원칙의 확인과 적용
10.7. 제10조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i) 계약의 성사로 발생한 두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의해 규율되어야만 한다. (ii) 계약적 의무는 의무와 관
련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라도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에 적용가
능한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양도로 발생한 관계에 이 두 가지 원칙
을 적용하는 것은 제10(a)와(b)에 설정된 규칙으로 귀결된다.
10.8 첫째, 제10(a)에 설정된 규칙에 의하면, 양도계약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선택한 법은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들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자신들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두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규을하는 법에의해 규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의 적
용이다.
예시 10-1
시나리오에 따르면, 계약2에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채권자와 양
수인 사이에, 계약2가 계약1의 채권자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Y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

10.9. 둘째, 제10(b)(i)의 규칙에 의하면, 융자계약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선택한 법은 양
도가 채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의무와 관련한 권리
를 양도한 이후라도 의무가 발생된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계약 의무는 이어져야한다
는 원칙의 적용이다. (제2조 참조).
예시 10-2
시나리오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무자에대한 계약1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의 양도
를 적용할 수 있는지(모든 계약1의 반-양도 조항의 효력의 결정을 포함)의 문제는 X국 법
에 의해 규율된다.

10.10. 셋째, 제10(b)(ii)의 규칙에 의하면, 채무관련 계약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선택한 법

- 25 -

은 양도로 인한 채무자에대한 양수인의 권리를 규율한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의무와 관련
한 권리를 양도한 이후라도 의무가 발생된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계약 의무는 계속되
어야 한다는 원칙의 적용이다.
예시 10-3
시나리오의 내용과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항해 양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의무의 본질과 정도(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항해 채권자에 대항해 설정할 수
있었던 특정 방어를 설정할 수 없는 것에 따른 모든 법적 문서의 효력의 결정을 포함)는 X
국의 법에 따른다.

10.11. 넷째, 제10(b)(iii)에 의하면, 채무계약과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선택한 법은 채
무자의 의무가 해제되었는지를 규율한다. 이것 역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의무와 관련한 권
리를 양도한 이후라도 의무가 발생된 계약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계약 의무는 이어져야한
다는 원칙의 적용이다.
예시 10-4
시나리오와 양수인이 양도를 채무자에 대항해 적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양도로 인해 발
생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의무가 해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X국 법에의해 규율된다.

• 국제선례
10.12.

양도된

의무를

규율하는

법의

문제는

UN채권양도협약(UN

Receivables

Convention)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Rome I 규정(Rome I Regulation)과 담보거래에관
한 UNCITRAL 입법가이드(UNCITRAL Secured Transactions Guide)에서도 다루어진다.
제10조는 이러한 선례들과 일치된다. UN채권양도협약(제28(1))(담보거래에관한UNCITRAL
입법가이드 권고안 216)은 양도를 규율하는 법에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를 언급
하고 그러한 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당사자자치를 따른다.: “ 양도로 발생한 양도인과 양수
인의 상호 권리와 의무는 그들이 선택한 법에 의해 규율된다.” UN채권양도협약(제29조) 담
보거래에관한UNCITRAL입법가이드 권고안 217)는 양도된 계약의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가능한 법을 다룬다.: “ 본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 양수인과 채무자사이처럼 양
도의 계약상 제한의 효과, 양수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에게 양도의 조건이 적용될수있
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의무가 해제되었는지를 결정한다.”
• 관련 이슈
10.13. 다른 당사자들 집단 사이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을 참고해 결정된 권리에 대
한 다른 내용은 대위와 위임을 포함한다. 제10조가 어떤 법이 그러한 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규율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제시하지 않지만, 제10조의 규칙은 분
석을 통해 그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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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1조 우선강행규정과 공서(ordre public)
Article 11
Overriding mandatory rules and public policy(ordre public)
1.

