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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이라 함은 법원의 소송을 대체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점은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

해결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현재 50개

가 넘는 법률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판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1970년대 미국에서 폭증하는 소송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확산되었다. 지나친 법률비용 부담

과 재판의 지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자성에서, 법

원이 나서서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조정을 독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도 부당한 ‘사법제도의 민영화’이며,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불러와

분쟁해결의 비용 절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

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법치주의, 공화주의 등 법 이론의 토대 위에서

ADR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경제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ADR이 당사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ADR 자체의 순기능이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기

관이 직접 분쟁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구조에서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행정은 다양한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개별 분쟁에

서 완전히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 어렵고,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공적인 부담이 소요되지만 사법적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분쟁해결 역할이 정당화되려면 사법부나 민간에 비해 비용이나

결론의 합리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는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입법례의 분석을 통해 제도의 특질을 개관하고 우

리나라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폭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다. 우리의 제도는 그 때 그 때 입법필요에 맞게 상향식(bottom-up)으로

확산되면서 극히 다양한 형식을 취하게 된 바, 실정법상의 규정을 주체,

절차, 효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또한

제도의 공급자(행정)와 수요자(시민)의 동기를 각기 분석하여 현재와 같

은 제도의 확산이 일정한 사회적 요청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설계를 위해 행정기관의 참여가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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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다. ADR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행정처분에 관

한 분쟁부터 순수한 민사 분쟁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 위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공․사법 구별기준 등에 근거해 법률 위반에 대한 해석이 쟁점

이 되거나, 분쟁이 다수 시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제도도 그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 과잉금

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인 한계이다. 행정기관이 주관하

는 만큼 보다 공신력 있고 실효적인 절차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으나,

자칫 당사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충분한 반론기회 없이 부당한 결

과를 수긍케 하는 불합리를 야기할 수도 있고 분쟁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행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요구되

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세 가지로 제

안하였다. 1 유형은 공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행정처분형으로, 행정기관의

법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2 유형은 유연한 분쟁해결형으로,

본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발성, 임의성을 특징으

로 한다. 3 유형은 처분과 분쟁해결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혼합형이다.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유지명령처럼 전체적인 분

쟁해결 과정에서 일부 처분성을 지니는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면 입법과 실무에 있어 기본

적인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행정

처분이나 소송의 장점만을 갖춘 완벽한 분쟁해결제도는 존재할 수 없고,

분쟁상황과 당사자 간 역학관계를 고려해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단을 취

사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대체적 분쟁해결, 행정기관, 분쟁해결, ADR, 행정형 ADR

학 번 : 2012-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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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본래 대체적 분쟁1) 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함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을 들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의 조정

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국내에서는 행정기관이 그 스스로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만하다.

행정기관이 전통적인 명령통제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분쟁해결과 같이

소프트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이점 때문

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견을 조율해 달라는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

했던 것일까? 현재 도입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개별법을 매개로 한

민사상의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Dispute Resolution)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혹은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인 '법 집

행'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한 행위형식으로서, 사실상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직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

의는 학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분쟁해결

1) 종래 갈등(conflict)과 분쟁(dispute)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분쟁’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피고와 원고가 확실하게 대립하는 적대적인 상황을 의미했던 반

면, 갈등(conflict)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치와 이해의 대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갈등 해소의 기제로

법적 절차가 주로 거론되면서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 글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구

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김영욱,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해결 – 협상, 조

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pp. 21-25.)



- 2 -

의 수평적 성격과 분쟁해결 주체의 독립성과 제3자성을 강조하다보면 행

정기관이 분쟁에 개입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 법령 해석 및 집행 상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전통적인 법 집행 절차인 하명을 통하는 것이 보다 솔직하고 정의

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그 대상이

다소 일방성, 강제성이 가미된 분쟁해결절차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제기

된다. 이 글에서는 실정법에 규정된 다양한 분쟁해결 입법례를 검토하고

행정기관에 투입되는 요구와 헌법상의 법 원칙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입

법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글의 연구범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운용하는 분쟁해결제

도이다.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개별 법

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적·기능적 연계를 지니고 설립된 각종 위

원회를 의미한다.2) 분쟁해결제도는 조정, 재정, 중재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대심구조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을 통칭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의 근거를 분석한다.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1970년대에 사법개혁 의제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

성화를 제시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찬반론이 제기되었다. 법 이론에 기초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정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

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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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소송보다 선호되리라

는 명제가 경제학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한다.

둘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입법례를 검토한

다.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와 제도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수요가 부합하면

서 입법의 폭증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주체, 절차, 효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법례를 유

형화하고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행정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는 분쟁의 유형을 제시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그 운용에 공적인 부담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공익

적 요청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설계하려면

이러한 분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에 투입되는

사회적인 요구를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분석한다.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시도는 통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재판청구권의 보호 필요성과 더불

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모델을 제안한다.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유형화한다.

여섯째, 이러한 입법론에 기초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

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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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일반론

제 1 절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이란?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한다. 또한 일정 규모의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라면 공적인 분쟁 해결 기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에 의

한 개인의 복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폭력이 도처에 만연해 전시(戰

詩)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3) 따라서 왕이든, 원님이든,

연장자든, 배심원이든 공동체 내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누군가에

게 판단을 위임하거나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 분쟁해결의 대표적인 제도는 현대 법원의 소송(litigation)이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

는 절차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원은 법률문제를 종국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다.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법원이 있는 이상 결론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지언정 종결되지 않는 분쟁은 없다.

사실 넓게 보면 현대 국가의 정체(polity)를 이루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분쟁해결의 과정이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사

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3) 인류가 인류로서 진화한 이래, 생명을 훼손하는 폭력은 일관되게 감소해왔다. 특히 중

앙집권화된 권력인 국가가 들어선 이후, 타살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기원

전 1만 4000년에서 기원 후 1770년까지 존재했던 원시 수렵 농업 사회의 유골 중 폭력

으로 인한 사망자비율은 평균 14~24.5%였다. 제 1,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20세기 전반부

유럽의 타살 사망률은 3%에 불과했고, 현대 국가의 경우 1%대로 추산된다. (스티븐 핑

거,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민음사, 2014)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중

타살로 사망한 사람은 0.9명(전체 사망자 중 0.16%)으로, 25.6명을 기록한 자살 사망자의

1/26 수준이었다.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 통계”,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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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① 희소한 가치를, ② 수많은

개인들이 희구하기 때문에, ③ 조정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고, ④ 이를 위

해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입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

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위를 지니고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주거환경 보호, 산업촉진, 공익시설 건립, 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도시계획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공익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한다. 추상적인 규범을 구체

적 처분으로 실현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을 둘

러싼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옆 건물 신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공사중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

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상 소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건축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공식적 비공식적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건축주에게 찾아가 사과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시민단체나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트랙이 있는 이유는 애초에 분쟁이 ‘법 위반’에 관한 문

제일 뿐 아니라 ‘정치’(가치 배분), ‘윤리’, ‘감성’의 영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쟁의 해결 양상도 ‘법적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외

에도 유 무형적 가치 배분이나 감성적 욕구의 충족 등 다양한 층위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학에서 ‘분쟁해결’을 ‘사법절차’에 국

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은 ‘너무 크고 둔탁한 칼’이다. 현실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가 소송

외적인 수단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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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안(Alternative)의 등장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법원의 소송이나 행정부의 처분(adjudication)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

적, 행정적 분쟁 해결 기제를 통하지 아니하고 저렴한 비용을 들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라 일컫는다. 다양한 범위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통상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 절차가 개시되어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을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5)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법관이 사전적으로 규정된 법규에 따라 당사자주

의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제외한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하게

4) 다만, 이 글에서는 입법부에서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사전적으로(ex ante) 갈등을 조

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은 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 후

에 공적인 기관이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후적(ex post) 분쟁해결 활동만을 논의

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5) Nabatchi, Tin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2007/7), 2007, p. 646.

6) 미국 28 U.S.C. §651(a)에 따르면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당해 재판장이 아닌 중립적

제3자가 참여하여 조기사건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조정(mediation), 약식모의공판

(minitrial), 중재 등의 절차에 따라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한다, 일본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중립적 제3

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정의된다.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법률안 제

1908392호, 2013.12.06. 발의)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법률안 제2조 제1호는 대체적 분쟁해결을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관여하여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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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재판과 구분되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① 재판이나

행정절차에 비해 어느 정도 비정식적(informal)이고, ② 일방적으로 결정

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직간접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일 것을 들 수 있다.7)

한편 미국에서는 대체적(Alternative)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다거나(대

체하는 대상이 법원인지, 소송인지, 공식적인 모든 절차인지 등), ADR을

소송에 부수하는 하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적정 분쟁해결‘(Appropriate Distribute Resolution)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8)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이라는 큰 틀 내에서 사법기관에 의

한 분쟁해결을 JDR(Judicial Distribute Resolution)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위치지우기도 한다.9)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분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ADR을 주관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

로 분류할 수 있다. 사법형 ADR은 법원에서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진

행되는 ADR을 의미하고, 행정형 ADR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에 설

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형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

하며, 민간형 ADR은 민간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분쟁의 해

결을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10)

7) 이희정, “법의 지배와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 pp. 8-15.

8)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등

9) Resnik, Judith, “Diffusing Disputes: The Public in the Private of Arbitration, the

Private in Courts, and the Erasure of Rights”, 『Yale Law Journal』 Vol. 124, 2015..

p. 2804.

10) 황승태 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pp. 46.,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 제도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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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형 ADR은 ‘민사조정법’, ‘중재법’ 등에 따라 법원이 직접 수행하거

나 또는 법원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므로 소송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court-annexed ADR)가 많다. 판사, 조정위원회 등 법원 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와 법원 외의 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행정형 ADR은 행정기관이 개별 법률로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경우

에 수행되며, 주체, 절차, 효력,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행정

형 ADR이 법원의 회부에 의해 개시되어 행정형과 사법형이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11)

민간형 ADR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ADR을 의미한다.

민간 ADR 기구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법무사회, 기독교화해중재원 등이 있다.12) 또한 법률에 따라 민

간 협 단체가 ADR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지니지 않는다면

민간형 ADR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절차개시 방식에 따른 분류

ADR 절차의 개시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경우 ‘자발적’

ADR, 판사 등 판정을 담당하는 제3자의 판단에 달려 있고 당사자가 절

차의 속행을 거부할 수 없을 경우 ‘강제적’(mandatory) ADR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은 법원의 소송부담 경감과 ADR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강제

적 방식을 폭넓게 도입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

다.13)

우리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

안”, 『법학연구』 제46호, 2012, p.216 등

11) 황승태 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pp. 47.

12) 김상찬, 앞의 글, p.216.,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348.

13)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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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피신청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

니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

일단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

당 절차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이행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

정에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를 지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편이다.

행정형 ADR에서도 ‘양 당사자의 신청’을 조정 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거

나 ‘조정 거부’ 내지 ‘조정 불응’ 등을 규정하여 참여자의 분쟁해결 절차

에 대한 자발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

하게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절차의 속행에

강제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3) 효력에 따른 분류

중재판정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전통적 의미는 중재는 ‘구속적

(binding) ADR’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선, 조정 등은 ‘비

구속적(non-binding) ADR’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그

결론에 동의할 때에만 합의 또는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14)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ADR의 효력은 ‘민사상 합의’ 또는 ‘재판상 화해’

로 나뉜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져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

판력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 제461조15)에 따른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14)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48.

15)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

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

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

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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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상 합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자는 민법 제107조~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흠결(진의가 아님, 허위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들어 그 효과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합의내

용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ADR의 결론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와 관련해 첨예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미국 내 ADR 제도의 도입 과정

(1) 사법개혁 아젠다

ADR은 유사 이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현대 사법체계가 정립된

후 법학계에서 ADR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넘쳐나는 소송에 직면한 미국의 법원이다.16)

워렌 버거(Warren Burger) 연방대법원장은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 전

국 컨퍼런스에서 연방과 주의 고위 법관, 변호사, 법학자들 200여 명 앞

에서 사법행정의 개혁에 관한 기조발제를 했다. 그는 로스코 파운드

(Roscoe Pound)17)가 1906년 같은 공간에서 사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70년이 지났지만 “법전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삭제한 것” 외에는 그

다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나갈 점이 많다는 점을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중 략)

16) 이희정, 앞의 글, 2004, pp. 164~170.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

구」,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6, p. 116.,

17) 로스코 파운드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법대 학장을 역임한 네브라스카 출신의 학자

로, 1906년 미국변호사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를 발표했다.(Donald L. Swanson, “The ‘Sporting

Theory of Justice’ and Mediation Profession : Roscoe Pound”, mediatbankry.com,

2017.10.25.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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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미한 분쟁(minor disputes)을 현 사법 메커니즘보다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작은 분쟁에서는 변

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소송방식이 맞지 않다. 무엇이 “경미한

지”가 주관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고리 대출이나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제

품의 서비스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

명의 시민 대표, 또는 두 명의 시민과 한 명의 법률가(또는 준법률가)가 사

소한 청구에 대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지니는 경우

도 있다. 유연성과 비공식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웃이나 공동체의 분

쟁을 다루고 저녁에 기꺼이 심리를 진행하는 등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간 지연과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잘 완비된 중재(arbitration) 절차가 더 널리 활용되

어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 토지와 건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주택 소유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탐색(land title searches)과 주택 구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절감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기록을 보존하고

토지 소유권을 검증하는 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

다. 토지소유권의 연쇄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설파한다. 특히 지난 10년 간 발생한 소송의 폭증(the dynamic

expansion of litication) 현상에 대해 25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18) 그는 2000년을 대비하기 위

한 10대 아젠다를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 표 1. 워렌 버거 대법원장의 2000 아젠다19) >

18) Warren Burger, “Agenda for 2000 A.D. - A Need for Sstematic Anticipation”, 15

Judges J.27, 1976, p. 33.

19) Warren Burger(1976), “Agenda for 2000 A.D. - A Need for Sstematic

Anticipation”, 15 Judges J.27, 1976,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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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유산 상속의 비용을 절감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언의 검인(probate)은 증서의 확실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유언 검인 법제

를 마련한 바 있다.

다섯 번째, 생태와 환경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절차를 지연시켜서 필수적인 공익 시설이나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으

면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신

속한 분쟁 해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우

리는 학교, 집, 도로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 병원과 의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정한 손해 배상이 이

루어져야겠지만, 지난 몇 해에 목도한 것처럼 이러한 손해 배상이 의료 가격

의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일곱 번째, 절차가 완료되는 데 수년을 기다리면서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소

진해버리지 않고도, 타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법(workmen’s

commpensation statutes)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이제는 결혼, 양육, 입양에 대한 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

운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법원의 공식적이고 딱딱한 틀은 분쟁을 겪는 가정

에게 장기적으로 트라우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극히 친밀하고 예민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로스코 파운드가 70년 전 “재판의 스포츠화”(sporting theory of

justice)20)를 비판한 이래, 우리는 공판과 항소의 절차가 단순화되어 가는 큰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일부 주 법원들이 1920년대에 공판 전 준비절차

(pretrial procdures)를 만들자, 연방 민사소송법은 이를 1938년에 받아들였

다. 35년이 지나면서 이 절차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불평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를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법률가들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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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아젠다 중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3개를

차지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ADR은 소송의 폭증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었던 것이다.21)

이 아젠다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던진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지

방 법원들은 화해, 중재의 활용을 통해서 ADR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

우가 있었고,22) 일부 행정기관들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때에도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민

간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23) 다만 민간에서

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공식화되기 시작한다.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는 ‘경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특별위원

회’(Special Committee on the Resolution of Minor Dispute)를 설립하였

고, 이후 ‘분쟁 해결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Dispute Resolution)’

으로 확대되었다. 동 위원회는 1983년 텍사스(Texas), 털사(Tulsa), 워싱

턴(Washington) D.C.에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ed Courthous

e)24)의 설립을 제안해 100개 이상의 연방과 주 법원에 도입되었고, 위원

20) 로스코 파운드는 법원의 재판 절차가 전통적 권위를 잃고 스포츠 경기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① 아주 양심적인 판사라고 해도 재판을 하다보면 스스로 실체

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게임의 룰에 따라 콘테스트 참가자들을 단순히 판정

하는 역할에 그치게 되고, ② 법률 자문단(counsel)은 자신들이 법원에 소속된 공직자로

서 법의 지배 원칙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게임의 룰에 따르는 풋볼 코치처럼

행동하게 되며, ③ 재판은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국적으로 논쟁을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④ 점수를 따기

위해 강렬한 반대심문을 하려는 노력은 증인대를 ‘명예의 도축장’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

을 사유로 든다. (Donald L. Swanson, “The ‘Sporting Theory of Justice’ and

Mediation Profession : Roscoe Pound”, mediatbankry.com, 2017.10.25.에 확인)

21) 1940년부터 1981년까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의 수는 연간 3,5000건에서

180,000건으로 증가하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190건에서 3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 77.)

22)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81.

23)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4) 프랭크 샌더(Frank Sander)의 용어로, 다양한 문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

성”(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재판정의 로비에 갔을 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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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1993년 상설적인 분쟁 해결 부서가 되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3곳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변론 진행 전에 의무적(mandatory)이고 비구속적

(non-binding)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원부속형 중

재’(court-annexed arbitration)를 시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에 대한 예

산을 지원하였다.25)

(2) ADR의 입법적 수용

1990년대 일련의 입법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전면적으로

ADR이 도입된다. 1990년의 민사소송 개혁법(the Civil Justice Reform

Act of 1990, 28 U.S.C. §471-82)은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DR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고, 1998년의 대체적 분쟁해결법(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28 U.S.C. §651-58, 이하

“ADR법”이라 한다)에는 각급의 연방 지방 법원에 ADR 절차를 개발하

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26)27)

입법부는 1995년 의회 책임성 제고법(the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 Public law 104-1)에 따라 임용

(employment) 관련 분쟁에 ADR을 활용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의회 윤

리위원회(the Office of Compliance)에서 비사법적인 행정 청문절차를 진

행하거나 연방법원의 소송에 앞서 자문이나 조정 같은 ADR 절차에 강

중재, 사실확인, 옴부즈만 같은 다양한 절차로 안내하는 6개의 문 앞에 서게 된다.

