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부칙
중재재판

제 1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부칙을 포함한 의정서에 따라서 구성되고 활동한다.

2. 이 부칙에서 총장이라 함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중재인을 3명까지 지명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지명된다. 각 중재인은 남극문
제에 경험이 있고 철저한 국제법지식을 가져야 하며,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
어서 최고의 명망을 누리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지명된 자의 성명들로 중재인명부
를 구성한다. 각 당사국은 항상 동 명부에 최소한 중재인 1인의 성명을 유지한다.

2. 아래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당사국이 지명한 중재인은 5년 동안 명
부에 남아있고, 추가 5년의 임기로 동 당사국에 의하여 재지명 될 수 있다.

3.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동 중재인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할 수 있다. 중재인
이 사망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자국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의 성명을 어떠한 이유
로 명부에서 철회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국은 즉시 총장에게 이를 통
보한다. 명부에서 성명이 철회된 중재인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소
송이 완결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에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총장은 이 조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의 최신 명부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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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who shall be appointed as
follows:
(a) The party to the dispute commencing the proceedings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who may be its national,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This appoint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b) Within 40 days of the receipt of that notification,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the second Arbitrator, who may be its national,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c) Within 60 days of the appointment of the second Arbitrator,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by agreement the third Arbitrator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The third Arbitrator shall not be either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dispute, or
a person designated for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by a party to the dispute, or of
the same nationality as either of the first two Arbitrators.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Arbitral Tribunal.
(d) If the second Arbitrator has not been appoin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r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not reached agreemen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n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Arbitrator,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and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such
request,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subject to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b) and (c) above. In
performing the functions accorded him or her in this subparagraph, the President of the
Court shall consult the parties to the dispute.
(e) If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unable to perform the
functions accorded him or her in subparagraph (d) above or is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dispute, the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by the Vice-President of the Court, except
that if the Vice-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the functions or is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dispute the functions shall be performed by the next most senior member of the
Court who is available and is not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dispute.
2.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3. In any dispute involving more than two Parties, those Parties having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by agreement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l (b)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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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1.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제4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나. 동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타방 분쟁당사자는 제2조에 규정된 명
부에서 제2의 중재인(자국민일 수도 있다)을 임명할 수 있다.
다. 제2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제3의 중재인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제2조에 언급된 명부작성을 위하여 분쟁당사자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먼저 지명된 2인의 중재인 중 어느 1인과도 동일한 국적인이 아니
어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이 중재재판소의 재판소의 재판장이 된다.

라. 제2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규
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인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
청이 있으면 동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중재인(들)을 임명한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은 이 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와
협의한다.

마.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위의 라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
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재판소의 부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부소장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분쟁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수행가능한 그 다음 최선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재인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최초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3.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국들은
위의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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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The party to the dispute commencing proceedings shall so notify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the dispute and the Secretary in writing. Such notification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claim and the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The notification shall be transmitted by
the Secretary to all Parties.

Article 5
1.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otherwis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at The
Hague, where the record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kep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Such rules shall ensure that each party to the
dispute has a full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present its case and shall also ensure
that the proceedings are conducted expeditiously.
2. The Arbitral Tribunal may hear and decide counterclaims arising out of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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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자는 타방 분쟁당사자(들)와 총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
다. 동 통고시에는 요구사항 및 그 근거를 진술한다. 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상기
통고를 전달한다.

제 5 조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은 헤이그에서 진행되고 중재
재판소의 기록이 그곳에 유지된다.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이러
한 규칙은 각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
록 보장하고 또한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중재재판소는 분쟁외적인 요인으로 제기되는 반소를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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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The Arbitral Tribunal, where it considers that prima facie it has jurisdiction under the
Protocol, may:
(a)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a dispute, indicate such provisional measure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 prescribe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it consider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to prevent serious harm to the Antarctic environment or dependent or
associated ecosystems.
2.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comply promptly with any provisional measures
prescribed under paragraph 1 (b) above pending an award under Article 10.
3. Notwithstanding the time period in Article 20 of the Protocol, a party to a dispute may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to the dispute and to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request that the Arbitral Tribunal be constituted as
a matter of exceptional urgency to indicate or prescribe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n such ca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except that the time periods in Article 3
(1) (b), (c) and (d) shall be reduced to 14 days in each cas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upon the request for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s within two months of the
appointment of its Chairperson.
4. Following a decision by the Arbitral Tribunal upon a request for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above, settlement of the dispute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8, 19 and 20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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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1. 중재재판소는 의정서에 의거하여 동 재판소가 일견 관할권을 가진다고 고려하는
경우,
가.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각각의 권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남극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훼손의 방지를 위하
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는 제10조에 의거한 판결이 계류중인 동안 제1항나호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한다.
3. 의정서 제20조에 설정된 시한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제4조에 따
라 다른 분쟁당사자(들) 및 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에 따른 긴급잠정조치를 지
시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예외적인 긴급사항의 하나로 중재재판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소는 제3조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설치된다. 다만, 제3조 제
1항나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시한이 각각 14일로 단축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행한 긴급잠정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분쟁 해결은 의정서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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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Any Party which believes it has a legal interest, whether general or individual, which may
b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award of an Arbitral Tribunal, may,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otherwise,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Article 8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facilitate the work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ir law and using all means at their disposal, shall provide
it with all relevant documents and information, and enable it, when necessary, to call
witnesses or experts and receive their evidence.

Article 9
I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does not appear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or fails
to defend its case, any o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make its award.

Article 10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and other
applicabl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are not incompatible with such
provisions, decide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2. The Arbitral Tribunal may decide, ex aequo et bono, a dispute submitted to it,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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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본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인
법적 이행관계를 가졌다고 믿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특히 자국법에 따라, 그리고 자국이
임의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판소에 모든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
공하며 필요시 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중재재판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항변하
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릴 것
을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각 조항 및 이와 상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적용 가능
한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내
린다.
2.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관하여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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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1. Before making its awar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satisfy itself that it has competence
in respect of the dispute and that the claim or counterclaim is well founded in fact and
law.
2. The award shall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of reasons for the decision and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ecretary who shall transmit it to all Parties.
3.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on any Party
which intervened in the proceedings and shall be complied with without delay. The
Arbitral Tribunal shall interpret the award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dispute or of
any intervening Party.
4. The award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case.
5.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otherwise, the expens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cluding the remuneration of the Arbitrators,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equal shares.

Article 12
All decis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including those referred to in Articles 5, 6 and 11,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who may not abstain from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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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1. 중재재판소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동 재판소가 당해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가
지며 소송 또는 반소가 사실과 법률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판결에는 결정에 대한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판결은 총장에게 통고되며 총장
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3. 판결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와 소송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자 또는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판결을 해석한다.

4. 판결은 당해 특정 사건에 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5.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 12 조
제5조.제6조 및 제11조에 언급된 판결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결은 중재인
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중재인은 투표에서 기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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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1. This Schedule may be amended or modified by a measu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X (1) of the Antarctic Treaty. Unless the measure specifies otherwise, the
amendment or modif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pproved, and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close of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 which it
was adopted, unless one or more of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 notifies the
Depositary, within that time period, that it wishes an extension of that period or that it is
unable to approve the measure.
2. Any amendment or modification of this Schedule which become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bove shall thereafter become effective as to any other Party
when notice of approval by it has been received by the Depos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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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이 부칙은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
될 수 있다. 동 조치에 달리 상술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 또는 수정은 조치가 채택
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동 기간내에 수탁국에 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이 부칙의 개정 또는 수정은 그 밖의 당사국에 대
하여는 수탁국이 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한 때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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