These

Principles

shall

not

prevent

a

court

from

applying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forum which apply irrespective of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2. The law of the forum determines when a court may or must apply or take
into account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f another law.
3. A court may exclude application of a provision of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result of such application would be
manifestly incompatible with fundamental notions of public policy(ordre public) of
the forum.
4. The law of the forum determines when a court may or must apply or take
into account the public policy(ordre public) of a State the law of which would be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a choice of law.
5. These Principles shall not prevent an arbitral tribunal from applying or taking
intoe account public policy(ordre public), or from applying or taking into
account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f a law other than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if the arbitral tribunal is required or entitled to do so.
우선강행규정과 공서
1. 헤이그원칙은 법원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정지 법의 우선강행
규정 법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2. 법정지 법은 언제 법원이 또 다른 법의 우선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또는 적용해야만
하는지 또는 고려해야하는지를 결정한다.
3. 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 조항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ordre public)의 근본적 개념
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선택한 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4. 법정지 법은 언제 법원이 준거법 선택의 결여시 적용될 국가법의 최우선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 또는 적용해야만 또는 고려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한다.
5. 헤이그원칙은 중재재판소가 공서(ordre public)를 고려 또는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거나 중재재판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외의 법의 우선강제조항
을 고려 또는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 개관
11.1 헤이그원칙에서 인정된대로, 당사자자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의 적용
을 받는다. 제11조는 제2조에서 인정된 자치 일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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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11.4에서 11.32까지는 그러한 제한의 적용과 그 밑에 깔린 정책을 자세히 서술한다.
이러한 제한이 헤이그원칙의 틀안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대한 유일한 제한이다.
11.2 제11조는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법률에 규정된 예외적 상황에서, 그것
의 사용의 효과가 특정 근본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한 가지 기초 포인트 – 준거법을
선택하는 당사자자치-가 제한 받을 수 있다. 제11조는 법정지가 , 헤이그원칙과 일관되게,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완전한 효력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두 가지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포인트의 윤곽을 설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에의해 선택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는 법의 “우선강행조항”을 적용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법정지는 결과가 “명확하게
(manifestly) 공서(ordre public)의 근본규범과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범위에서 당사자
들이 선택한 법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국
가의 법의 우선강행조항 또는 공서(ordre public)의 근본 개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알아
야만 한다. 헤이그원칙이 주로 그러한 제한을 위해 법정지의 법을 참고하는 반면, 그러한
제한에서 법정지가 다른 국가의 법을 검토할 수 있는 규칙도 제공한다.
• 당사자자치 원칙과 제11조의 관계
11.8 특별한 경우에 달리 적용될 법에 자격을 주는 법원이나 중재재판소에의한 우선강행조
항이나 (법정지 또는 다른 법) 공서의 적용을 제공하는 규칙이 국제사법에서 중요하다. 그
러한 규칙은 국내 입법자들이 선택된 법이나 “법규범”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꺼렸을 본
질적인 “안전밸브”를 제공한다.(유아 후견인을 규율하는 1902 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례(네
덜란드 v. 스웨덴), 1958.11.28. 판결: ICJ 보고서 1958, p.55)
11.9. 현재 내용에서, 제11조 자격요건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지만,
당사자 자율의 원칙을 지지하기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국내 법원이나 중재재판소가 정당하
게 제2(1)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따른 당사자의 선택을 기각할 수 있는 예외적
인 상황을 인식하고 정의함으로써, 다음 단락에서 묘사된 조항은 중요한 제어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은 그러한 선택을 그들에게 허용함으로써 법적 체계가 당사자
들에게 있다는 신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만한다. 법적 체계와 그것이 대표하는 사회
의 통일성을 보호하는 이러한 종류의 조항이 없다면,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
사자들의 자유성이 전혀 수용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인정된다면, 중요치 않은 혹
은 거짓된 이유를 근거로 약화되거나 무효화될 위험에 처할 것이다.
• 우선강행조항과 공서(ordre public)의 관계
11.10. 제11조는 , 예외적 근거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의 적용에 대한 제한의 두 범
주의 적용을 허용한다.: 우선강행규정과 공서(ordre public) 이 두 가지 범주는 지난 50년
동안 준거법선택을 다루는 혜이그회의의 모든 협약을 포함하는 국내 및 국제 법률문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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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게