(Resnik, Judith, “Many Doors? Closing Door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judication”, 10 Ohio St. J. on Disp. Resol. 1995, 217)

25)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85-86.

26)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7) 1990년과 1996년의 ADR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 측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았지만,

각자의 이유는 달랐다. 공화당원들은 ADR이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소송 비용을 줄인다

는 점을, 민주당원들은 ADR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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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회부(a mandatory ADR process)해야 한다는 것이다.28)

행정부 또한 1990년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0, Public Law 101-648)과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개정하는 1990년의 ADR법(Public

Law 101-552, 5 U.S.C. §581-95)에 따라 ADR을 활용하라는 요구를 받

게 된다. 1990년의 ADR법은 연방 행정기관과 관련된 행정분쟁을 ADR

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1990년 ADR법 제2조는 행정절

차에서 “협상, 화해, 조정촉진, 조정, 사실확인, 간이심리(mini-trial), 중

재” 등의 다양한 ADR 기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성

과평가(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도 ADR법에 근거해 행정 분

쟁을 해결하는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29)

1996년의 ADR법(the ADR Act of 1996, Public Law 104-320, 110

Stat.3870 at 5 U.S.C. §571-83) 등 지속적으로 ADR의 법적 근거를 강화

하는 입법이 지속된다. 연방 행정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하

는 데, ① 그들의 행정작용과 관련된 ADR 시행 정책을 수립할 것과 ②

1인의 고위 관료를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책임을 지는 분쟁해

결 전문가로 지명하는 것이다.30)

제 3 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찬반론

ADR의 확산이 워렌 버거의 기대처럼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에 기여했

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절차를 남설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제

한했는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법철학적, 법치

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28)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9)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30)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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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을 대신해 ADR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유의미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지를 경제학적으로 검증한

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ADR 설계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1. 규범적 접근

(1) 긍정적 견해

가. 유연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 불완전한 법규범의 보완

법치주의가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합리적인 법규범

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가와 법관이 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집행

해야 한다.31) 그런데 최근에는 이해갈등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영역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법치주의적 해결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법규범이 흠결되어 있어서 사전적 준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

거나, 법규범이 있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관행과 규범

을 판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에 어느

정도 원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32) 이러한 영역에서는 당사자 간 의견교

환에 따라 준거를 형성해나가고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중재자로 선임할

수 있는 ADR 제도가 유효한 분쟁해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예로 들어보면, 법

령상 명확한 규제가 없으나 민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의 분쟁에 대해 기준을 확립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분

쟁에 관한 영역에서 과소법화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분쟁해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33)34)

31) 이희정, 앞의 글, 2004, p. 28.

32)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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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수인 한도 : 1분 평균 주간 40dB(A) / 야간 35dB(A)

배상액 :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3만원,

2년 이내면 79.3만원, 3년 이내면 88.4만원

가중사유 :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20% 내)

주간과 야간 모두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30% 내)

감경사유 :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30% 내)

< 표 2 > 층간소음 배상 기준35)

나.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성의 제고

현대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자들은 로스쿨 교육이 전사(Knights)를 양성

하고 있으며, 재판의 대심적 구조로 인해 당사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원의 판결은 대개 승패가 명확한 일

도양단식으로 내려지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안

기는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36)

33)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4

34) 이러한 분쟁해결기준의 개념과 효력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소

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글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과 고시로 정해진 행정법규로서 효력을 지니지만,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임의규정 내지 재판규범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

고 있다. 당사자 간 해당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사업자가 제품에 소비

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절차법적 효력

을 지닐 수 있겠으나, 모든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의 실체법적 효력

은 없다는 것이다.(서희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 민사분쟁해결의 메카니즘

을 통한 분석, 『민사법학』 제61호, 2012.)

3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층간소음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시행”,

2014.1.27.

36) Bush, Robert A. Baruch, “Mediation and Adjudication, Dispute Resolution and

Ideology : An Imaginary Conversation”, 『Contemporary Legal Issues』 3 J. 1, 36.

(1989-1990), 1990. p. 5-6.

이 글에서 ‘관계의 지속성의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쟁’으로 분류된 것은 △ 양육권 분쟁

이 있는 이혼사건(a divorce case with a custody question), △ 복합적인 상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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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ADR의 과정에서는 보다

인간적이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화해나 치유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절차 속행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내

밀하고 사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적합하다. 대화의 장을 거치면서 적

대적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반보 양보

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원만한 갈등의 봉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는 ADR이 당사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분쟁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7)

법원은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가사 사건에서

ADR이 폭넓게 이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혼 당사자는 특히 자녀

가 있는 경우 분쟁 종결 후에도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는 분쟁 과정 중에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분쟁의 본질상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38)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 임대차 계약 사건(landlord-tenant case)이었다. 한

편, △ 차별금지 청구사건(a discrimination suit), △ 소비자 사건(a consumer case), △

인신 상해 사건(a personal injury litigation)의 경우에는 관계의 단절이 덜 문제가 되고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37) 미국에서는 법원연계형 ADR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연계

형 ADR에 대한 62개의 연구와 100개의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참여자가 조정절차가 공정했다고 답했고, 합의가 성립된 경우 참여자의

70% 이상이 합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답했다고 한다.(Shack, Jennifer, 'Mediation Can

Bring Gains, But Under What Conditions?, 9 Disp. Resol. Mag. 11., 2003) 다른 연구에

서는 조정에 참여한 사람 중 72%가 절차가 공정했다고 답했고, 84%가 분쟁에 대해 자

신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답했으며, 63%가 결론을 도

출함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Wissler, Roselle L.,

Court-Connected Mediation in General Civil Cases : What We Know from Empirical

Research', 17 Ohio St. J. Disp. Resol. 641, 2002) (Eisenberg, Deborah Thompson,

'What We Know and Need to Know About Court-Annexed Dispute Resolution,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67, 2016, p.248에서 재인용)

38) 가사분쟁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법정대리인 중 86.2%가 조정이 재판에 비해 낫다고

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hoennes, Nancy, Ctr. for Pol'y Research, 'Permanent

Cstody Mediation Lucas Country Court of Common Pleas - Juvenile Division',

2001)(Eisenberg, Deborah Thompson, 앞의 글, 2016, p.248에서 재인용) 가사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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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계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적 다툼이 핵심이 되는 소송을 ‘쓰레

기 사건’(junk cases)이라고 부르며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they

don't belong here)라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반대로 개인

간의(interpersonal), 이웃 간(neighborhood) 분쟁에는 ADR이 강점을 지

니며, 상호 분노를 줄이고 이해를 증진하며 조화로운 관계 설정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39)

다.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

ADR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입

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는 자기 초월

(self-transcendence)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

에 있는 제3자의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분쟁이 공적인 의사

결정과 관계된 경우 자치(self-governance)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40)

시민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 대안적 관점에서는 ADR에 내재된 절차적

가치와 시민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DR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발현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성숙해나갈 수 있는 담론의 장

(deliberative debate)을 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통적 법치주의

에서 중시되는 개인의 방어적 자유보다 대화와 심의를 통해 공적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더 중시한다.41)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정 성립을 이룬 당사자들 중 98%가 절차에 만족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도 57%가 절차에 만족한 반면, 소송절차에 임했던 당사

자 중에서는 36%만이 만족을 표시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다.(Tarr, G. Alan,

『Judicial process and judicial policymaking』, Belmont, Calif : Wadsworth Pub. Co.,

2009, p.221)

39) Tarr, G. Alan, 『Judicial process and judicial policymaking』, Belmont, Calif :

Wadsworth Pub. Co., 2009, p.221

40) Bush, 앞의 글, 1990. pp. 10-12.

41)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알래스데어 메킨타이어(Alasdair Maclntyre), 이안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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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도 단순히 헌법,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

는다. 정치적 공감대 형성(political empathy)과 실용적 이성(practical

reason)이라는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심의를 통해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공익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적 발전과 관계성 증진,

공동체적 연대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42)

(2) 부정적 견해

가. 재판청구권 행사의 저해

ADR에 대한 비판론자는 ADR을 과도하게 장려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

들이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공정한 법관에 의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

쳐 구속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사

법적 분쟁해결의 본질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평등 실현 등 사회정의

의 구현이며, 이는 공동체에서 형성한 실체적, 절차적 규범에 따라 수행

되는 재판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사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의 재원으로 판사를 채용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며 법률구조

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ADR을 촉진하는 것은 손쉽고 안이한

접근이라는 것이다.43)

법원과 같은 공식적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에 의해 절차보호나 사후검

증기능도 없는 ADR 절차를 촉진하는 것을 일컬어 주디스 레스닉(Judith

Resnik)은 ‘사법정의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민영화할 때는 충분한 공익적 사유

가 있어야 하는데, 저렴한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는 것이다.44)

닐(Ian Macneill)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Bush, 앞의 글, 1990. pp. 12-14.).

42) 이희정, 앞의 글, 2004, p. 99-105.

43) Bush, 앞의 글, 199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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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방중재법(the Federal Arbitration Act)은 각종 계약 내 ‘중재 조

항’의 대중화(mass of arbitration clause)를 낳았을 뿐, 중재를 대중화

(mass of arbitration)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ADR의 옹

호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다양한 분쟁해결절차(DR) 중 하나로 간주해

JDR(Judicial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에

의해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특수성을 희석시키므로 경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45)

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의 심화

어떤 경우든 양 당사자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소송

에서든 ADR에서든 자본이나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유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ADR이

이러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지 여부이다.

비판론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ADR이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한다. 첫째, 능력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등과 달리 일반 소비자나 노동자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에 ADR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둘째, 판

결을 기다리면 더 큰 배상액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도 경제적 약자는 당장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ADR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배상이 결정되어도

수용하는 경향을 지닌다.

셋째, 경제적 약자는 소송 진행 과정의 변호사비용, 법원감정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렵고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은 더 낮은 액수의 배상액을 제

시하며 ‘싫으면 소송하자’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의 높은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ADR에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다. 사

44) Resnik, Judith, “Diffusing Disputes: The Public in the Private of Arbitration, the

Private in Courts, and the Erasure of Rights”, 『Yale Law Journal』 Vol. 124, 2015.

p. 2803.

45)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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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강자는 민사소송과 ADR 사이에서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ADR 과정 중에도 약자에게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46)

한편 소송절차의 경우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판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

자 간 협상(bargaining)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비해 덜 위험하다.

판사는 증인 출석을 요구해 심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절

차에 개입함으로써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47) 우리나라

에서는 자원배분의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형사 사건에

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민사 등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사법적 정의 구현의 어려움

사법절차의 존립 목적은 개인의 권리 보호나 신속한 권리 구제 뿐 아니

라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ADR은 우선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서,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분쟁에서 충분한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타협에 치중하며 법과 원칙을 경시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법률문외한의 관여로 이루어진 합의는 향후 또다

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48)

재판과 같은 심급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시정 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없으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가 취약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ADR에는 판사

도, 변호사도, 배심원도 없다. ADR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일부 포기를 전제한 상태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지 아

니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값싸고 불완전한 판단을 받는 절차다. 이는

46) Fiss, Owen. M., 'Against Settlement', 93 『Yale Law Journal』 1073, 1984, p.

1076.

47) Fiss, 앞의 글, 1984, p. 1077.

4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908392,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대체적 분쟁해

결 기본법안’, 201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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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들에게 “2급 정의”(second-class justice)를 제공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49) 분쟁해결의 결론이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치고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을 실현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소 결

전통적 행정법의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에 따르면 시민은 오로지 선

거와 참정권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현실의 분쟁에서 집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되어야 한

다. 여기에서의 개인은 소극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가 있을 때만 법원에서 자신의 손해를 주장해 구제를 받을 수 있

다. 법원 외적인 기구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구제가 미흡할 수 있

을뿐더러 분쟁해결의 일관성, 헌법적 가치 실현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입장에서는 ADR의 활용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당하

게 민영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정당성의 고리(Legitimationskette)가 연결됨으로서 확보

될 뿐이므로 ‘시민 참여’에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50) 선

거나 참정권이 아닌, 비공식적 시민 참여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어

렵고 소수 의견이 과대 대표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공익,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 내지 국가와 법

질서의 단일성이라는 이념이 한계에 이르러 왔다. 공익이나 올바른 결

정이 객관적으로 선재하는 것이 아니며, 결정자 체계 환경 사이의 상호

49) 이점인,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미국의 ADR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26호,

1999, p. 195.

50) 박정훈, 앞의 책, 2005,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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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 이익을 수렴해 문제의 복잡성

을 감소시킬 때 비로소 어느 정도의 결정이 가능해진다.51)

오늘날의 분쟁은 ‘과거에 발생한’ ‘법 위반을 토대로 한’ ‘양자 간의’ ‘개

인적 이익 충돌’에 국한되지 않는다. 분쟁은 대부분 현재진행형이어서 과

거-현재-미래에 걸쳐져 있고, 다양한 집단들이 관여되며, 현행법 위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의 문제와 연

결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오늘날의 개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법률을 통해 구현하는 적극적인 개인이다. 헌법적 이념이 무엇인

지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들 간의 동태적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분쟁도 공동체적 가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52)

분쟁 당사자가 욕구하는 ‘해결’ 또한 승패를 가리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하거나, 상호 강점을 살려 윈윈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하거나, 입법부나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 연속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구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절차는 모두 시민사회를

향해 보다 유연하고 개방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호 경계가 불분명

해지고 있다. ‘정식 처분/재판 절차’의 보완재로서 ADR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될 수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따라서 ADR에 대한 비판이론은 ADR 도입 그 자체보다는 분쟁영역 별

로 ADR의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준거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51) 박정훈, 앞의 책, 2005, 251-256.

52) 어느 중학생이 웹하드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고, 저작권자가 저작

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자. 저작권법은 형사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정도에 따라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의 남발이 사법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법률에 무지한 청소년들을 협박해 배상금을 악의적으로 요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사범 양산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는 ‘고소각하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다.

고소각하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매년 연장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문체부 대검

찰청 청소년 저작권 고소각하제도 1년 연장”, 2017.2.28.) ‘저작권법’의 명시적인 보호 법

익이라 보기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정책적인 판

단이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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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각계에서 ADR의 활용이 확산되더라도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질

서인 사법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결코 상정하기 어렵다. 국민 누

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식 사법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

며, ADR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보완재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효과적인 보완재 설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쟁은 ADR 기구의 전문성과 절차의 공식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과, 사건의 비밀보장 내지 당사자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역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분쟁유형별로 재판청구권의 보호, 사법정의의

구현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관점에

서 ADR의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각 분쟁유형에 대한 ADR의 입법 모델

(주체, 절차, 효력 등)을 설계할 때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ADR 제도

의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2. 법경제학적 접근

(1) 긍정적 견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재판절차의 과다한 비용, 기술적

난해성, 그리고 경미한 분쟁에 대한 부정합성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

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 저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DR이 태동하였

다. 즉,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ADR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보다 저렴한

비용’이다.53)

ADR에는 변호사도, 판사도, 배심원도 없다.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절차’

와 ‘당사자 간 합의의 중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법률

전문가가 조정 또는 중재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단체, 산업 전문가,

53)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2002,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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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등이 절차를 주관하기도 한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제한된 수의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의 정

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54)55)

(2) 부정적 견해

ADR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ADR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긍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ADR은 무익한 절차이자 비용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ADR은

본연적으로 판사의 판결만큼 권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결론을

얻은 사람의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56)

당사자들이 ADR을 통한 분쟁종결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절차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고, 이 때 ADR을 위한 법정 기구와 절차,

사무지원 인력 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낭비이다. 또한 절

차의 낮은 문턱으로 인해 종래 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갈등도

분쟁으로 비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57)

54) 김경배, 앞의 글, 2002, p. 175

55) Hensler는 ADR이 활성화되던 1982년의 캘리포니아 주와 피츠버그 주의 법원 사례

를 통해 법원 연계형 중재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캘리포

니아와 피츠버그에서 모두 60% 가량의 민사소송이 중재에 회부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 중 중재절차에서는 총 299달러의 심리 비용(case

processing costs)이 소요된 반면, 재판절차에서는 8,300달러의 심리 비용이 소요되었고,

피츠버그 주의 경우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 중 중재절차에서는 175 달러의 심리 비용이,

재판절차에서는 3,071달러의 심리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재는 법원

의 혼잡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Hensler, Deborah R,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Court Administered Arbitration", Judicature 69:270,

1985, pp. 5-6.)

56)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앞의 글, 2004, p. 6

57) Shavell, Steve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n Economic Analysi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4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The

Univerity of Chicago,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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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의 검증 : 당사자의 비용편익 분석

가. 개 관

스티븐 셰이블(Steven Shavell)은 양 당사자가 결과의 불확실성과 소송

의 반복제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DR을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를 경제

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함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56)

당사자에게 재판과 화해(즉각적인 합의), ADR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자.

재판에서 이길 확률과 ADR에서 이길 확률과 다르고, 각 절차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수익도 다르다. 재판에서 이길 확률과 승소 시 예상되는 수

익을 곱하면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된다. 절차에 소요되

는 비용은 ADR이 낮고, 화해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58) ADR

절차에 들어서려면 당사자 간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ADR

을 제안했을 때 피고가 차라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59)

이러한 전제 위에서 양 당사자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ADR을 함께

택하게 되면 ADR의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위험 중립적이고,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결론이 다른

대안에 비해 파레토 우월(Pareto superior)60)한 경우에만 합의에 이를 수

58) 이 글에서 원고를 p(plaintiff), 피고를 d(defendant), 소송을 T(Trial), 화해를

S(Settlement), ADR을 A,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을 x라고 한다. 비용은 C(X), 확률

은 P(X)이다. 원고가 바라본 승소 가능성은 P(X)p이고, 피고가 바라본 패소 가능성은

P(X)d이다. 한편 화해의 비용은 0이고, ADR의 비용은 재판의 비용보다 적으므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S)p + C(S)d = 0 < C(A)p + C(A)d < C(T)p + C(T)d

59)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5-7.

60) 시장에 참여한 사람 중 어느 누구의 자원배분 상태도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의 자원배분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이를 파레토 우월한 자원배분 상태라고 한다

(로버트 핀다이크,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5, p.927). 이 글에서 ‘파레토 우월’

은 A 조치의 기댓값이 A’의 기댓값보다 클 때 A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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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자.

< 그림 1 >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분쟁해결61)

여기에서 당사자가 ADR 절차를 개시할지, 아니면 바로 재판에 들어설

지의 의사결정은 ADR의 결론이 재판을 얼마나 구속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ADR 기구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

될 가능성이 크다면 ADR의 낮은 비용이라는 이점이 크게 나타날 것이

다. 반면, ADR의 결론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당사자

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뿐이어서 ADR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양 당사자가 ADR에 참여할 유인

(가)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원고가 ADR에서 이긴다면 재판에서도 이기고, ADR에서 지는 경우 재

치의 기댓값은 원고(p)의 기대이익에서 피고(d)의 기대손실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즉,

다음의 경우 p와 d는 A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Ep
A - Ed

A > Ep
A’ - Ed

A’

61)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12 일부 수정하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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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도 진다고 하자. 이 경우 ADR에서의 인용 가능성과 재판의 인용

가능성은 같다. 비구속적 ADR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후

속 재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재판에서도 원고가 100% 승소하게 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재판비용을 물지 않고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이

익이다. 비구속적 ADR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후속 재판

에서 원고가 100% 패소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가 절차를 속행할 실익

이 없으므로 분쟁절차가 종결된다.62)

한 편, 구속적 ADR 절차를 따를 경우와 재판을 따를 경우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전제에 따라 구속적 ADR을 통해 원고가 이길 가능성과 재

판을 통해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P(A)=P(T)이다.

이 때 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재판의 기댓값보다 항상 높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구속적 ADR 절차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모든 분쟁은 구속

적 ADR 또는 화해로 종결되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게 된

다.63)

구속적

ADR의

기댓값

Ep
AB - Ed

AB ⇒ {P(A)p・x–C(A)p} - {P(A)d・x +C(A)d}
⇒ (P(T)p–P(T)d)x - (C(A)p +C(A)d)

재판의

기댓값

Ep
T - Ed

T ⇒ {P(T)p・x–C(T)p} - {P(T)d・x +C(T)d}
⇒ (P(T)p–P(T)d)x - (C(T)p +C(T)d)

(나)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이 때 비구속적 ADR은 발생하지 않는다. ADR의 결론이 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비구속적 ADR은 양 당사자에게 절차의 비용만

부과할 뿐이다. 결과에 불만족하는 어느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구속적 ADR은 비용이 적다는

62)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3.

63)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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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여전히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재판, 구속적 ADR, 화해의 기댓값

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절차로 진입할지가 결정된다. 재판과 구속적 ADR

의 기댓값이 화해절차의 기댓값인 0보다 작을 경우 즉각적으로 화해절차

가 개시될 것이다. 재판의 기댓값과 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0보다 크다

면, 양 자 중에 기댓값이 큰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64)

(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부분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가정이다. ADR에서 도출된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재판

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100% 구속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

다. 이 가정 하에서는 (가), (나)의 경우와 다르게 일률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없다. 당사자의 기대와 믿음, ADR의 과정을 통해 교류된 정보의

깊이 등에 따라 즉각적인 재판절차의 진입, 즉각적인 화해, 비구속적

ADR, 구속적 ADR이 모두 가능하다.65)

스티블 셰이블의 글에서는 여기에서 논의가 종결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변수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편의상 원고와 피고가 ADR에서 원고가 인용될 확률을 같게 예측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P(A)p = P(A)d = P(A)). 이 때 재판, 화해, 구속

적 ADR, 비구속적 ADR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64)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15-16.

65)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되면 재판을 통해 10,000달러를 80%의 확률로 받을 수

있고 ADR에서 기각되면 60%의 확률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자. 한편, 피고는

원고가 ADR에서 이길 경우 재판에서 65%의 확률로 원고가 이기고, 원고가 ADR에서

이길 경우 재판에서 20%의 확률로 원고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리고 재판에 소

요되는 비용은 총 3,000달러이다. 이 때, 원고가 ADR에서 이긴다면 재판의 기댓값은

1,500달러(8,000달러-6,500달러)이므로 화해를 하겠지만, 원고가 ADR에서 패소하면 재판

의 기댓값이 4,000달러(6,000달러-2,000달러)이므로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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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T-Ed

T (P(T)p- P(T)d) x -(C(T)p+C(T)d)

Ep
S-Ed

S s-s = 0

Ep
AB - Ed

AB - (C(A)p +C(A)d)

Ep
AN-Ed

AN (1-P(A))｛(P(T)p
l- P(T)d

l) x -(C(T)p+C(T)d)｝

구속적 ADR은 화해에 비해 파레토 열위에 있으므로, 선택되지 않는다.

재판, 비구속적 ADR, 화해의 기댓값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절차가 선택

된다. ADR에서 이길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면 비구속적 ADR보다 화

해가 선호된다. 또한 원고가 ADR에서 이길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지고

원고가 ADR에서 진 경우의 승소가능성의 기대차(P(T)p
l- P(T)d

l)가 일반

적인 승소가능성의 기대차(P(T)p- P(T)d)보다 커진다면66) 재판의 기댓값

보다 비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높아질 수 있다. 즉, ADR 과정을 거친

후 피고의 원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조정된다면(ADR의

결론이 재판을 구속하리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면) 바로 재판절차에

진입하지 않고, 비구속적 ADR을 거치기로 합의를 하게 된다.

다. 양 당사자가 비구속적 ADR을 거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비구속적 ADR을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치도록 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에는 재판으로 나아감에 앞서 비구속적

ADR에 소요되는 비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비구속적 ADR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에만 절차를 개시할 것이

66)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1%라고 할 때, 원고가 ADR에서 진 후에

도 원고는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50%로 계속 유지한다. 반면, 피고는 재판에서 원고

가 승소할 가능성을 30%로 보다가 ADR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본 후에 10%

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재판보다 비구속적인 ADR의

기댓값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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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도 ADR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느냐에 따

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다.

먼저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을 경우 당사자

들은 결코 재판을 즉각 개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ADR의 기댓값이 0

보다 작다면 바로 화해에 들어설 것이고, ADR의 기댓값이 0보다 크다면

ADR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제소 가능성은 통상 ADR이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높다.67)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원고가 제소할

가능성은 ADR이 전심절차로 규정된 경우에 더 작아진다. 소송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ADR을 거쳐야 하고 총 비용이 높아지므로 원고가 피

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위협’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68)

마지막으로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불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경

우, 일률적으로 결론을 말하기가 어렵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예

측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각적으로 재판절차에 진입할 가능성

이 크다. ADR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비구속적 ADR이

전심절차일 때 원고의 제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67) 만약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되면 그는 바로 화해를 통해 s를 얻게 되고, 기대

이익은 ｛P(T)p s – C(A)p｝이다. ｛P(T)p s – C(A)p｝0이면 원고가 제소할 수 있

다. 한편, ADR이 전심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P(T)p x – C(T)p｝0 이 제소요건이었

다. P(T)p(x-s) - (C(A)p – C(T)p) ＞ 0 이면 ADR이 전심절차인 경우의 제소가 더 쉽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전제 상 ADR의 비용이 재판비용보다 항상 낮으므로 (C(A)p

– C(T)p) ＜ 0) 통상적인 경우에는 ADR이 전심절차인 경우의 제소가 훨씬 쉽다.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7-18.)

68) 만약 원고가 재판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이 음인 경우｛P(T)p x - C(T)p＜0｝ 원고

는 재판은 물론 비구속적 ADR도 개시하지 않는다.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위협으로 느

끼고 화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P(T)p x - C(T)

p＞0｝이고 (식 2) ｛(P(T)p–P(T)d)x  C(T)p +C(T)d ｝가 만족된다면 당사자는 비

구속적 ADR을 거친 후 화해에 이를 것이다. 이 때 원고의 기대이익은 ｛s-C(A)p｝이

며, 이는 재판의 기대이익보다 작은 값이다.｛P(T)p x - C(T)p＞0｝이고 (식 2)가 만족되

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때 기대이익은 ｛P(T)p x - C(T)p -C(A)p｝

이고 마찬가지로 재판의 기대이익보다 작다.(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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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DR을 통한 재판의 예측 가능성

완벽히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 부분적 예측가능

ADR

없음

제소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 0

화해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피고의 재판의 기대손실

ADR

선택가능

제소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 0

즉각 재판 개시 X

구속적 ADR 또는 화

해를 통해 분쟁 종결

비구속적 ADR 활용 X

재판, 구속적 ADR,

화해를 통해 분쟁 종결

모든 경우의 수 가능

ADR을 통해 정보공유

많이 할수록 재판보다

선호도 높아짐

비구속적 ADR보다는

화해를 선호

ADR 제소 가능성 더 높음 제소 가능성 더 낮음 제소 가능성 예측곤란

커진다.69)

라. 당사자가 위험기피적인 경우

지금까지는 양 당사자가 위험중립적이라는 전제 위에 논의를 전개하였

다. 당사자가 만약 위험기피적이라면, 재판과 ADR은 결론을 알 수 없다

는 점에서 모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즉각적인 화해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빠르게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구속적 ADR을 선호할 것

이다. 손해배상액의 범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구속적 ADR은 더 선호

되며, 비구속적 ADR 종료 후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절차

의 속행에 따른 비용을 높게 평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제소 가능성은 감

소할 것이다.70)

(4) ADR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건

다음의 <표 3>은 상기 논의를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 표 3 > 법경제학 분석에 따른 분쟁해결 구조의 도해

69)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9.

70)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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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ADR을 통해 정보공유

많이 할수록 제소가능

성 높아짐

먼저, ADR의 결론을 통해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재판 이용의

유인은 줄어든다. 다만, ADR과 재판결과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비구속

적 ADR은 무용한 절차로 여겨져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종국

적인 결론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구속적 ADR보다는 구속적

ADR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당사자의 위험기피적 성향이 커질수록

이 경향은 더 커진다. 이는 당장의 손해에 예민한 저소득 계층이 ADR을

선호한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71)

다음으로, ADR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재판보다 선

호도가 높아지며, 제소(brnig suit)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ADR이 재

판보다 선호되는 절차로 유의미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ADR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후속 재판의 결과

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질 경우 재판의 결과와 연계성이 높아지게 되며 상호

접점을 찾는 것을 도와 화해를 촉진할 수도 있다.

ADR이 자발적인 대화에 비해 소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당사자는 분쟁에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변호사와 고객 간에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ADR 과정을 통한 담론 형성과 시민정신의 함

양, 전문성의 보완 등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규범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72)

71)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21.

72)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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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R의 정당성 확보 방안

지금까지 ADR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찬반론을 규범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규범적으로는 ADR을 장려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절차 보장이 미흡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

키며, 사회적 정의 구현의 담보가 어렵다는 점이 주된 비판으로 제기되

었다. 반면, 사회 변화와 함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소극적 개인에서 적극적 개인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불완전한 법규범의

보완이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계성의 제고 차원에서 유연한 분쟁

해결절차의 등장은 바람직하고 필연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경제학적으로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ADR이 소송에 비해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클수록, ADR의 과정을 통해

의견교환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을수록 재판에 비해 ADR

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사자

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두 접근방식은 시작점은 매우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ADR의 규범적, 사회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사항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Exchange)을 독려해야 한다. 담

론을 통해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려면 깊이 있는 소

통이 필수적이다. 중립적인 제3자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양 당사

자에게 평등한 의견 제출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ADR을 주관하는 기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Expertise)을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이 행정부의 재량을 일단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

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판단이라고 의제하기 때문이다. 건축하

자, 층간소음, 의료과실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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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이 ADR 기구의 결론을 존중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를 알고있는

당사자들은 ADR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당사자의 절차 참여 유인(Engagement)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

다. 법원의 재판에서는 원고가 적법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에게 출석

의무, 증거제출, 진술의무 등이 부과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참여를 강

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ADR은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개시나 효력 발생에 있어 양 당사자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ADR은 전문성이 매우 높고, 비용이 현격히 낮아

선택지로서 명백한 이점을 지니거나 아니면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당사자

의 절차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DR 제도는 양 당사자

에게 무익한 비용으로 인지되어 사문화되기가 매우 쉽다.

지금까지 소송을 대체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ADR을 살펴보았다면, 다

음 장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ADR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

한다. 행정부가 국고를 들여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려면 보다 고양된 공

익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전력, 방송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 새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사측과 근

로자, 기업과 소비자처럼 당사자 간 협상력 격차가 현격해 자력에 의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감정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그 자체로 공익이 되므로 당사자에 절

차 참여 유인을 보장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세 번째 조건이 규범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그간 행정기관은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해

여러 종류의 ADR 입법모델을 만들어왔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실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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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의 도입과 특징

제 1 절 ADR 규정의 범람(mass of ADR clause)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소송 대체적’인 기능 수행을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행정형 ADR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건축,

노동, 환경, 방송통신, 지식재산권, 금융, 전력, 유통업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각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73)

개별법에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중재재정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

고 있으며, 그 절차나 효력 등도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인 제도를 조망하

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법률에 ‘분쟁해결’이 부록으로 따라붙

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정도다.74) 현행법상 행정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한 사례는 50개가 넘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73) 대한상사중재원은 '건설, 금융 등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IT, 지적 재산권, 노사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 엔

터테인먼트 등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경우'를 중재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안내', 2014), 이 중재 대상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74) 법원행정처, “조정실무”, 2002, 29.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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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쟁해결 기구 근거 법률 효 력

건 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 기본법 재판상 화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법 민사상 합의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재판상 화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재판상 화해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임대주택법 민사상 합의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민사상 합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상 합의

교 통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민사상 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판상 화해

환 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규정 없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재판상 화해

거 래

계 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재판상 화해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재판상 화해

국제계약분쟁

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업 발전법 민사상 합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 표 4 > 개별 법률 상 분쟁해결제도75)

75)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335-342. 원문에 「가맹사업 공정화의 거래에 관

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조정의

효력이 민사상 합의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법률상 재판상 화해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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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금 융

증 권

보 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시장감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우체국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지 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재판상 화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재판상 화해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재판상 화해

정 보

통 신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재판상 화해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언 론

방 송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재판상 화해

농어업

환지심의위원회 농어촌정비법 규정 없음

농림종자위원회,

수산종자위원회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민사상 합의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규정 없음

교 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규정 없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노 동

노동쟁의

조정(중재)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체협약

교원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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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단체협약

의 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기 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법 민사상 합의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민사상 합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판상 화해

제 2 절 도입이 확산된 원인

미국과 달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고,76) 행정부처에 ADR의 활용을 장려하는 일반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서 ADR 조항의 범람(mass of ADR clause)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무

엇일까? 행정기관은 본래 전통적인 명령통제(command and control)식의

규제를 수행하고 분쟁해결은 사법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어떠한 이점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민간 당사자들 간의 이

견을 조율해달라는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한 것일까?

다음에서는 ADR이라는 정책 서비스를 수요하는 일반 국민의 관점과,

ADR 제도를 운용하는 제도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의

유인을 살펴본다.

76) 우리나라는 첫 재판기일이 1년 후에 잡히는 미국에 비해 혁신적으로 소송의 문턱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사본안사건만 해도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소가 제기

되고 있음에도 평균 소송기간이 1년 미만이며, 놀랍게도 단독사건의 소송기간은 평균 5

개월 정도이고, 소액사건의 소송기간은 평균 4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World Bank, 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위해 소송

에 소요되는 기간은 미국이 395일, 독일이 310일, 영국이 345일, 일본이 280일에 달한 반

면, 우리나라는 90일에 그쳤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3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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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사전적으로 ADR 기구의 절차의 공정성, 완비성을 평가할 수 있음

② 법원이 사후적으로 해당 절차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독할 수 있음

③ 법원이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공적인 접근(public access)을 요구할 수 있음

1. 제도 수요자의 측면

(1) 분쟁해결의 공신력과 절차 보장

ADR의 소송대체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디스 레스닉도 행정

기관에 의한 ADR에는 긍정적 역할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가 비판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따르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절차

가 공개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사후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불투명

한 민간 ADR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기관도 재판과 유사한 절차에 따른 대심적 처분(administrative

adjudic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헌법의 한계

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법원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적법 절차(process due)”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디스 레스닉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는 ADR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77)

< 표 5 > ADR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78)

이러한 요건은 임의적으로 설치된 민간 ADR 기구에서는 달성하기 곤

란한 것이다. 법원 등 외부기관과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개 과정에서 ADR 절차의 비밀 보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표 4>에 규정된 행정

ADR 기구들은 외부기관에 의한 절차의 사전적 사후적 감독이 일상적으

77)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p. 2808-2811.

78)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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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별법률에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위원의 선임 해촉,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유지, 행자부장관의 활동상

황 점검,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재

정당국과 주무부처에 의해 실적을 평가받을 수도 있다.

즉, 행정기관은 조직적, 절차적 관리 감독을 통해 책임성이 담보되는 기

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 기구의 공신력은

민간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자발성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요한 고려요소였을 것이다.