분리된

조항으로

다루어진다.(1978헤이그대리인협약(1978

Hague

Agency

Convention) 제16-17조, 1986헤이그판매협약 제17-18조, 2006 헤에그담보협약 제11조).
11.11. 우선강행조항과 공서의 범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둘은 똑같은 정책적 근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여결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원칙에서 이 둘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
에는 특히, 기존 국제 법률문서와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a)선택된 준거법의 적용이 특화성
때문에 대체될수있는 상황에서, 법정지법의 포지티브 규범이나 다른 법률 체계가 우위를
점하고 대신 적용되는 경우(우선강행조항의 적용)와 (b) 선택된 준거법의 적용이 특정사건
에서 그것의 적용이 막히는 상황이 법정지나 당사자 선택의 부재시 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체계의 근본적 정책에 해를 끼치는 경우(공서의 적용)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허락한다
는 이점이 있다.
11.12. 당사자자율의 원칙에 적절한 무게를 싣기위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정당화되어야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목표가 추구하는 필요적 역할을 넘어
서서는 안된다. 이러한 제한적 접근과 관련하여, 헤이그원칙은 공서와 우선강행조항의 예외
적 성격을 강조한다.
11.13. 제11조는 법원 절차와 중재재판소의 절차에서 우선강행규정과 공서의 역할을 구별
한다.(제11(1)-(5)참조). 법원절차와 관련해서, 제11조는 또한 규칙과 법정지 정책의 효력과
법정지의 그것과 당사자에의해 선택된 그것 외에 법률체계의 정책과 규칙의 효력을 구분한
다.(제11(2)와 (4))
11.14. 제11조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의 우선강행규정과 공서의 적용을 다루지 않는다.
제2조의 범위안에서 법의 선택은 (현재 조항에 설정된 제한에 대해서만)그것과 함께, 이 두
가지 범주의 하나 또는 다른 범주에 속하던지 아니던지, 선택된 실정법 전체의 적용을 수
반하기 때문이다. 제2조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일부에만 적용가능한 법을 선택하는 것과 다
른 부분을 규율하기위하여 다른 법을 선택하는 것을 승인한다.(para. 2.9참조) 그러나, 당
사자들이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다른 것은 적용하면서, 적용가능한 실체법
에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헤이그원칙은 불공정계약조건을 규율
하는 특정(의무) 법률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X국의 모든 법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자신들의 계약 조건에 의해 분리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에서 나오는지 의무결과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된
법에대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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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법의 우선강행규정
11.15. 제11(1)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법정지 법의 우선강행규정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
을 수 있다고 제공한다. 그러한 우선강행규정은 당사자들이 다른 법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효력이 이어지고 선택된 법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할 것이다.
11.16. 헤이그원칙은 “우선강행규정”이란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Rome I 규정 제9.(1)과
비교). 몇몇 지역 및 국가 법률문서에서 발견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구조에 따르면
계약을 규율하는 선택된 법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들간 분쟁의 결정에 적용되어야만하는
법 조항을 참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계약조건이나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들이 그
것으로부터 그것을 무시할 수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강제조항이다. 법원이 당사자들이 자
신들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정지 법 이외 다른 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조항이다. 이러한 두 특징이 관련 법률 체계에서 조항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헤이그 원칙이 적용될 조항의 범주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우선강행규정은 법정지의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중요라는 명목으로 제한될
것 같다.(Rome I 규정 제9(1)).
11.17. 우선강행조항이 특별한 형식을 취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즉 이 조항이 헌법적 법률
문서나 법전의 조항일 필요는 없다.) 또는 그것의 우선, 강행이라는 특성이 명시적으로 표
현될 필요도 없다. 모든 상황에서, 법정지의 법은 (a) 특정 조항이 설명된 효력을 갖는지,
(b) 그것의 조건(영토적 적용을 포함)과 다른 관련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문제되는
사례에서 그러한 효력을 갖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자율의 자격에 대한 제11조의 예외적 특성은 특정 조항이 그런 효력에 대한 단어나 다른
지시가 없을 때 우선강행규정이라는 결론에 대해 주의해야만 한다.
예시 11-1
X조를 따른다는 것과 같은 Z국의 법률적 조항은 헤이그원칙의 제11조의 영역내로 그것이
언급한(예컨대, 불공정계약조건 Y조) 실체적 조항을 가져올 것이다.
X조
(1) Y조는 모든 다른 협정이나 반대되는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2) Y조는 Z이외 국가의 법을 지정할 것을 목표로하는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예시 11-2
A와 B는 A가 X국에서 B의 상업적 대리인으로 지명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는 Y
국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계약이 종료되자, A는 X국에서 X국 법에따라 보상
을 요구하며 B를 고소하였다. 상업 대리인을 규율하는 X국 법률은 대리인 계약의 종료시
배상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대리인 계약 만료전에 상업대리인의 손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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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조항으로부터 제외 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X국 법원은 배상과 관련한 Y
국의 선택된 법의 관련 규칙을 대신하면서 법률에서 제공된 배상 조항이 우선강행규정이라
는 결론을 정당화시키면서 문구를 해석 할 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법원은 그 조항이 당사자들이 손상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
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규율하기위하여 Y국의 법을 선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항
은 적용되어야만 한다.