(2) 법률의 유권 해석에 대한 요구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유사

성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행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광

범위하게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허가․승인․제재처분 등의 적극

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법률상의 문구 해석과 관련

해 당사자 간 재산적 이해가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반 서비스인 ‘우버 택시’가 무료인 경우와 유료인

경우 「여객운송사업법」이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의 적용과 관련된 해석이 달라지는지,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특정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

미하는지, ‘외국법인’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을 때 어느 법률을 유추적

용해야 하는지,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1/2로 규정된 경우 이는 최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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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고정요건인지, 「방송법」 상 시청자제작프로그램 규정의

‘시청자’의 범위에 자연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도 포함되

는지 등,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법률상의 문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이르는 분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의 유권 해석 단계에서 많은 분

쟁이 정리되곤 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법규범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행정기관은 형식을 막론하고

해석지침을 만들어낸다.79) 이 해석지침은 (i) 하위법령에 구체화되거나

(ii) 처분을 통해 공식화되거나 (iii) 유권해석을 통해 공문서로 남거나

(iv) 당사자 간 암묵적인 합의라는 비공식적 영역에 놓이게 된다. (ii)의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

무상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ii), (iv)의 경우 해석 요청을 한 당사자

를 제외한 사람들은 해석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특정한 법률 규정이 매개가 될

경우 당사자는 그 법률 규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

두면 재판에서 사실상 존중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ADR을 통한 재

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3) 전문성의 활용

오늘날의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정책은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법률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느슨

한 네트워크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원 임

79)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법령해석권한은 법제처에게 있지만, 법제처도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을 1차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

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 부처에 해석을 요청했음에도 30일 이상 무응답하거나 해

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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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을 지니고 있는 분쟁해결 기구는 통상 이러한 정책네트워크에서 활

동하는 전문가들로 채워지게 된다.80)

<표 5>에서 보듯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주택, 교통, 유통, 계약

등 개별 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산업군 별로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은 산업

내 행위자와 생태계 질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 내 행위자 간의 협상력 격차나 개별적인 판

단이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도 높다. 따라

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과의 밀접한 거리에서 기인하는 전문성은 중립성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의 발전에 책임을 지

닌다는 것은, 개별 분쟁으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익적 요구로 인

해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길 경우 불리한 결론에 이를 것을 우려하는 사

업자는 분쟁해결절차를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상의 규제’라고 인식하기

도 한다.

(4) 시간과 비용의 절감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도 적용되는 ADR

80) 「방송법」[시행 2017.9.15., 법률 제14839호, 2017.7.26.]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선임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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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관리 분쟁발생 시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보다 좋은 점

a.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

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

하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

게 도와줍니다.

b.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시 약 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

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c.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

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다.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는 법원이 3부 중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분쟁해결 기구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

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한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담당 직원에 의해 절차를 안내받으며, 사건 진행에 따른 수수

료는 없거나 매우 적으며81) 인터넷 모바일로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경

우도 많고 소송에 비해서는 전체 시간도 짧게 소요되는 편이다.82) 국토

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분쟁조정의 큰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ㄷ

< 표 6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장점83)

8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35,000원

이다. (www.ecc.me.go.kr, 2017.10.31.에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수수료는 기본 2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

원씩 가산된다. 조정신청액이 1억원인 경우 수수료는 162,000원이다.

(www.k-medi.or.kr, 2017.12.23.에 확인)

82) 통상 우리나라의 민사본안사건이 1년 여 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2014년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회부한 경우 조정에 총 39.7일이 소요되

었고 조정 성공률은 59.2%에 달하였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321.)

83) http://namc.molit.go.kr, 2017.12.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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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

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

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03.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

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사례 정보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립합니다.

(5) 권위에 의존한 해결

비공식적이고 감성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분쟁을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권위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수요다.

행정기관이 합법적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자신이 소관하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소관

범위 내에 있든 그렇지 않든 행정기관이 ‘온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

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므로

자율적 합의 도출보다는 후견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효력을 강화하

기를 희망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당사

자는 보다 강력하게 행정권을 발동하여 상대방이 그 권위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84)

84) 현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방

송(SO), 위성방송과 콘텐츠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① 채널공급계약

체결 여부, ② 채널공급에 따른 대가(수신료, 프로그램사용료 등으로 칭함)에 관한 분

쟁이다. 방송법상에는 SO가 조화롭게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

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에서는 ‘시청자에

게 미치는 영향’, ‘채널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로 인해 양 사에 발생하는 피해규모’

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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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면 권력적 행정지도와 유사해지는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자의적 행정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

다. 행정기관에 의한 ADR 제도가 그 판단기준의 구체성이나 예측 가능

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그 결정

에 지나치게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제도 공급자의 측면

법률의 규정과 추구하는 공익이 명확하다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도출하는 분쟁해결에 비해 행정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명료하다.

시장에 명확하게 신호를 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

런데 이해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청이 모든 입증

부담을 지고 전형적인 명령통제식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

아짐에 따라 ADR 제도가 각광을 받게된 것으로 보인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 유도

일단 자원배분의 결과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고 제한적인 경우

에 한하여 개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행정

기관이 모든 요소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

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넓은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

겨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분쟁해결절차는 이 조건에서 출발한다. 만일

「방송통신 분쟁해결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이재진 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과

제 09-진흥-다-17, 2009. 12.)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위성사업 관계자와 PP 관계자

모두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방송산업의 특성과 방송시장의 구조, 업계 내 이해관계

등을 잘 파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보다 긍정

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조정의 강제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논거 제시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

였다(pp. 113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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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특정한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ADR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전지전

능한 판단자가 아니라 보완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85)

(2)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 법 위반 내지 준수 여부를 일도양단(All

or nothing)으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다. 판단기준은 매우 포괄

적으로 유연하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견 교

환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

이다.86)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단정적으로 결론

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처분 형성의 신중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절차

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ADR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 때 판단

의 결과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열려 있게 된다.

(3)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성 강화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증책임을 줄이면서 시민

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특정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해두었다면 행정기관은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부당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신청인

에게 부과되므로 행정기관은 해당 분쟁에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85)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4.

86) 이희정, 앞의 글, 2004,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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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

이 ‘시장의 자유 영역이므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미온

적으로 대처할 경우 공분을 사기 쉽다. 이 때 분쟁해결제도가 입법화되

어 있다면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식의 항변사유를 내놓을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행정기관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분쟁해결 기능 강화로 대처하는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11년 ~ ’12년에 발생했던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해결 기능 강화로 대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KT

Skylife 위성방송에서 SBS HD 방송이 48일간 중단되고 전국의 모든 케

이블방송에서 28시간 동안 KBS2 HD, SD 방송이 중단되자 정부의 무력

함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87)도 논

의되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기존 방송법상의 분쟁해

결절차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

회하게 되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방송 유지·재개 명령의 도입 등 일

부 내용이 반영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면서, 의료과실

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신해철법’이라는 별

칭을 지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안의 처리

를 추진한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

식 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

관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직권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

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문제가 되자 분쟁해결 절차의 강제력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87)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케이블방송 등이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채널은 KBS1과

EBS이다. KBS1과 EBS 외의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송신여부는 사업자 간의 협상에 따

라 정해지며 재송신 대가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송신이 중단될 수 있다. 2012년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있고 나서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를 KBS2, MBC 또는 SBS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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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지금까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에서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함께 증가해왔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생각해볼 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쟁해결 주체에 기대하는 역할

모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ADR 제도는

태생적으로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작용과 유연하고 수평적인 작용의 가운

데 지점 어딘가에 불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즉,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완전히 사적 자치

에 맡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행정청이 선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전

제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발하는 것도 꼭 맞지 않은 중간지대에서 활용되

고 있다. 행정형 ADR은 ‘소송 대체적’ 기능도 있지만, 전통적인 행정에

의한 법 집행 방식인 명령통제식 규제의 대안으로, ‘처분 대체적’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

< 표 7 > 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의 차이

구 분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제도에 대한 요구 ‣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

‣ 근거법률의 유권 해석

‣ 권위에 의존한 분쟁 해결

‣ 당사자의 의사 존중

‣ 탄력적인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결과를 도출

‣ 분쟁에 개입하되 책임은
최소화

ADR의 대상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던 분쟁 명령통제식 규제 대상이던 분쟁

주요 행위자 행정기관 당사자

추구하는 가치 직권주의, 신속성, 명확성,
일관성, 책임성 등

당사자주의, 신중성, 공정성,
유연성 등

이에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기

에 이르렀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의 직권적 판단에 기초해 일방적이

고 강제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해결제도를 처분 대체적인

것으로 인지할 경우 분쟁해결 주체가 공익의 실현을 위해 다소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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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서 규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절차를 관장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 표 8 > 행위형식 별 당사자의 역학 관계

민사 분쟁해결 행정기관의 분쟁해결 명령통제식 규제

(법원)

신청인 상대방

행정기관

신청인 상대방

행정기관

상대방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대법원과 학

계에서부터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입법 실무는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해 그 때 그 때 개정을 하는 상향식

(bottom-up)으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있다. 분쟁의 속성과 입법 당시의

필요에 따라 주체, 절차, 효력 등에서 다양한 형식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특징을 고찰

하려면 개별 법률상의 규정을 유형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

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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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특징

1. 개 관

다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특허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다음과 같이 주체,

절차, 효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유형을 추출한다.

< 표 9 > 입법례 분석의 틀

주 체 처분권한을 지닌 행정청 독립 위원회

절 차

개시 직권/일방의 신청 쌍방의 신청

진행 강제조사 임의조사

성립 동의 불요 양 당사자 동의 필요

효 력
사법 재판상 화해 민사상 합의

공법 처분성 있음 처분성 없음

2. 입법례의 분석

(1) 주체 : 처분권한을 지닌 행정청 / 독립 위원회

<표 7>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분쟁해결은 행정청과 분리된 각종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분쟁해결을 주관하는 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제3자성을 보장함으로써 분쟁해결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구성, 임기의 보장,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 배

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88)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동위원회, 금

88)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헌[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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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분쟁해결과

함께

규제기능도

지닌 경우

중앙

행정

기관

분쟁

해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
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
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분쟁

해결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
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
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제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
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융감독원 등 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해결의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특허청장,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더

욱 특징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련된 피규제

자는 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개연성이 높겠으나, 분쟁해결의 제3자성 내

지 객관성은 떨어질 우려가 있다.89)

< 표 10 > 분쟁해결 주체에 관한 입법례

89) 분쟁해결의 주체를 살펴볼 때 위원의 임기, 자격요건, 신분보장, 해임요건, 지휘감독

권, 형법상 공무원 의제 등도 논의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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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분쟁

해결

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
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
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
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
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
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규제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
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
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
다.

중앙

행정

기관

아님

분쟁

해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규제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
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
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분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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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2017.11.28., 일부개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
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제재(중 략)

분쟁

해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
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③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
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

제43조(하자심사)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
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
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
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분쟁해결

전담

위원회

방송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

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

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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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

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

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

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

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62호, 2018.1.16., 일부개

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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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차

행정처분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응 유

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인정된다.90) 처분절차 진행 중에 조사절

차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조치가 예견되므로 당사자는 대

개 성실하게 협력한다. 재판 중인 당사자 또한 원치 않더라도 법원에 출

석해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반면 ADR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절차다. ADR은 유

연하고 탄력적인 만큼, 강제력이 낮고 당사자의 참여(Engagement) 유인

을 높이기 어렵다. 조정에서는 조정기구가 제시한 안을 당사자가 수락하

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 그림 2 > 조정의 일반적인 절차

민간 ADR에서는 조정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일단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하는 ‘중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는 행정 ADR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91)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90)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의 실효성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처분에 대해서

는 행정쟁송으로만 이를 다툴 수 있게 한 결과 인정되는 효력이다.”(최계영,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제16호, 2006, p.260)

91)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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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개시부터 당사자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조정안 불수락의 비용을 높

여 조정성립을 유도하는 등 우회적으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 ADR 참여를 원치 않는 당사자는

일방적 절차 부담을 규제와 유사하게 인식하게 된다.

1) 절차의 개시 : 직권 / 일방의 신청 / 쌍방의 신청

원칙적으로 ADR에서는 양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지니고 있

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ADR의 과정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것이고,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불수락함으로써 절차비용만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과 같이 조정

의 직권 개시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표 12> 상의 A,

B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조정의 개시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일방의 신

청만 있으면 피신청인이 원치 않더라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조정을 개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분쟁 해결’을 이유로 절차적 부담을 지우

려면 당연히 공익적 사유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자원의 격차가 현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분쟁해결에 성

실하게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피해가 심각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방의 신청만 있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피

해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매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항하는 개인의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다룬다. 일방의 신

청으로 절차가 속행되고 피신청인의 불출석 시 신청인의 취지대로 정정

하므로 절차의 신중성,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논란 발생 가능성은

적다. 이 절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조정’ 형식을 중심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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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통상적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175호, 2016.5.29., 일부개정]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

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

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3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

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

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

(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

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

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

보도청구 이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신청인의 공격권을 보

장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이 직권으로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인

위험 발생으로 즉각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ADR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다. 환경분쟁 조정은

환경오염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신청 없이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1 > 분쟁해결절차의 개시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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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각하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2012.2.28. 제정)

제3조 (조정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이 규칙에 따른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조정

참여를 요청하고, 조정참여의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참여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

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

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

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

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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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

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

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

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

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

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

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

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

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

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

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

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

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

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

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

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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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2호, 2017.10.18., 일

부개정]

제19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

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

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

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신청 없이도

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1조(조정·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

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

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

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2017.3.21., 타법개정]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

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

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

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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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의 진행 : 행정조사의 활용

ADR에서는 양 당사자의 성실한 주장과 입증을 통한 의견교환을 독려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92)에 따르면 조정인

은 당사자에게 공평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형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문가

의 자문이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절차 전반을 당사자가 주도

하되 조정기구가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의견교환을 돕는 ADR의

본래적 모습을 잘 나타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직접 ADR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실체적

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서 제

출이나 출석 요구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이라

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 자료제출, 출석, 현장조사 협조 등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등의 이행확보 수단까지 규정한 경우는 그 자체로 권

력적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3)94) 따라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출석요구서나 현장출입조사서 발송, 자료

영치 시 대상자 입회, 영치조서의 교부, 중복조사의 제한 등의 규정이 적

용된다. 위법한 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조사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ADR 제도의 규제적 성격

9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조정규칙은 대한상사중

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이다.

93)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

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94) “조사적 기능을 갖는 즉시강제를 분리하여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라

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강제력을 갖는 조사가 아니라 ‘subpoena’, 즉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기관의 조사

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다.”(박정훈, 앞의 책, 2005, 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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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진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의 직권 개시가 입법될 때 의

료업계가 업무마비 등을 우려하며 반발을 했던 이유는, 한국의료조정중

재원에 강도 높은 현장조사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절차 속행에 대한 심

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95) 의료인들은 개정안을 단순한 규제를 넘어

선량한 의료인을 범죄화하는 시도로까지 이해하였다.96)

행정조사는 양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시민교육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 개인 간

의 의견교환을 장려하는 것을 ADR의 본질로 보는 입장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분

쟁해결이 지향되는 분야에서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조사

권한의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95)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는 감정부에게 출석진술 요구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

건 등의 제출요구권 등을 정하고 있고,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데 이에 응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감정인의 강제조사권및 의료기관에

게 부과된 의무는 감정의 본질과 맞지 않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꾀하는 ADR의 본질에

서도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신속,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기관의 안

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증거조사 등에 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하는 것인데, 의료분쟁조정법은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

한 절차진행임에도 증거조사 등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방해하고 있

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조정중재원의 직권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들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기에,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사재판의 변론

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조정중재원의 증거수집 도구화’ 현상이 대두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장성환, ”의료분쟁 조정강제개시 법제화의 문제점“, 『의료정책포

럼』 Vol. 12, No. 4, 2014 pp. 130-131.)

96) “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 … 의협 반발”(동아일보,

2016.02.17.), “신해철법, 무분별한 분쟁 증가, 소극적 진료환경 조성 우려”(메디컬투데이,

2016.06.08.)



- 65 -

구 분 입법례

임의적인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

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3조(조정 등)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1조

(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

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2012.2.28. 제정)

제6조(조정인의 역할) 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당사자 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

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

을 제시할 수 있다.

< 표 12 > 분쟁해결절차의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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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답변, 서류제출 및 통지) ① 피신청인은 제3조 제6항에 따

른 접수 통지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

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정절차) ①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

아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인은 공정성,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인에게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

정한다.

⑤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의 자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강제적인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제43조(하자심사)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및 제4항의

의견서를 작성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

술하게 하거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

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임의적인

현장 조사권

건축법[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175호, 2016.5.29., 일부개정]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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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

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

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

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

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강제적인

현장조사권

(과태료 등)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

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

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留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

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

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

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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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

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②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

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

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

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

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

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

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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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

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강제적인

증거조사권

(민사소송법

준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

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

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

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

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

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

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

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

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

회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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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력

1) 효력발생 요건

통상적인 조정에서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의 수락/거부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자는 단순히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조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이다. 사전적인 중재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중재안을 거부할 수 없다. 앞서 경제학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비구속적 ADR은 조정에, 구속적 ADR은 중재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정을 수락하지 아니할 때의 비용을 높

임으로써 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다.

첫째,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의

의사를 기간 내 표명하지 않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둘째,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조정안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다. 이 때의 소송은 민사소송일 개연성이 크며,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조정안의 효력은 상실된다.

한편, 분쟁해결의 결정 그 자체가 처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발생을 배제하기 위해 분쟁해결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유효하다.

2) 효력의 종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여기에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

법」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판결

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지며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97) 한편 ‘민사상 합의’는 기판력

9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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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통상적인

경우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

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

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

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

과 집행력을 갖지 않으며, 민법 제107조 ~ 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흠결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허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을 들어 언제든지

그 효과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 표 13 > 분쟁해결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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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동의

의사표시

미비를

동의로

의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44조(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

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 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

(却下)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

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

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

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

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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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

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

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

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

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

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

처분성을

지니는 경우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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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

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

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

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

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

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

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

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

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

정]

제68조(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

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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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

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

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입법례가 다소 복잡하므로 행위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당사자 간 어떠한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 표 14 > 분쟁해결 성립요건과 효력의 유형

성립요건

효력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동의 불요

자유로운 부동의 부동의 시 소송
처분성 있음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민사상

합의

A 유형 C 유형 E 유형

대규모 점포 등

유통분쟁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재정

특허법상 재정,

노동 중재재정

재판상

화해

B 유형 D 유형 F 유형

환경분쟁 조정,

방송분쟁 조정,

공동주택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환경분쟁 재정
-

①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자유롭게 부동의 가능

A 유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가장 존중되는 형태이다. 양 당사

자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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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에 재판절차를 통해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들어

합의의 내용을 다투는 것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ADR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다.

B 유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되, 양 당사자

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정 성

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며 결과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

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성립 당시의 판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소멸하게 되므로 공

정한 절차의 보장과 조정안의 내용, 조정안 수락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

확히 고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②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의 가능

C 유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유형이다. 조정안 수락 거부 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할 유인을 마련하

고 조정안의 구속력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된다.

다만,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강

요하는 것은 ADR이라는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다소

어색하다. 당사자는 ADR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효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98) 이는 분쟁해결을 조

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간의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

98) 이 문제는 특히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아직 개시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소음발생 우려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벽 설치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하자. 이 때 건추주

가 공사장이 신청인의 거주지와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가벽 설치합의의 효력 발생을 배척하려면 가벽설치의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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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제 5 유형과

다르게 소가 제기되면 조정안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해당 분쟁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애매한 상태에서 표류하게 된다.99)

특히 D 유형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때 위의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 내지 기본권 침해 우려와 더불어 ‘신속한 권

리관계의 확정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한계를 논의하면서 보다 자세히 다

루도록 한다.

③ 당사자의 동의 불요

ADR의 결정이 당사자의 동의 여하와 무관하게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

는 경우이다. 이 때는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지

닌다. 또한 당사자 간에는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결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

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F 유형은 논리적으로 성립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취소되지 않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도과하면 불가쟁력

이 발생한다. 이 점이 사법상의 효력만을 발생시키는 앞의 유형들과 가

장 큰 차이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중재재정은 ① 노동법규 내지 단

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100), ② 한 번

9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상호접속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을

신청해 상호접속 재정이 내려지고, 이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 불복하는 경우에 기간통

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

사, 2005, p. 842.).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은 민간 주체끼

리 맺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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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이 여러 노동관계에 준용되어 공익 일반에 영향을 미치며101), ③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위의 차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당사자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

닌다.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

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

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특허법」상의 재정의 대상이 되는 통상실시권 설정 문제는 ① 특허법

에 따른 요건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고102), ② 사장된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

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

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2)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

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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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특허 등의 실시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만일 ③ 외국 대형제약회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협상력 격차가 있

을 수 있고, ④ 정당한 대가 지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다.

재정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노동법상의 중재재정과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으로 불복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법적 판단에 기해 내려진 결

정이므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어 재정결정에 반발하는 측과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허법」 제115조는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재정에서 정해진 대가가 지나치게 낮아 불만이 있는 경우는 동

법 제191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른바 처분을 기초로 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제 4 절 소 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입된 배경과 실정법상 분쟁해

결제도의 공통적인 속성,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의 유형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행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제도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가 맞

아떨어지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ADR은 소송의 대안이기도 했지만, 사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

서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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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복잡성이 커지고 행정이 유연화되면서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정법상의 ADR은 행정의 직권적 요

소가 강하게 개입된 유형부터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까지 넓은 지

평 위에 다양한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절차의 종결 및 효력 발생에 이

르기까지 현행 주요 법률을 분석하여 보았다. 주된 초점은 행정기관이라

는 지위에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 특수한 제도적 장

치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먼저, 절차의 개시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의 신

청만 있거나 아예 신청이 없어도 분쟁해결을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절차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넘어서 권

력적 행정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쟁해결안이 마무리된 후 조정안의 효력 발생이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효력도

민사상 합의에 그치는 경우와 재판상 화해까지 이르는 경우로 나뉘었다.

조정성립의 요건과 효과를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전형적인 민사법상의 ADR의 구조를 취하는 A 유형과, 대심구조가 일

부 가미된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E 유형이 법 논리적으로는 가장

깔끔하다. A 유형에서는 행정기관이 중립적 제3자가 되고, E 유형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행하는 자가 되며 이에 맞게 소송절차까지 설계

되면서 권한과 책임의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 실무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 민사소송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 권력적 행정작용의 자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B~D에 해당하는 중간적 유형의 분쟁해결이 증가해왔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행정형 ADR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향후에도 이러

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D의 유형에서 드러나는 혼선은 행

정형 ADR에 부과되는 다양한 모순적 기대(유연하고 탄력적이지만 문제

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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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법론과 실정법상 사례 검토

제 1 절 주요 고려사항

1. 개 관

행정기관이 분쟁해결 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얼마 안되는 수수

료만 부담할 뿐이지만 안건의 심의와 조사에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국고에서 충당된다. 사적 자치 영역에 행정기관

이 비용을 지출하며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민간 ADR 기구나 법

원 조정위원회 등에 맡기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참여할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보다 강화된 공익적 사유가 논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행정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분쟁의 특성과 참여자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 개입의 필요성이 논증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쟁해결제도가

민간의 자발적인 ADR보다는 절차보장이 확실하고 실효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기대가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의 활용, 조정

안 수락의 강제 등의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ADR

의 본래적 목적을 벗어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야기할 수 있

고 재판청구권의 제한 등으로 위헌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별로 행정

개입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과 더불어 ADR의 절차와 효력이 헌법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재판청구권의 보장, 과

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후에 이에 부합하는

입법모델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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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유형과 속성

(1) 행정의 개입이 요구되는 네 가지 분쟁 유형

첫째, 법률상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사항이 되는 분쟁이 있다. 사업주체

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

자를 보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한 손해가 쟁점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통상 법률

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행위발동의

요건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일률적 강제적인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은 행정권의 발동을 자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당

사자의 신청에 기한 분쟁해결 절차에 우선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둘째,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제3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다.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가격분

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정

이 체결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고객 간의 전화연결에

장애가 발생한다. 또는 신약, 신품 종자 등을 개발했으나 경제적인 이유

로 특허실시를 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당사자 간의 협상력이나 정보 격차가 매우 큰 경우이다. 의료분쟁

이나 금융분쟁의 경우 소비자에 비해 의료기관, 금융기관이 현격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고도의 전문성

이 필요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분쟁 자체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처

럼 갑 을 관계가 명확하고 을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

우도 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자원 격차가 큰 경우에는 대등한 당사자

를 전제하고 접근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비용 감정 등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분쟁해결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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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회계법인,

건축법인 등 민간주체에 비용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

지만 대립이 첨예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편파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모적으로 지속되기 쉽다. 이는 건축법인이 타 건축법인의 하자를 평가

하거나 의료법인이 타 의료법인의 과실을 평가하는 식의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신뢰하지 않는 문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립성, 제3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된다.

공동주택의 설계 시공부실, 재료불량 등의 하자를 심사하기 위해 「공

동주택관리법」 제39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5년 4,224건, ’16년 3,880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되는 등 매우 높은 이용

률을 기록하고 있다.103) 의료분쟁, 환경분쟁 등에서도 손해, 비용감정 절

차가 핵심이다.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분쟁의 당사자가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여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쟁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과 큰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 분쟁의 유형과 공 사법 구별

첫 번째 유형에서는 행정이 단순한 사안의 중재자가 아니라 다소 우월

적인 지위에서 법령의 위반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손해를 입은

자의 분쟁해결의 신청은 행정개입청구권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대심적 구조에 따라 내려진 처분처럼 보이게 된다.

분쟁해결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부가 직권으로 시정명령이나 과

1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운영 실적

(http://www.adc.go.kr, 2017.12.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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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는 분쟁해결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공 사법 구별이론에 따를 때 행정의

사인에 대한 권력적 지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법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권력설’)

두 번째 유형은 행정이 당사자의 이익 보호 뿐 아니라 제3자나 일반 시

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이다. 분쟁의 대

상이 보편적 서비스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 결과보다는 시민의 지불의

사와 원가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익의 담지자’로서 보다 공익적

요청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이익설’)

세 번째 유형은 관여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원의 격차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따

라서 넓은 의미의 ‘이익설’에 근거해 공법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

다. 다만 본래 완전히 대등한 당사자는 없으며 법원에서도 법률구조 등

불평등한 지위의 조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요건만으로 특별히 공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의 발휘

가 행정기관의 개입의 주된 근거가 된다. 고도화되고 전문 지식이 축적

된 행정기관을 통해 당사자가 신뢰를 지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피해의 경제적 대가를 산정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추후 소송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과 직권주

의적 요소를 지니고 처분 대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면, 세 번째

와 네 번째 유형은 제3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속

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소송 대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을 양 극단으로 하여 좌측으로 갈수록 행

정의 직권적 요소가 크고 우측으로 갈수록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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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법률상

의무 위반

일반 시민에

큰 영향

당사자 간

자원 불평등

비용 감정 등

전문기술 판단

공 사법

구별이론
권력설 이익설 이익설 -

행정 역할 법 집행자 공익 담지자
공익 담지자,

신속 해결자
신속 해결자

처분성 강함 <----------------------------------------> 약함

법원의

존중

행정의 법률적

가치판단 존중
<---------------------------->

사실상의

전문성 존중

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은 나름대로의 법적 기술적 전문

성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학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존중도

가 높아질수록 ADR을 이용하려는 당사자의 유인은 커진다.

다만, 여기에서 법원이 해당 결정을 존중하는 사상적 토대가 전혀 다르

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마치

재량행위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행정의 법률적 가치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다. 네 번째 유형에서는 법원이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듯이

사실상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판단은 감정인의 판

단으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다.104) 따라서 후속 소송절차에서 행정기관

은 자신의 판단을 소명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스스로 사적인 분쟁절차

를 지속해나가면 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분쟁해결 결정의 법적 성격, 피

고적격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 표 15 > 분쟁의 유형별 행정기관의 역할

104) 실제 법원이 분쟁해결 기구에 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만화 공모전에 제출된

원고와 유사한 내용을 해당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드라마화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

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시나리오의 기본

골격과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

으나, 법원은 두 시나리오 간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6가합536768판결,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문화」 2018년 3월호,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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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

일반적인 ADR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

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서비스에 가깝다.

그런데 위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ADR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익적

사유가 있거나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로서,

ADR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민간기구에 의한 ADR보다는 그 절차 진행과

효력 발생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기대하게 된다.

분쟁 해결의 실효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강화될 수 있다. 먼저 행정기

관의 전문성(Expertise)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조직법적 규율이

활용되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이나 제척 기피, 기밀누설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제3자성을 보장함으

로써 결정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결정

이 전문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법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존중을 받을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분쟁해결 과정에서 행정의 직권적 요소를 강화해 당사자의

참여(Engagement)와 순응(Compliance)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절차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당사자에게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ADR의 권위를 높이고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

가 있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거나, 당사자가 원

치 않아도 현장조사 등을 감내하게 하거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분쟁해

결안을 받아들이게 만듦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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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 한계

(1) 재판청구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본래 비구속적인 ADR은 당

사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제한과는 거리가 멀

다.105) 사전에 부제소합의를 하는 구속적 ADR의 경우에는 결과에 무조

건 승복해야 하므로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입법 실무에서는 비구속적 ADR의 입법형태를 취하면서도 당사자

가 동의를 표명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B 유형). 이에 더해 당사자가 명시적인 화해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기

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수락을 의제한 후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기도 한다(D 유형). 재판상 화해의 적용범위를 당사자가 명시

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106), 이 경우에는 ‘부당하게 재판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27조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

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형성된 절차규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107) 통상 재판상 화해 규정의 위헌성판단

105) 비구속적 ADR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활동범위를 위축시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Fiss, Owen. M., 앞의 글, 1984 등).

106)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

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재판상 화

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

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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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7,

1995.5.25.]

① (주체)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조정절

차와는 달리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함

② (절차)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음

③ (판단기준)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배상액보

다 하회하는 점

④ (명확한 고지) 불제소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

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

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입법금지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함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① (주체)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됨

② (절차)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

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③ (판단기준)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

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④ (명확한 고지와 자유로운 선택)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미 보상금까지 수령한 상황이므로 의사발현 기회 있었음

⇒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정례는 아래의 두 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결정주체의 제3자성, 독립성이 보장되고

절차의 공정성, 신중성이 완비되어 있으며, 판단기준이 확정적이어서 법

원과 유사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고, 재판청구권의 포기가 명확히 고

지되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면(보상금 수령행위 등에)

재판상 화해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 표 16 > 재판상 화해 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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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유죄판결이 불

법체포 구금된 후 고문을 당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 밝혀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기존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

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108)109)

또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배

상금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

부가 다투어졌으나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등이 모두 담보

되었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110)

이 결정례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논리구조에 따라 ① 입법목적의 정당

성과 수단의 적절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로 재판

청구권 침해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

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급결정에 재판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확보되

는 배상금 등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108)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1.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9호, 2015.5.18., 일부개

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

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9) 사견으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확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민주화보

상법 제18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보상 당시까지 규명된 피해

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해당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입증된 경우라면 보상금 지급 동의를 하던 당시에는 ‘당사자가 다룬 사실이 없었던 사항’

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재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전

원재판부 2015헌마654, 2017.6.29,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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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은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 조속한 분쟁의 종결과 즉각적인 피해구제,

권리관계의 안정화 등의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에서는 「환경분쟁 조

정법」상의 재정결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공시송달을 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11)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

르면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의 포기가 정확히 고지되고 동의 여부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합리화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

이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재판청구권 포기 거부 의사를 명확하

게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가 인정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결정서가 직접 도

달할 수 있게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용인함에 있어 ① 주체적, 절

차적 공정성과 더불어 ②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법원 재판결과의 예측 가

111) 청구이의[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

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

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

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

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

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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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③ 명확한 사전고지와 자유로운 선택권(당사자의 방어권)의 보장,

④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화 필요성 등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과잉금지원칙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신의성

실원칙 등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등원칙은 양 당

사자의 대등한 공격방어권의 보장 및 주체와 절차의 불편부당성으로, 신

의성실원칙은 기밀누설방지나 사회상규에 맞는 적정한 판단기준의 채택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ADR에 있어서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행정기

관에 의한 ADR의 직권적 요소가 높아질수록 당사자는 해당 절차를 자

신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발하듯이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탐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절차

적,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분쟁해결제도의 설

계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

는지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려면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분쟁해결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피신청인의 강제적 절차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

는 사유가 필요하다. 행정조사와 그 이행력 확보수단을 규정할 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조사자의 이익을

형량해야 한다. 권력적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강제적인 자료협조

를 얻지 않으면 분쟁의 해결이 요원한 경우, 당사자 간의 정보격차가 매

우 커서 이를 시정하는 것만으로 분쟁의 해결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

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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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을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

은 원칙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

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노력을 독

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가급적 직권적 요소를 배제하고 서비

스 제공, 의견교환 촉진의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행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 분쟁해결의 형식을 취하는 ADR이 해당 목

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하명이나, 행정계획,

행정조사 등일 수 있다. ADR은 결과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예측

가능성의 저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자칫 직권적 요소를 강화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시간적 정신적 이익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ADR에서 보다 강화된 절차나 효력을 적

용하고자 한다면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효과성이

높으리라 예상되는 분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112)

(3) 자기책임의 원칙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

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를 ‘자기책임

의 원칙’이라 부르며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이다.113) 행정

법에서는 ‘위험을 야기한 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으로

통용된다. 행위와 책임이 분리될 경우 부당한 당사자에게 비용이 전가됨

112) 언론분쟁 조정은 피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있은 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소송 전환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에게는 침익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13)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4.8.21, 선

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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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책임법리가 행위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

생한다.114)

분쟁해결제도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의견교환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

다. 분쟁해결안에 불복할 경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상황을 처음으로

되돌려 그간의 절차비용을 감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더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의한 ADR에서 직권적 요소를 강화하여 행정이 적

극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후속으로 제기되는 소송 등에 전혀 관

여하지 않는 것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

약 환경분쟁의 재정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즉

시 재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당사자는 처음부터 다시 주장을 입증해

야 하고 재정에서 내려진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115) 당사자들은 재정결정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알

114) “위험을 야기한 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만일 행위와 책임이 분리된다면, 행위에 대한 유인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을 분명히 한다

는 것은 수범자의 책임분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시 제재의 효과를 적절히 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일 유통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식품안전에 위해가 초래된

경우에도 식품생산자에게 책임을 물린다면, 식품생산자가 부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유통업자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결과를 방치한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책임소재를 묻는 규제체계를 갖춰 자기책임성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전체적인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규제원리에 비춰

보더라도 필요하다.”(이원우, 앞의 책, 2010, p. 943.)

115) 다음과 같이 언론분쟁 조정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록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심리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고려할 것임

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7.13., 제정]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

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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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분쟁기구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판이 파기환송되는 식으로 결정을 명시적으

로 시정당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돌아보며 법

원의 판단기준과 조율해나가는 식의 인센티브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잘

못된 결정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에

게 부여되며, 행위와 책임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

이 분쟁해결과정에서 적극성을 지닌 행위자가 되면 될 수록 이러한 문제

는 더욱 심각해진다.