11.18. 제11(1)의 영향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제한된다. 그러한 적용이 선택된 법
과 관련 우선강행조항의 당사자의 관계에 현재의 적용과 상충하는 범위에서만 선택된 준거
법의 적용을 규제한다. 무엇보다도, 선택된 법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법정지
법의 우선강행조항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당사자의 선택을 무효로 하지 않으며, 제2
조에 따른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선택된 법은 최대 가능한 범주로 우
선강행조항과 일관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 또 다른 법의 우선강행조항
11.19. 제11.(1)이 법정지법의 우선강행조항의 적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제11(2)
는 “또 다른 법” 즉, 법정지법이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국가 이외의 국가의 법의 우선강행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선택의 부재로 계약에 적용가능한 법이 없는 경우만을
언급한 제11(4)와 반대로, 제11(2)는 우선강행조항이 적용되거나 될 수도 있는 국가를 확인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연결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국가는 준거법 선택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어왔던 또는 또 다른 연결이 있는 국가일 수 있다. 우선강행조항의
범주의 정의, 그리고 그러한 조항과 선택된 법의 조항과의 관계는 제11(1)에서 이루어진 것
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된다.
예시 11-3
A와 B는 Y국에서 Z국으로 역사적 공예품을 밀수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 상업 제품운송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Z국의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되어있다. Y국의
문화적 물건법에 의하면, 면허없이 행해진 역사적 공예품의 수출은 범죄행위이고 밀수를 촉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계약은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 A는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B는 A를 X국에서 고소하였다. 이 계약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
거법(Z국의 법)에 따르면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고 전제하면, X국의 국제사법은 Y국의 우
선강행조항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고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X국의 법
에 의하면, Y국의 우선강행조항이 적용되거나 고려되어야만 한다면, Y국의 법은 문화적 물
체법의 조항이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우선강행조항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위하
여 고려되어야만 한다.

11.20. 1978헤이그 대리인 협약 및 Rome협약과 같은 특정 법률 문서는 법원이, 자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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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또 다른 국가의 우선강행조항에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Rome I 규정, 제9(3)과 같은 다른 법률문서는 좀 더 좁게 정의된 원칙을 포함한
다. 이런 종류의 조항의 유용성에 대한 현재 국가 관행과 의견은 광범위하게 나뉜다. 제
11(2)은 어떤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우선강행조항이 적용 또는 고려될 수 있는지 혹은 그
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다양성을 헤이그
원칙에 수용하려는 노력이다. 이와 유사한 해결책을 Mexico City 협약 제11(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1.21. 제11(1)과 11(2)에서 법정지법이 하는 중심역할을 고려하면, 그러한 법은 법정지법
의 우선강행조항과 또 다른 국가의 적용가능한 우선강행조항 사이의 명백한 갈등을 해결하
기위하여 적용되어야만 한다.
11.22. 제11(2)는 특정 사례에서 적용된 관련 상황으로 제3국의 법을 고려하는 법원이 허
용하는 혹은 요구하는 선택된 법 조항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예, 선택된 행
위를 하는 곳의 법에 의하면 불법이 되는 행위를 종료 또는 정지하는 계약법의 규정)
• 법정지의 공서(ordre public)
11.23. 제11(3)에 의하면, 선택된 법 조항의 적용이 그러한 적용의 결과가 확실하게 법정지
공서의 근본 개념과 양립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다. 제11(3)을 적용하기위하여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문제가 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충분한
중요성이라는 법정지국가의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공서의 근본적 개념”); 둘째, 선택된
법은 그 정책과 명확하게 일관적이어야만 한다.(“명백한 양립불가능성”); 셋째, 명백한 양립
불가능성이 법원에 제기된 분쟁에 선택된 법의 적용에서 발생해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들
은 가능한 한 당사자 자율성을 촉진시킨다는 헤이그원칙의 중심사상(leitmotiv)을 반영하고
선택된 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공서논쟁의 사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11.24.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공서의 근본적 개념”이라는 문구의 사용과 국제적으로
수락된 “ordre public”이라는 표현은 제11(3)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을 규율할 또 다
른 법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해서 국제성 성격의 계약으로까
지 확장된 법정지(어떤 법정지이든) 법률 시스템의 정책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내 계약에 채택될 수 있는 “공서”의 개념보다 범주가 훨씬 좁다. 물론 선택된 법이 법정
지 법의 그것과 다른 접근을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선택된 법의 적용이 서술된
종류의 법정지의 근본 정책을 위반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11.25.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양립불가능성” (1978 헤이그 대리인 협약 제17
조와 Rome I 규정 제21조에서 사용됨)은 선택된 법의 적용이 법정지의 근본 정책과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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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전자의 적용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1.26. 제11(3)은 세 번째 요건을 강조한다, 즉, 그것은 공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분석되
어야만 하는 추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특정 사례에서 선택된 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
러나 법원은 당사자간 분쟁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공공이익에 대해 좀 더
넓게 고려해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선택된 법에 근거하면 유효한, 비록 비강제가
그러한 제재의 목표가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이익을 줄지라도 그리고 다른 당사자는 그러
한 회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UN안보리에의해 부과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안된
선택에 근거한 계약을 강제하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공서를 거부할 수 있다.
예시 11-4
X국에 거주하는 전문 도박가인 A가 Y국에 있는 B의 카지노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동안 A
와 B는 Y국 법을 따르기로하는 도박계약(wagering contract)을 체결하였다. A는 지불을
못하였고 B는 X국에서 A를 고소하였다. 도박계약은 X국의 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만 합법이고 Y국의 법에따라 구속되고 강제력이 있다. X국법원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따르면 계약의 강제력이 지지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지 아닐지는 (i) 이 계약이
X국 비거주자인 당사자(B)와 국외에서 체결되고 그러한 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법에 따르기
로 명시되어있더라도 X국의 공서가 모든 도박계약으로 확장되는 X국의 근본 정책으로 간
주되는지 (ii) B의 입장에서 계약의 강제성이 명백히 그러한 정책과 양립불가능한 것인지에
달려있다.