행정기관이 민간 주체와 동등한 의미의 자기책임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국가책임은 일반

적인 개인책임의 범위보다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좁다고 볼 수는 없

다. 현대사회의 최종 대부자인 국가는 사회 안정을 위해 자신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면책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서 보듯이 국가는 고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성이 낮아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행

정기관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할 경우 결과에 대해서도 책

임을 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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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법률상

의무 위반

일반 시민에

큰 영향

당사자 간

자원 불평등

비용 감정 등

전문기술 판단

공 사법

구별이론
권력설 이익설 이익설(일부) -

행정 역할 법 집행자 공익 담지자
공익 담지자,

신속 해결자
신속 해결자

처분성 강함 <----------------------------------------> 약함

적용

가능한

입법모델

(I 유형) 대심구조의 처분

(II 유형) 유연한 분쟁의 해결

(III 유형) 2단계 결정

제 2 절 세 가지 입법모델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해결에 나설 사회적 요청이 있는 분쟁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이 때 행정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헌법상 한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개별 법률이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꼭 위

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만일 헌법 정신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다면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DR의 실무가 쌓일수록 논리적으로 타당한 모델 설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의 법의 일반원칙,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자기책임의 원칙과 같은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입법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쟁의 유형별로 행정기관에 투입되는 사회적 요구가 각기 다르다. 해

당 분쟁에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달성해야 하는 공익과 헌법적 한계를 최

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3 가지의 입법모델을 구성해보았다.

< 표 16 > 분쟁의 유형별 바람직한 AD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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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유형 : 대심구조에 따른 행정처분

(1) 개 념

행정기관이 개별 사안에서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권해석 권한을 지니는 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발하는 것이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내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일방적 명령을 하기에는

행정기관이 지닌 정보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어 ADR의 절차 규정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① 주체는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이다. 법령 해석과 정책적

판단이 수반되기 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행정청이 자신의 이름으

로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분쟁의 유형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분쟁의 대상은 법률상 의무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외

적으로 해당 분쟁의 파급력이 국민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처분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열거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권력적 행정조사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④ 판단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도 있지만,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판단의 경우에는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

⑤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⑥ 행정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는 민사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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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분쟁해결제도의 분석의 틀(I 유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적용례

1)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본래 통상실시권 설정은 적법하게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자(품종보호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하는 자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권자(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발명(품종보호)을 실시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특허(품종)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116) 특허청장(농림식품부장관)이 통상

116) 특허법 제107조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

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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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 여부와 그 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절차가 신청에 기해 개시된다는 점, 양 당사자의 의견제출권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 국가가 대신해 계약을 체결해주어 사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는다. 다만 법정 요건

이 만족된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용인하도록 '수인하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인하명의 강제성 일방성이 극대화

되면 특허법 제106조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117)에 이르게 된다.

통상실시권 설정은 ‘실시명령’과 같은 직접처분을 활용하기보다 양 당사

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특허권의 사회적 활용도와 경제적 가치, 거래

관계의 공정성 등에 기초하여 통상실시권 설정 여부와 그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형성된 제도로 보인다. 분쟁해결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상 명령통제식 규

제로 달성해왔던 바를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처분절차를 활용한 사례로 보인다.

재정의 대상이 특허법상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

으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도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제1항 각호와 제5항 각호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과 대가지급 결정의 고려사항을 정해두고 있고(공공의 이익,

불공정거래 시정,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 등) 통상실시권 산정 근거도

법령에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118)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7)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

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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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재정 관련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다. 재정

의 효력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므

로 재정에 사법상의 효력(통상실시권 허락)과 함께 공법적인 효력도 함

께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총 5건의 재정사례를 공개하고 있다.119) 통상실시권을 허락하

는 재정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의 단 1건 뿐이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실시권 설정은 전형적으로 행정기관

118)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제5조

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o 총 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

량(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 점유율(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

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o 총판매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119) 통상실시권 재정 사례(특허청 홈페이지 공개)

「비스-티오 벤젠의 제조방법」(일본, 닛봉 소다 주식회사 소유)에 관한 특허가 정당

한 이유없이 3년이상 국내 불실시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며 특허권자의 3년이상 불실

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통상실시권을 허여함 ('80.11)

낙태약(mifepristone)제조방법(프랑스 제약회사 소유)이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이상 국내

불실시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낙태목적의 의약품은 국내 제조 불허가 대상품목으로

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실시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94.3)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스위스 제약회사 노바더스 소유)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지 아니하여 청구 기각('03.2)

청구인등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제2공구(28.1㎞)내의 교량공사가

피청구인의 실용신안권 침해 시비로 지연될 경우, 막대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한 경우」라

고 주장하면서 재정을 청구 하였으나 중도에 자진취하('06.11)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에 대한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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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상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제 1유형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가 특

별한 사유 없이 특허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이 신약개발

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2유형에, 적정 대가에 대해

일반 시민 등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 3유형의 속

성도 갖는다. 즉, 행정 개입의 공익적 요청이 매우 큰 분쟁에 해당하며,

이에 적합하게 분쟁해결제도도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표 19 >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중재재정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

한 영역 중 하나이다. 노사 당사자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최저임금이

나 근로조건 등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통신 등 공

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가 단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노동쟁의 해결을 전문적으

로 수행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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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결권을

행사한다.1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해산 심의권,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권, 조합/조합원 차별 시정명령권, 단체협약 해석

권, 단체협약 위반 시정명령 심의권 및 노동쟁의 시 필수유지행위 결정

권 등을 부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권

한 내지 포괄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위원회는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이자, ‘분쟁전담 위원회’로서

속성을 모두 지닌다.

이 때 분쟁해결의 주체가 ‘합의제’ 구조를 취한다는 점은 개방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독임제 부처에 의한 단독 결정보다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했다는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노동

분쟁에는 명확히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으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신청한 때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한 때에 개시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

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한

다(미합의 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선정).121)

120)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3044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

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12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2013.7.,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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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다르게 중재재정은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가 어렵더라

도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재기간은 법령

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뉴얼 상 쟁의행위 금지기간인 15일 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재재정안은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타

법에도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

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

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견해를 제시

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122)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재정과 마찬가지로 중재재정은 처분성을 지니므

로, 불복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생각할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

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의 타당성이 아니라 위법·월권 여부만 판단한

다.123)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초심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중 해당부

분을 취소하고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124)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은 종료되지 아니하며(노동관계 당사

122)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21-133.

123)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

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

두12992판결)

124)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36-137.



- 103 -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제척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당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

되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25)

< 그림 3 > 노동분쟁해결 제도 개관126)

125)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37-138.

126)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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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중재재정은 분쟁해결의 I 유

형과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재정에

비해서는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모든 종류의 쟁의행위에 대해 당사

자의 중재합의만 있으면 개시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등에게 출석·

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

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만족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판단기

준이 다소 탄력적일 수 있으나, 중재재정은 처분으로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및 타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재재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이상 중재재정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다.

< 표 20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관한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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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유형 : 자율적인 분쟁 해결

(1) 개 념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이지만,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

위가 넓거나 당사자 간의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송에서 대등한 당사

자로서 다투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ADR 제도

가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전문성

을 지니고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합

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의 자율적 협력을 독려하는 일이다. ADR의 실

효성은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당사자와 법원의 존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된다. ADR의 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이다.

① 주체는 제3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위원회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신념에 기초해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② ADR을 통해 다루어지는 분쟁의 유형은 한정적일 수도 있고 광범위

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유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절차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해 진행된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참

여를 원할 때 개시되고, 예외적으로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장조사 등의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은 인정되

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따른 의견교환을 독

려하는 역할을 한다.

④ 판단기준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비구속적 ADR의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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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를 경우 비구속적 ADR을 활용할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분

쟁위원회는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해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⑤ ADR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 당사자가 그 효력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모두 동의를 하여야 한다.127) 어느 한 쪽의 당사자

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은

사실상 조정 수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

용되지 않는다.

⑥ 민사상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의 조속한 종결로 권리의무관계

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재판청구권을 포

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표 21 > 분쟁해결제도의 분석의 틀(II 유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27)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44조(분쟁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

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

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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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례

1) 「방송법」 상 방송분쟁 조정

방송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방송분쟁조정위

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방송사업자 상호간

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조정은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적인 조사권은 없다. 일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성립은 양 당사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기간

내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128) 이와 같은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분쟁해결의 제 II 유형에 해당한다.

< 표 22 > 방송분쟁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28)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1조(조정의 개시)부터 제91조의6(조정의 종

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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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조정

노동법상 중재재정, 긴급조정 등의 제도 중 당사자의 자율해결을 가장

보장하는 형태인 ‘조정’은 분쟁해결의 제 II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를 관장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을 경우

사적 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으로 쟁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적 조정·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129)

조정의 기본원칙은 ① 자주성, ② 공정성, ③ 신속성, ④ 공익사업 우선

취급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은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원

칙으로 하며,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신속성의 준수가 중요

하고, 국가의 공익적 측면에 영향이 큰 ‘공익사업’130)(분쟁의 제 2유형)은

특히 우선적인 조정의 대상이 된다.131)

노동위원회의 업무 매뉴얼에는 ① 당사자들에게 조정자의 중립성을 믿

도록 해 신뢰를 얻을 것, ② 당사자가 가슴 속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경청할 것, ③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양한 종류의 악기연주를 지휘하듯

잡다한 불만을 들으며 이를 정리하고 잘 분류해낼 것, ④ 개인적 가치관

에 기하여 비판이나 설교를 하지 말 것, ⑤ 당사자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참고 견디

며 조정안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⑥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체

념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조정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섭이 미진할 경우

노·사 개별협의에 들어서야 하며 노조 측은 근로자위원이, 사용자 측은

129)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필수유지 업무 매뉴얼」, 2013.7., pp. 9-12.

130)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공중위생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포함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법 제71조제1항).

1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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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이 설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132)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위원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거나 쟁점사업

이 적어 간단한 사건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단독조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133)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조정위

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노사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

다.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함이 원칙

이다.

조정안이 노동관계 당사자에 의해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민사상 합의). 그 해석 내지 이행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해 7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받을 수 있다. 해당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수락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며 행정심판/소송절차를 통

해 다툴 수 있음)을 지니며, 단체협약과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134)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교섭을 주

선하는 등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고,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쟁의의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채용·전보, 사업의 인수·합병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132)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 69-73.

133)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 20-58.

134)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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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경우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통지한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너무 현격한 차

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그 상황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

기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

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35)

< 그림 4 > 노동분쟁 조정 절차136)

135)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83-97.

136)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16.



- 111 -

< 그림 5 > 조정중지 결정서 예시137)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과 조사관의 노력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운

영회사 47개사와 마을버스노동조합 간 시급, 정년, 식사제공에 대해 쟁의

가 일어난 사안에 대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5차

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조정에는 총 6개월

137)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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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었으나, 이 기간 노동위원장과 조정위원장인 제3자인 마을버스

관할 지자체 교통국장 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 궁극적으

로 요금 인상과 임금 인상을 타결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138)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

는 II 유형에 잘 부합한다. 조정자는 당사자 위에 군림하거나 강제권을

동원해 조사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을 유책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최대한 양 당사자

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결을 독려한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지만 조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

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진다.

당사자는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에는

사법상 효력(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만 부여되나 협약에 대한 해석에는

공법적 효력(중재재정)이 부여된다. 조정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

위하므로 사전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단에

138) 중앙노동위원회, 2017년 3분기 조정 우수사례, pp. 4-10.

마을버스 노동조합과 마을버스 47개사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공공요금 인상이 없는 한 경영난으로 임금 인상이 어려우며, 관할이 총 16개 구·

군에 걸쳐 있어 지자체와 협상에도 애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은 시급을

6,000원에서 6,700원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중

도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 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마을버스가 공익사업이어서 합의 결렬 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회사의 경영난,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양측에서 주지시키는 한편

요금 결정권을 지닌 시·군·구와 직접 협의를 지속하였다.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담

당조사관이 시청의 교통국장과 면담을 함으로써 해당 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위한

구·군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도에 마을버스 회사가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아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통보함으로써 조정이 중지될 상황에 처했으나, 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연장하여 참여

를 독려한다. 조정회의에 시·군·구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언

론에서도 조정 진행상황을 지역민들에게 보도함으로써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었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었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요금 인상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는 입장

을, 노동조합은 ‘해당 쟁의에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 준 점이 감사하

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 113 -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절차규범이 노동위원회규칙,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

히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 표 23 > 노동분쟁 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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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I 유형 : 2단계 결정

(1) 개 념

I 유형과 II 유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행정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1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2단계의 결정에는 일반적인 ADR과 같은

사법상의 효력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성,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I 유형과, 규제적 요소를 줄이면서도 당사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

는 II 유형 중 하나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분쟁해결 진행 중 분쟁의 일부에 대해 처분의 형태로 결정을 내리

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분쟁상황이 일

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노동쟁의로 인해 교통,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는 분쟁의 핵심내용이 비용, 손해, 가격 등을 감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 정보와 협상력의 격차가 커서 일방이 비용 산정을 위한 충분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때 행정기관이 권한과 전문성을 지니고 판단

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경우 소모적 분쟁을 줄

이고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DR로 분쟁이 종결

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양 당사자로

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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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면서 준거를 계속 고도화해나가야

한다.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이나 감정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공동주

택관리법 상 하자심사의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하자진단 의뢰 등의

절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등을 통해 손해, 비용 등을 평가하여 적정

액을 결정하는 행위나 분쟁으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하는 것을 1단계의 처분으로 하고, 분쟁 전반에 대해 폭넓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2단계의 분쟁해결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통제가 부과된다.

① II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

결과 비용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입법 기술적으로 위원회 심의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단계 처분을 요청하게 할 수도 있다.

② ADR을 통해 처리되는 분쟁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으나, 1단계 처분

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③ 당사자 간 협상력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일방의 신청에 따른 절차 개시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

은 1단계 처분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 등을 위해 광범위한 행정조사

권한을 갖는다.

④ 1단계 처분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이야 한다. 2단계 ADR에서는 다양

한 분쟁이 다루어지므로 처분에 비해서는 판단기준의 명확성이 낮

을 수 있다.

⑤, ⑥ 1단계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묻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재심이나 소송을 통하여 효력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2단계 ADR은 II 유형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민사상 합의 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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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례

1)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심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1년 7월부터 하자 여부 판정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2014년 1월 ‘공동

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하

였다. 이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

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하자소송 등 소모적 분쟁으로

입는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13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① 하자여부의 판정과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

자대표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③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등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분쟁은 ① 하자 여부의 판정에서부터 시작된다.140)

판정 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피신청인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원회는 사전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필요시) 전문기관 등의 하자

감정을 거쳐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최

장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

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41)

따라서 하자의 판정은 상대방에게 작위의무(하자보수 의무)를 발생시키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체가 1~7년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자보수를 중단하여 2차 하자(균열 및 누수 등)

139)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단 빠르고 공정하게”’(조선비즈, 2014.1.3. 기사),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마련... 외벽 균열 0.3mm 이상 시공사 잘못“(헤럴드POP, 2014.1.3. 기사) 등

140)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위원회 소개’

참조

14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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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하자의 판정은 입주자

에게는 매우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는 ’15년 4,224건, ’16년

3,880건이 접수되어 매우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142)

< 그림 6 > 하자심사 절차143)

14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14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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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하자심사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한편 분쟁조정은 하자여부 판정 뿐 아니라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

자 간의 하자의 책임범위,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 등을 둘러싼 다툼을 폭

넓게 다룬다. 분쟁조정의 신청인은 1단계로 하자여부 판정을 받은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2단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하자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진행한

후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할 경우 하자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심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당사

자가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위원회가 직권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소 조사절차가

강화된 분쟁해결의 제 II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44)

14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분쟁조정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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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하자여부 판정을 먼저 거친 후 구체적인 보수방안에 대해

분쟁조정으로 나아간 사례다. 이와 같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다양한 민사적인 합의사항은 분쟁조정의 영역에 두면서도,

하자 여부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분쟁의 제 1유형) 다

수의 입주자에 대한 안전상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분

쟁의 제 2유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법률·사실관계를 신속

하게 확정함으로써 사안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 표 25 >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례145)

구 분 분쟁 사안 위원회의 판단

(1단계)

하자심사

공동주택 내 불량한 조경토양으로 인해

조경수가 고사함
하자에 해당함

(2단계)

분쟁조정

시공자는 2차례에 걸쳐 고사한 조경수

에 대해 하자보수를 한 후 단지 내 교

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3회 중화제를

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중화제 살포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경토양 불량을 근본적으

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양질의 토양으

로 전면 교체해줄 것을 요청

전체 조경토양면적에

대해 중화제를 3회

살포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표 26 >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45)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조정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조정“(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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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 상 방송 유지 재개 명령

2012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이 다수 국민의 여가생활에 큰 불이익

을 초래하면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이

도입되었다.146) 공급·송출에 관해 분쟁이 있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이거나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방송의 유지 또는 (이미 중단된 경

우) 재개를 명할 수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동 명령은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양측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약사법」14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48)

146)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

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

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7) 약사법[법률 제13598호, 2015.12.22.] 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

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48)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

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

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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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도 정부가 민간 영업활동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서비스의 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경우가 있다.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기간을 정

해 유지, 재개를 명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앞서 살펴

본 하자심사에 비해서는 당사자 간 대심구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은

거의 필요치 않다. 중재재정을 제기한 후 15일 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분쟁과 같이 방송분쟁 조정과정 중에 제3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처분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이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저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

자는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 표 27 >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최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발의 법안에는 조정의 직

권 개시, 재정제도 도입(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으

로만 불복할 수 있음)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149) 결국 가장 간결한 형태의 행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4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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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 방송 유지 재개 명령과 기존의 자율적 해결기제인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결합됨으로써 제 III유형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2016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위성방송 Skylife 간에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고 방송중단이 임박하자 방송 유지 명령을 최초로 발급하

였고, 1회 연장하면서 방송분쟁조정 절차를 지속하였다. 2016년 12월 방

송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MBC가 부동의하면서 조정 자체는

불성립되었지만 양 당사자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방송 중단 사태는 발

생하지 않았다.150)

< 표 28 > 방송유지재개명령과 방송분쟁조정 사례151)

구 분 분쟁 사안 위원회의 판단

(1단계)

방송유지

재개명령

심각한 분쟁으로 지상파방송이 중단되

리라는 것이 시청자에게 통보됨

30일 간 방송유지

명령

(2단계)

분쟁조정

적정 재송신 대가 수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
조정 불성립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필수업무 유지·운영수준 결정

노동쟁의로 인해 철도, 수도, 전기 등의 기본적인 공익서비스가 중단되

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

할 경우에는 쟁의권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의 실현과 안정적인 공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이익 사이에 형량이 필요한 것이다.

2015. 4. 2.)’ 등 참조

150) ‘’KT 스카이라이프-지상파‘ CPS 분쟁조정 종결...왜?’(뉴스1, 2016. 12. 20. 기사) 동

기사내용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안 수락이 향후 타

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

으나, 조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KT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에 임해 양측 간 갈등이 많이 완

화되었다고 한다.

15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조정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조정“(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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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152)에 대해 노

동쟁의 발생 시 서비스의 중단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동관

계 당사자 간에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업무,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

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조정, 중재재정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해석 요청, 재심, 행

정소송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153)

과거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고가 있을 경우 중재절차에 진입하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 때 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

며, 집행정지 등이 없는 한 일단 중재재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154) 이는

노동 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제노

동기구(ILO)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권고가 있었다고 한다.155) 이에

2016.12.30. 개정을 통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되었다.156)

방송분쟁의 재정제도 도입이 무산되고 방송서비스 유지에 기여하는 ‘방

152)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

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철도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포함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

항)

153)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p. 20-58.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7845호, 2006.1.2., 타법개정] 제62조(중재의 개

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1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8158호 제·개정 이유서’ 참조

156) 직권중재에 회부된 추이는 1998년 16건, 1999년 13건, 2000년 37건, 2001년 16건,

2002년 22건을 기록하다가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6년 3건, 2007년 1건으로 줄어드

는 추세였다(장홍근 등,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

년 11월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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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유지 재개 명령’만 규정된 사례와도 유사한 함의를 지닌다. 단순히 방

송서비스의 공급·송출의 개시를 명하는 경우와 달리, 필수업무 운영수준

결정에는 다양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가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유선·무선전화, 인터넷, 부가서비스 중 어디까지가 필수

업무인지, 해당 필수업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최소 인력수준은 몇 명

이며, 어느 정도의 대체인력 고용을 인정할지 등이 매우 첨예한 분쟁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필수업무 운영수준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맡게

되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

사 등을 통해 직접 자료를 확보한다.157)

< 표 29 > 필수유지업무 결정 예시158)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는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무로 승객 및 승

무원의 안전,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00%로 결정한다.

그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업무 대상직무인 여객

IT지원부의 여객 IT 기획팀 등 00개 업무의 총 대상인원 000명 중 000명을

필요인원으로 정한다.

나. 객실승무 업무

다.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감시 및 통제 업무

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마.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

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한편, 위 필수유지업무별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구체

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즉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쟁해결의 중립성이 강화되며

157)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218

158)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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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파업권 등 쟁의행위의 여지는 축소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서도 지나친 노동권의 제한이자 노동조합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의 안전 위협을 야기한다는 비

판도 있다.159) 최소(minimum)160)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을 A부터 Z까지 직접 결정하기보다,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라는 구체적인 공익에 집중키로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보

호,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했던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제 I유형은 행정법 영역의 통상적인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판단에

대해 제소기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므로 행정기관이 스스로 분쟁에 가장 깊이 개입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절차로서 ADR의

강점이 희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도 절차의 진행이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 II유형은 ADR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유연한 분쟁해결 모델이다. 행

정기관은 신청 당사자의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

다. 이미 대립 중인 당사자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유도하고 법의 테

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조정 결론에 이르러야 하므로 ‘오케

159) ‘항공참사 막으려면 항공사 파업권 제한 풀어야’(매일노동뉴스, 2017.12.11.), ‘필수유

지업무제도 8년, 파업권·공익 두 마리 토끼 다 놓쳐... 지나친 필수대ㅊ인력에 단체행동권

무력화... 제도개선 논의 시작할 때’(매일노동뉴스, 2016.12.5.) 등

160)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기준으로 (1) 그 중단에 의

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2)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

무, (3)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는 세 가지 기준을 들고 있다고 한다(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관련 Q&A’, 2007.10.).



- 126 -

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조정자의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대립이 극심해

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빠르게 조정을 중지하고 소송절차에 나

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

한 시정, 다수의 국민에 미치는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제 III유형은 분쟁해결에 대해 탄력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분쟁의 내용 중 일부가 ① 법령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② 위험의 방지나 다수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사유로 신속한 판

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분쟁의 일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처럼 형식적인 요건 판단

에 기초할 수도 있고, 하자여부의 판정처럼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수반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정제도(제 II유형)를 변형하여

당사자의 원치 않는 참여나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클 뿐더러 상호 신뢰에 기초한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분쟁을 둘러싼 공익적 요청과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

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판단으로 결론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부

분을 추출하여, 행정처분을 발급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127 -

제 5 절 기타 실정법상 사례 검토

이하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적용례 이외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검토하도

록 한다. 행정기관이 제3자적 분쟁해결자의 지위를 넘어 보다 조사, 효력

발생 등에 있어 강력한 판단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앞에서 제시된 세 가

지 입법모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경우이다.

1. 「환경분쟁 조정법」 상의 환경분쟁 재정

(1) 제도의 개요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제도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하나

로 평가받는다. ’91년부터 ’16.12월까지 총 4,258건을 접수하여 3,657건을

처리하였고(462건은 자진철회, 116건은 처리 중), 이 중 2,390건이 재정으

로 처리되었다. ’16년의 경우 처리된 162건 중 127건(78.3%)이 재정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분쟁사건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3,105

건(85%), 대기오염 213건(6%), 수질오염 92건(2%), 일조 180건(5%), 기

타 67건(2%)이었다.161)

조정, 재정, 중재의 대상은 모두 ‘환경피해’162)로 매우 폭넓으며,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관

16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처리등 통계자료(2016.12.31.)’

162)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

경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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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등 적합한 절차로의 이관이

가능하다. 환경분쟁의 조정은 통상적인 조정과 같이 조정안의 수락/거부

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

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가 있는 상태에 절

차에 진입하게 되고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중재안대로 효력이 발생

한다(재판상 화해).

재정은 약간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심문, 출석요구,

현장출입․조사 권한을 지니고, 당사자가 소송으로만 재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2) 분쟁의 유형과 입법모델의 적용

환경분쟁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분쟁으로서, 2 유형의 분쟁

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재정의 주체, 절차, 효력 등은 분쟁해결제도의 입

법모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I 유형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면서

도 절차의 개방성과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행정조사, 효력 발생요

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과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0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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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헌법재판소는 특정 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을 용인할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용인함에 있어 ① 주체적, 절차적

공정성과 더불어 ②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법원 재판결과의 예측 가능성,

③ 명확한 사전고지와 자유로운 선택권(당사자의 방어권)의 보장, ④ 신

속한 권리구제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화 필요성 등을 요구하였다. 그

런데 환경분쟁조정법 상 재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에 규정된 배상금 지급 동의 청구서에는 ‘재판상 화해 성립’

을 의미하는 것임에 대한 안내가 표기되어 있다. 반면 환경분쟁에서 재

정결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결

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부작위에 수반되는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소송의 제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당사자가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소 제기에 부담을 느껴 동의를 강요당한다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된

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모든 종류의 환경분쟁이 신속한 분쟁의 종결과 피해구제의 시급

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환경분쟁 재정의 대상은 “환경피해”163)로

163)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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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세월호법상의 배상금 지급 동의 및 청구서식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 배 상 금 등

[ ]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1. 신청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

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

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제2항,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인명피해의 규모와 손해액에 따라 회부될 재정위원회가 구분될 뿐164) 특

별히 분쟁의 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처럼 적정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인 갈등

비용 손실이 큰 경우라든지,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와 같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 사안별로 특수한 공익적

요청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별 분쟁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같을 것이라

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사건에서는

심의회가 산정한 배상금보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이 더 클 가능성이 높

164)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

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

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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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당사자에게 재차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할 이유로

활용되었다.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여기에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설령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존중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환경분쟁 재정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구가 제기

되었으나 아쉽게도 본안 판단에 이르지는 못했다. 대법원에서 공시송달

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서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165)

재판상 화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

기로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출발점

이다. 따라서 여러 요건 중에서도 ‘동의에 수반되는 효과의 명확한 고지

와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은 포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에

의한 ADR을 설계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의제해 재판상 화해의 효

165)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3헌바359, 2016.7.28.]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효력조항은 재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

으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소송

을 강제하고 있고,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정결정에 대해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재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강제하고

있어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을 발생시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

인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준용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별

도의 추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정결정에 전면적

으로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당사자의 불복을 막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서 유효한 집행

권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재정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인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송달한 이 사건 재정문서는 아직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집

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사건 소송은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정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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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건대 환경분쟁의 종류를 유형화하여 일반적인 분쟁은 당사자의 의

사에 따라 조정 내지 중재 절차를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피해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시급하게 결론을 내려 분쟁을 종결지을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긴급조정결정166)

이나 「특허법」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규모 질병치료를 위한 예

외적 통상실시권 재정167)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때에도 ADR보다 행정청에 의한 규제권한 발

동(공사금지명령 등)으로 해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

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

하여야 한다.

167) 특허법 [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

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

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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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 재정

(1) 제도의 연혁과 입법모델의 적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은 ’91년 이래 그 법적 성격이 혼란스럽게 변화

해왔다. 그 연혁을 좇아 살펴본다.

’91년 전기통신사업법168)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공동사

168) 제34조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

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협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35조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①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

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이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실시나 그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

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

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정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

⑥ 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

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 또는 그 협정체결에 관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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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해 사업자 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신부장관이 공공이

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와 협정 체

결을 명할 수 있었다. 체신부장관의 ‘실시명령’ 내지 ‘협상체결명령’은 ①

당사자 간 계약(협정) 내용의 형성을 그 대상으로 삼아 ② 행정청이 직

접 결정을 내리고 ③ 일방에 수인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허청장

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재정과 유사하지만, 실시명령은 직권 개시

및 조사 심리가 가능했으며 제재까지 예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을

소재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쟁해결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형적인 하명

처분에 해당했다.

한편 협정의 금액 및 기타 조건에 대한 다툼은 통신위위원회169)의 재정

절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공급

만 확정되면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의사를 존중해 다소 수평적인 절차

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인과 상대방 간의 대심적 구조에 따라 협

정의 세부 사항을 형성해나가고 있고 결론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ADR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통신위원회는 완전한 분쟁전담기구보다는 더 강화된 역할(제재처분에

대한 심의권한 등)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사후규제의 공정성, 신중성 확

보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기구라는 점에서 분쟁전담 위원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분쟁전담기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당해 분쟁에 대한 제3자

성 및 독립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설비 상호접속 공동사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

으로 하므로 신청인과 대상은 제한적이었다. 판단기준은 동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호접속 기준 등에 따른다는 점에서

169)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와 분쟁해결을 전담하던 합의

제 사후규제기구이다. '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신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의 확보, 전

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중요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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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명확한 편이었다. 또한 재정결정으로 인한 금액의 증감에 대

한 다툼을 행정소송(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정이 사법상 효력(협정 체결)과 공법적 효력

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제 I유형에

해당한다.

< 표 31 > ’9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91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정은 실시명령을 보완하는 절차였으나,

’97년에 이르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명령을 할 수도 있는(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170)

170)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5385호, 1997.8.28., 일부개정] 제35조 (재정신청등) ① 전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

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

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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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

되고 어느 종류든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재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법적 성격도 변화하였다.

종전에는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한 것으로 통용되고 법원이 1차적인 행정의 판단권을 존중하는 등의 효

과가 있었으나 처분성이 배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송 부담은 줄게 되었

다. 이는 재정을 공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기보다는

소송에 앞선,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로 보는 시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00년 개정171)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실시명령 권한은 삭제되고 통신

위원회의 재정절차만 남게 된다. 오늘날에도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이관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97년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형태로 재정을

수행하고 있다.172)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4조의6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후에 체결하는 협

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제3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230호, 2000.1.28., 일부개정] 제35조 (재정신청등) ① 전기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

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

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삭제 <1998·9·17>

④삭제 <1998·9·17>

⑤삭제 <1998·9·17>

17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부개정] 제33조(손해배상)전기통신사업자

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

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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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년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

와 이용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의 재정 대

상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종래 재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각종 협정의 체결과정을 조율하였던

것이나, 한정된 사업자와 한정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 또한 비교적 구체

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대상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기

준이 다소 모호해지는 경우도 존재하였지만)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보유하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처분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전기통

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손해의 사례가 매우 다양

하고(통화품질, 요금불만 등) 판단기준도 불명확하여(이용자의 고의, 과

실이 있을 경우 책임 감면) 사실상 이용자의 집단 민원처리 절차에 가깝

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통신 재정은 세 가지 입법모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

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유사하다.

2.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

의 90일 이내 체결

3.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

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

으로 규정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領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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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10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 사례 분석 : 사업자 간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 표 33 > ’10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사례 분석 : 사업자 vs이용자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검 토

통신 재정의 경우 효력이 ‘민사상 합의’에 그치므로 재정결정대로 효력

이 발생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제

한 문제는 환경분쟁 재정만큼 중대하게 제기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양

재정결정의 수락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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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무용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듦으로써 분쟁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문제제기다.

또한 사업자 간 분쟁과 이용자 간 분쟁은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 간 분쟁은 상호접속 협

정체결 의무 등 법령 위반이 쟁점이 된다는 점, 보편적 서비스의 정상적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통신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협상력 격차가 커

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분

쟁의 1~3 유형에 모두 해당하며, 분쟁해결제도는 행정처분형(I 유형)으로

운영되거나 혼합형(III 유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3)

한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전기통신

사업법에 간략한 손해배상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174) 일반적인 민

사 손해배상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

비자원 등에도 일반적인 소비자 구제절차가 있고, 사업자 간 분쟁에 비

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의 개입 필요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통신 이

용자에 대해 특수한 구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유연한 분쟁해결

형(II 유형)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지나치게 이용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심각한 공

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와 재허가 심사

등의 진입규제를 통해 통제해야 할 것이다.

173)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pp.86-88 참조, 이원우, ‘개별경제영역(전문규제분야)에서의 경쟁규제, 『경제규제법론』,

2010, p.842 이하 “입법취지 및 규정문언상 재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중 금액에 불복하

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호접속명령제도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174)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

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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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

료분쟁 조정

(1) 제도의 개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175)에 대한 조정, 중재,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의료사고의 사실관계 확정, 의료기록의 해석,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실

제적 진실규명, 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 등 분쟁해결의 핵심절차를 신

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76) 의료분쟁은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 정보격차가 큰 분쟁에 해당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사안

이므로 전문성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

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

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제1

급이 된 경우 등)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료계의 소

극적 태도로 인해 개시율이 2016년까지 43.8%에 불과하여 제도 개선의

175) 의료사고 피해구체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

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

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17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기관소개 참조



- 141 -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177)

‘중재’는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

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의료감정’은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을 말한다.178)

우리나라에서처럼 국가기관이 의료분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

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 및 주 의사협회 산하

에 감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의사협회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감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관상 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1978년에는 신청

건수가 31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403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감

정인은 2008년 분과별 874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고 2006년에 내려진

996건의 결정 중에 148건의 진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 한다.179)

국내의 경우 2016년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총 46,735건으로 조정중재원

이 개원한 ’12.4월 이래로 연평균 11.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신

청은 2016년 1,907건이었고 44.7%인 3,307건이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

과·흉부외과·일반외과 등 외과계이며, 전체 조정신청 중 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은 63건이었다. ’12.4월 이래 조정이 개시된 2,985건의 사건 중

2,009건이 조정이 성립되어 의료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2,009건의 총

성립금액은 175억원으로 평균 876만원이었다. ’16년도 평균 사건 처리기

간은 91.2일이다.180)

177) 신현호, ‘자동개시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에 관한 현

황과 발전 방향’(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17.5.), p.5

17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p.6

1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p.6

180) 신현호, 앞의 글, 2017.5.,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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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의료분쟁 조정의 절차181)

18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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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모델의 적용

의료분쟁 조정은 제 III유형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는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불법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수락의사가

있어야 개시된다. 분쟁조정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감정부에 의한 감정이

진행된다.

감정부에는 강도 높은 조사권한이 인정된다. 의료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

는 복사할 수 있다. 이 때 보건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해야 한다.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다르게 감정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

자보수 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대로 조정

이 이루어져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고 손해배상 의무 등이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후속 소송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상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

니나, 감정은 그 자체로 권력적 행정조사이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한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불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는 분쟁해결의 제 II유형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과 결합된 분쟁조정은 행정조사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제 III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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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3) 검 토

의료분쟁 조정을 둘러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시민단체의 생각

과 의료계의 생각에는 큰 격차가 있는 듯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일

반적인 ADR과 마찬가지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이 고양된 ‘서비스 제

공’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사를 형법상 가해자로 간주함으로

써 방어진료, 소극진료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182)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하던 분쟁을 행정형 ADR 제도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즉 결과

불법적인 상태를 모든 행위의 발동요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의료분쟁’은

노동쟁의나 방송통신 분쟁과 같이 당사자 간 이견상황을 중립적으로 지

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유사하게 결과불법 상

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에 보다

방점이 찍히며 생명·신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적

182) 백진영, ‘국민, 환자단체, 의료계가 바라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17.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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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더욱 엄중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방

향적 관계이듯이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의사는 고의·과실로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의·과실 유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당연히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ADR의 과정

은 상호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유연한 절차가 아니라 배상책임

의 유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소송과 유사해진다.