11.27.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은 그 법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와 양립불가능할 것이라는
“정도까지”에서만 제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강행조항의 경우처럼, 이런 종류의 양립
불가능성의 존재가 당사자가 선택한 법의 어떠한 효력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대신, 선택된
법은 법정지의 공서와 일치하는 최대 가능한 정도까지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적용은
법정지의 공서와 일관성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선택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법정지의 공서와 불완전 또는 불일치라는 결과를 낸다면, 법정지 법은 일반적으로 모
든 공백보충(gap-filling) 규정을 확인하기위하여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스
스로 법정지 공서와의 갈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그들의 선택이 공서와 일관된 효력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자율적인 표현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예시11-5
X국 법원에서 A가 B를 계약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A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규율하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규율하는 법으로 채택한 Y국의 법에 따라 보상과 처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X국의 법에 따르면, 처벌적 손해배상이 계약적 주장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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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근본적 원칙으로 간주된다. 제11(3)에 따르면, X국 법원은 징
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Y국의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Y국법은 보상적 배상
금에대한 A의 주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 준거법 선택의 부재시 적용가능할 것 같은 법이 있는 국가의 공서(ordre public)
11.28. 특정 법률 체계에서 제11(4)는 한 국가의 공서가 선택된 법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
는 국가는 법정지국가 뿐만아니라 준거법 선택의 부재시 적용가능한 법을 가진 국가도 인
정한다.
11.29. 제11(4)는 , 11(2)처럼, 법정지나 당사자들에 의해 선택된 법의 국가이외의 국가의
공서의 역할을 결정하기위하여 국제사법 규정을 포함한 법정지법을 따른다. 제11(4)는
11(2)와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법정지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은 또 다른 국가 법의
우선강행조항을 참고할 것을 요구 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국가의 공서법은 참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1(2)와 달리, 11(4)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당
사자들의 준거법 선택의 부재시 계약에 적용가능할 것같은 국가의 법만을 참고할 것을 허
용한다. 이외 법정지법에의해 부과된 어떤 다른 제한에 따르면, 참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서의 범주와 그것의 적용에대한 제한은 제11(3)의 배제원칙과 똑같은 요건과 제한에 따
른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예시 11-6
X국 지점을 통해 행위하는 Y국에 합병된 은행과 X국 거주자인 대출자(중소기업사장)는 Z
국의 법에 따르기로하는 상업대출협정을 체결하였다. 은행이 B에게 선금(Advance Funds)
을 거절했을 때, 대출자는 Y국 법원에 은행을 고소하였다. Y국과 Z국의 계약법에 의하면,
은행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대출자에게 선금을 거절하기로 한 협정의 조건에
의존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X국과 연결된 중요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고 법원에서 결정
된 X국의 공서에 의하면,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간 경제적 불균형이 은행에 의한 불공정 남
용의 행사가 된다는 이유로 지지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하는 Y국의 법은
(1) 당사자의 선택 없었다면 계약을 규율하였을 법을 가진 국가의 공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적용되어야만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2) Z국
의 법의 선택이 결여된 상황에서, 당사자간 계약이 X국의 법에의해 규율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Z국의 법(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계약에 적용될 것이다.

• 중재재판소, 공서(ordre public), 우선강행규정
11.30. 제11(5)는 강행규칙과 공서와 관련해 국가 법원과는 반대로 중재재판소가 직면하는
사건의 여러 면을 반영한다. 법원과 달리, 중재재판소는 단일 법률체계의 사법구조의 일부
로 작동하지않고, 법적 영향의 범위가 된다. 더욱이, 비 구속적인 법률문서라는 특성을 갖
는 헤이그원칙은 중재재판소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권한을 초과하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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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줄 수 없다). 그리고 중재재판소가 구성되어 결정을 내릴 것이 요구되는 정확한 상황
을 예견할 수 없다.
11.31. 결과적으로, 제11(5)는 중재재판소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며 그러
한 재판소에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무제한 및 자유재량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헤이그원칙은 중재재판소가 공서나 또 다른 법의 우선
강행조항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의 문구는 당사자들의 합의
를 고려하면서, 재판소가 그것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는 법적 틀, 중재재판소의 지정되
거나 추정되는 위치, 중재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관의 규칙, 그리고 지역 중재입법이 적용되
는 잠재적으로 규제가능한 국가법원의 영향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11.32. 예를 들어, 중재재판소는 “강제력있는 결정”을 주기위한 노력의 명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ICC규정 제41조, LCIA 규정 제32.2,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UNCITRAL 중재규정 제34(2) 참조) 이런 종류의 의무가 재판소가 우선강행
조항과 재판소 소재지의 정책 또는 모든 결정이 집행되는 장소의 정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
하는 지는 논쟁적인 문제이다. 제11(5)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다. 그러나 재판소가 그것에 부과된 의무(그리고 주어진 권한)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관점
을 형성할 것과 법적의무 또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규율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것 이외의 법의 조항이나 정책을 적용 또는 고려할 것을 강조한
다.

9. 제12조 설립
Aricle 12
Establishment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establishment, the relevant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these Principles is the one which has the closet relationship to the
contract at the time of its conclusion.
만약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설립지를 갖는다면, 헤이그원칙의 목적을 위한 관련 설립지는
계약체결시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

• 근거(Rationale)
12.2. 여러 사업소를 갖고 있는 사례에서 관련 설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제12조는 주로
CISG의 모델법을 따랐다.(제10(a)). 헤이그원칙의 목표를 위하여, 당사자의 중앙행정지 이
외 주 설립지나 하부 설립지는 제1(2)에 따른 계약의 국제성이나 제6(2)에 따라 준거법의
선택에 대한 동의를 규율하는 법을 결정하기위하여 충분히 의미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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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의 의미
12.3.

법적확신을

위하여,

제12조는

“사업소(place

of

business)”가

아닌

“설립

(establish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헤이그원칙은 설립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설립은 당사자가 잠깐 동안 머무는 것 이상의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의 중심지나 경영, 본부, 본인 및 사업의 제2장소, 지점, 대리점 그리고 그 외 다른 항
구적이고 영속적인 사업장소를 포함한다. 당사자의 물리적 현존이, 경제적 기관의 최소한의
정도와 시간의 영구성과 함께, 설립지 구성요소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법정 소재지
가 바로 설립지의 의미에 속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X국에 주요 설립지를 갖고 있고
인터넷으로 Y국에 사업활동을 지시하는 당사자는 Y국에 설립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12.4. 헤이그원칙이 각 당사자가 무역이나 전문직을 수행하는 국제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
에(제1(1)참조), 제12조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자연인을, 특히 소비자나 근로자,
포함하기위하여 “상거소(habitual resid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
역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연인의 경우 관련 설립지는 회사의 설립지가 결정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 회사의 “설립”이 결정되는 시기
12.5 제12조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장소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Rome
I 규정 제19(3)).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관련 설립은 계약이 협상되고 체결되는 과정의
중심을 살펴봄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의 입법적 기대를 존중하고 법적확신을
제공한다.
출처: http://www.hcch.net/index_en.php?act=publications.details&pid=6353

- 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