여기에서는 감정이 핵심적인 절차가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의료기

관에 조사 부담을 야기한다. 감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기보

다 강제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규제

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이 전자 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료기록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83)

먼저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의제한 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제

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간이조정184)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감정

부가 언제든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지나치게 조사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의료분쟁을 ADR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의문이 든다. 의료사고의 해결은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책임의

183) 백진영, 앞의 글, 2017.5., p. 64.

1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

부개정]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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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므로 이에 법원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개입을 한다면, 「국가배상

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이 배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하는 것이 명료해 보인다. 조정결론의 대

부분의 내용은 손해배상액이며 이는 감정단계에서 선결적으로 판단되므

로 감정과 분쟁조정의 절차를 이원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낮다고 보인

다.185)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명령을 하되 배상금의 수령을 화해

성립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금 지급명령 자체를 다투고자 할

경우 명령발급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으로 다툴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방적 배상결정 보다 현재와 같은 수평형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과 같이 별도의 재심과 행

정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제 I유형)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사법부’ 역할을 요구받으며

행정법적 통제를 받듯이 조정중재원도 의료분쟁 분야의 권위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분쟁조정은 간이조정과 같이 당사자 간 이견이 적고 자발적 참여

가 가능한 분야에서 가볍고 폭넓게 활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분쟁

해결기구에서 판단하기에 결과불법 상태가 심각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행정조사(감정)를 요청하는 식으로, 단계적으

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85) 신현호, 앞의 글, 2017.5., pp. 31-32.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제3항은 감정서에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부에서 과실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있다면 어디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다고 한다. 감정은 가치중립

적인 사실판단이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판단 혹은 술자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면 부적절

한 조치는 아니었음”과 같은 식으로 규범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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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배경, 유형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집행부인 행정기관이 민간주체 간의 사

법상 분쟁해결 주체로 나서는 것은 3권 분립의 구조에서 자연스럽지는

않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미국에서도 제도의 정

당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데,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정당화 논거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

한다. 공식적이고 신뢰성을 지닌 주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고, 민간주체가 스스로 해결할 사항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섣부른 개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경제학적 정

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와 법원

양측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도입이 장려되었으

나,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는 견해가 있었다. 법관을 많이 채용해서 사회가 부담을 나눠야 하지

법원을 다른 주체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 비판이론 등 대안적 법학이론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가는 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기능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밀실주의를 벗어나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 기구에 의해 공정한 절차로 분쟁해결이 진행

된다면 역기능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인이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송은 절차진행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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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지만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는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를 통해 나오는 결론과 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나 일치하리

라고 기대하는지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만약 법원과 대체적 분쟁

해결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놓으리라 예상된다면 언제나 비용이 저렴한

후자가 선호되었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에 높은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

정되어 법원에 의한 존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이점이 있다. 행정기관

은 국정감사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상시적인 외부 통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행정기관이 합리적 논거에 따라

내린 결정은 (다른 민간주체의 결정에 비해) 법원에서 존중될 개연성이

높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공식적 분쟁해결기구를 둠으로써 효과적으

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

한 점들로 인해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입법의 폭증이라 할 만

큼 실정법에 범람하게 되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입법례를 검토해보면,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대

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본연에 맞게 유연하고 임의적인 절차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불복을 어렵게 하여 결정의 효력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제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권한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

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서 직권적 요소가 강화되는 추세는

무익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치들은 자칫 규제 과잉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분쟁을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정리해주

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쟁의 유형 별로

헌법적 가치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행정기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쟁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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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분쟁, 분쟁의 파급효과가 일반 시민

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 당사자 간 자원의 불평등이 커서 대등한

다툼이 어려운 분쟁, 그리고 비용감정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쟁

이 그것이다.

헌법적으로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 제기를 통해서만 결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반복을 야기하여 신속한 분쟁종결

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

게 규제 부담을 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야 한다. 행정기관의 직권 조사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

이 자기책임 하에 처분의 형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석에 터 잡아 총 세 가지의 분쟁해결제도의 모델을 설계하였

다. 첫 번째는 행정처분형, 두 번째는 유연한 분쟁해결형, 세 번째는 혼

합형이다. 또한 각 모델에 적합한 주체, 절차, 성립요건, 효력 등을 정리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특허법, 전기통신사업법, 노동조합법 등의

현행법의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제도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

우리 실정법에서 다양한 입법례가 나타난 이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에 많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치를 좇다보

면 합법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한계사례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그 도입목적에 맞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면 최소한의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분석과 제안은 아직 시

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입법론을 구체화하려면 보다 풍부한 사례 검토와

법 이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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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Cheong, In young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generally means 

procedure like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a substitute 

for litigation by courts. In particular, ADR, run by 

administrative agencies,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n 

legal system. Currently, more than 50 statutes ha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is led by government, 

and its subject, procedures and effect are very diverse. 

 There are both expectation and criticism regarding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Some require that the official 

and reliable entity  make a fair and reasonable decision. 

Others argu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to 

intervene in matters that can be solved by the private 

entities themselves, and that a hasty intervention 

violates the right to be tried by a judge. It is ti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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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side effects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ADR system. 

 Based on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leading up to 

the renaissance of the ADR system, this paper tries to 

justify the system using legal theories and tools of 

economics. There analyzes whether the lower cost of the 

ADR really contributes to the preference of individuals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to positively evaluate the 

increasing ADR system.

 It is a bit awkwar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irectly appears as the subject of the dispute settlement  

in the Consitutional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erefore, further justification 

argument is needed. The current ADR system has been 

shaped in a bottom-up manner, not in terms of top-down 

at the time, to meet legislative needs. It is helpful to 

review the case of the actual law and extract common 

facts to form the framework of the system. I also 

examine the social demands that led to the spread of the 

ADR by analyzing the motives of suppliers and consumers 

of public institution.

 After classifying dispute types for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articipate, a legislative model of a 

desirable ADR is designed based on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each type.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laim 

for a tria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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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I propose three legislative models. Type 1 is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ype that requires legal and 

policy judgments by the government and causes the legal 

effect of public law. Type 2 is a flexible dispute 

resolution type, characterized by spontaneity and 

arbitrarines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original ADR system. Type 3 is a mixed model of type 1 

and 2. This is the case where a judgment that causes 

legal effect takes place in the middle of the whole 

dispute settlement process, such as the defect reviews of 

apartments or the broadcasting maintenance order('the 

standstill order') during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mum principles for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is article is still at a 

general level. More concrete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legal theories are needed to substantiate the legislative 

models, which will be left as a follow-up.

Keywords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ADR,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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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이라 함은 법원의 소송을 대체하는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점은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

해결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현재 50개

가 넘는 법률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판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본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1970년대 미국에서 폭증하는 소송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확산되었다. 지나친 법률비용 부담

과 재판의 지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자성에서, 법

원이 나서서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 조정을 독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도 부당한 ‘사법제도의 민영화’이며,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불러와

분쟁해결의 비용 절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

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법치주의, 공화주의 등 법 이론의 토대 위에서

ADR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경제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ADR이 당사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런데 ADR 자체의 순기능이 인정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기

관이 직접 분쟁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구조에서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행정은 다양한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개별 분쟁에

서 완전히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 어렵고,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공적인 부담이 소요되지만 사법적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분쟁해결 역할이 정당화되려면 사법부나 민간에 비해 비용이나

결론의 합리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는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입법례의 분석을 통해 제도의 특질을 개관하고 우

리나라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폭증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다. 우리의 제도는 그 때 그 때 입법필요에 맞게 상향식(bottom-up)으로

확산되면서 극히 다양한 형식을 취하게 된 바, 실정법상의 규정을 주체,

절차, 효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또한

제도의 공급자(행정)와 수요자(시민)의 동기를 각기 분석하여 현재와 같

은 제도의 확산이 일정한 사회적 요청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설계를 위해 행정기관의 참여가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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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다. ADR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행정처분에 관

한 분쟁부터 순수한 민사 분쟁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 위에 있다. 이

글에서는 공․사법 구별기준 등에 근거해 법률 위반에 대한 해석이 쟁점

이 되거나, 분쟁이 다수 시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다르

기 때문에, 제도도 그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 과잉금

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인 한계이다. 행정기관이 주관하

는 만큼 보다 공신력 있고 실효적인 절차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으나,

자칫 당사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충분한 반론기회 없이 부당한 결

과를 수긍케 하는 불합리를 야기할 수도 있고 분쟁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행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요구되

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세 가지로 제

안하였다. 1 유형은 공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행정처분형으로, 행정기관의

법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2 유형은 유연한 분쟁해결형으로,

본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발성, 임의성을 특징으

로 한다. 3 유형은 처분과 분쟁해결이 2단계로 이루어지는 혼합형이다.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유지명령처럼 전체적인 분

쟁해결 과정에서 일부 처분성을 지니는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그 목적에 맞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면 입법과 실무에 있어 기본

적인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행정

처분이나 소송의 장점만을 갖춘 완벽한 분쟁해결제도는 존재할 수 없고,

분쟁상황과 당사자 간 역학관계를 고려해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단을 취

사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대체적 분쟁해결, 행정기관, 분쟁해결, ADR, 행정형 ADR

학 번 : 2012-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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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본래 대체적 분쟁1) 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함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저렴한 비용을 들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의 조정

이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국내에서는 행정기관이 그 스스로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만하다.

행정기관이 전통적인 명령통제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분쟁해결과 같이

소프트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이점 때문

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견을 조율해 달라는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

했던 것일까? 현재 도입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개별법을 매개로 한

민사상의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Dispute Resolution)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혹은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인 '법 집

행'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한 행위형식으로서, 사실상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직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

의는 학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듯하다. 분쟁해결

1) 종래 갈등(conflict)과 분쟁(dispute)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분쟁’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피고와 원고가 확실하게 대립하는 적대적인 상황을 의미했던 반

면, 갈등(conflict)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치와 이해의 대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갈등 해소의 기제로

법적 절차가 주로 거론되면서 양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 글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구

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김영욱,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해결 – 협상, 조

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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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평적 성격과 분쟁해결 주체의 독립성과 제3자성을 강조하다보면 행

정기관이 분쟁에 개입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 법령 해석 및 집행 상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전통적인 법 집행 절차인 하명을 통하는 것이 보다 솔직하고 정의

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그 대상이

다소 일방성, 강제성이 가미된 분쟁해결절차인 경우에 더욱 강하게 제기

된다. 이 글에서는 실정법에 규정된 다양한 분쟁해결 입법례를 검토하고

행정기관에 투입되는 요구와 헌법상의 법 원칙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입

법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글의 연구범위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운용하는 분쟁해결제

도이다.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개별 법

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조직적·기능적 연계를 지니고 설립된 각종 위

원회를 의미한다.2) 분쟁해결제도는 조정, 재정, 중재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대심구조에 따라 내려지는 결정을 통칭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의 근거를 분석한다.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1970년대에 사법개혁 의제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

성화를 제시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찬반론이 제기되었다. 법 이론에 기초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정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

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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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소송보다 선호되리라

는 명제가 경제학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한다.

둘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입법례를 검토한

다.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와 제도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수요가 부합하면

서 입법의 폭증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주체, 절차, 효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입법례를 유

형화하고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행정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는 분쟁의 유형을 제시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그 운용에 공적인 부담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공익

적 요청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설계하려면

이러한 분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에 투입되는

사회적인 요구를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분석한다.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시도는 통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재판청구권의 보호 필요성과 더불

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섯째,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입법모델을 제안한다.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유형화한다.

여섯째, 이러한 입법론에 기초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

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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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일반론

제 1 절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이란?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한다. 또한 일정 규모의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회라면 공적인 분쟁 해결 기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인에 의

한 개인의 복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폭력이 도처에 만연해 전시(戰

詩)와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3) 따라서 왕이든, 원님이든,

연장자든, 배심원이든 공동체 내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누군가에

게 판단을 위임하거나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 분쟁해결의 대표적인 제도는 현대 법원의 소송(litigation)이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

는 절차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원은 법률문제를 종국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다.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법원이 있는 이상 결론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지언정 종결되지 않는 분쟁은 없다.

사실 넓게 보면 현대 국가의 정체(polity)를 이루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분쟁해결의 과정이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사

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the

3) 인류가 인류로서 진화한 이래, 생명을 훼손하는 폭력은 일관되게 감소해왔다. 특히 중

앙집권화된 권력인 국가가 들어선 이후, 타살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기원

전 1만 4000년에서 기원 후 1770년까지 존재했던 원시 수렵 농업 사회의 유골 중 폭력

으로 인한 사망자비율은 평균 14~24.5%였다. 제 1,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20세기 전반부

유럽의 타살 사망률은 3%에 불과했고, 현대 국가의 경우 1%대로 추산된다. (스티븐 핑

거,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민음사, 2014)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 중

타살로 사망한 사람은 0.9명(전체 사망자 중 0.16%)으로, 25.6명을 기록한 자살 사망자의

1/26 수준이었다.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 통계”,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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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① 희소한 가치를, ② 수많은

개인들이 희구하기 때문에, ③ 조정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고, ④ 이를 위

해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입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

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위를 지니고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주거환경 보호, 산업촉진, 공익시설 건립, 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도시계획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공익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한다. 추상적인 규범을 구체

적 처분으로 실현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을 둘

러싼 분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옆 건물 신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공사중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

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상 소음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건축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공식적 비공식적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건축주에게 찾아가 사과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시민단체나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트랙이 있는 이유는 애초에 분쟁이 ‘법 위반’에 관한 문

제일 뿐 아니라 ‘정치’(가치 배분), ‘윤리’, ‘감성’의 영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쟁의 해결 양상도 ‘법적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외

에도 유 무형적 가치 배분이나 감성적 욕구의 충족 등 다양한 층위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학에서 ‘분쟁해결’을 ‘사법절차’에 국

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은 ‘너무 크고 둔탁한 칼’이다. 현실에 있어서 분쟁해결제도가 소송

외적인 수단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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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안(Alternative)의 등장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법원의 소송이나 행정부의 처분(adjudication)과 같은 전통적인 사법

적, 행정적 분쟁 해결 기제를 통하지 아니하고 저렴한 비용을 들여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라 일컫는다. 다양한 범위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통상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 절차가 개시되어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을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5)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소극적인 개념과 적극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법관이 사전적으로 규정된 법규에 따라 당사자주

의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제외한 모든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하게

4) 다만, 이 글에서는 입법부에서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사전적으로(ex ante) 갈등을 조

정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은 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한 후

에 공적인 기관이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후적(ex post) 분쟁해결 활동만을 논의

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5) Nabatchi, Tin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Feder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2007/7), 2007, p. 646.

6) 미국 28 U.S.C. §651(a)에 따르면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당해 재판장이 아닌 중립적

제3자가 참여하여 조기사건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조정(mediation), 약식모의공판

(minitrial), 중재 등의 절차에 따라 갈등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한다, 일본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중립적 제3

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정의된다.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법률안 제

1908392호, 2013.12.06. 발의)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법률안 제2조 제1호는 대체적 분쟁해결을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관여하여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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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재판과 구분되는 특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① 재판이나

행정절차에 비해 어느 정도 비정식적(informal)이고, ② 일방적으로 결정

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직간접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일 것을 들 수 있다.7)

한편 미국에서는 대체적(Alternative)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다거나(대

체하는 대상이 법원인지, 소송인지, 공식적인 모든 절차인지 등), ADR을

소송에 부수하는 하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적정 분쟁해결‘(Appropriate Distribute Resolution)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8)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이라는 큰 틀 내에서 사법기관에 의

한 분쟁해결을 JDR(Judicial Distribute Resolution)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위치지우기도 한다.9)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분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ADR을 주관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

로 분류할 수 있다. 사법형 ADR은 법원에서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진

행되는 ADR을 의미하고, 행정형 ADR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산하에 설

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형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

하며, 민간형 ADR은 민간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분쟁의 해

결을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10)

7) 이희정, “법의 지배와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수단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 pp. 8-15.

8)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등

9) Resnik, Judith, “Diffusing Disputes: The Public in the Private of Arbitration, the

Private in Courts, and the Erasure of Rights”, 『Yale Law Journal』 Vol. 124, 2015..

p. 2804.

10) 황승태 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pp. 46.,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 제도의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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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형 ADR은 ‘민사조정법’, ‘중재법’ 등에 따라 법원이 직접 수행하거

나 또는 법원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므로 소송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court-annexed ADR)가 많다. 판사, 조정위원회 등 법원 내의 기관이

수행하는 경우와 법원 외의 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행정형 ADR은 행정기관이 개별 법률로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경우

에 수행되며, 주체, 절차, 효력, 대상 등이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행정

형 ADR이 법원의 회부에 의해 개시되어 행정형과 사법형이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11)

민간형 ADR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ADR을 의미한다.

민간 ADR 기구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법무사회, 기독교화해중재원 등이 있다.12) 또한 법률에 따라 민

간 협 단체가 ADR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지니지 않는다면

민간형 ADR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절차개시 방식에 따른 분류

ADR 절차의 개시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경우 ‘자발적’

ADR, 판사 등 판정을 담당하는 제3자의 판단에 달려 있고 당사자가 절

차의 속행을 거부할 수 없을 경우 ‘강제적’(mandatory) ADR이라고 부를

수 있다. 미국은 법원의 소송부담 경감과 ADR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강제

적 방식을 폭넓게 도입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

다.13)

우리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

안”, 『법학연구』 제46호, 2012, p.216 등

11) 황승태 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pp. 47.

12) 김상찬, 앞의 글, p.216.,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348.

13)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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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피신청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

니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

일단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

당 절차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이행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

정에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를 지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편이다.

행정형 ADR에서도 ‘양 당사자의 신청’을 조정 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거

나 ‘조정 거부’ 내지 ‘조정 불응’ 등을 규정하여 참여자의 분쟁해결 절차

에 대한 자발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

하게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절차의 속행에

강제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3) 효력에 따른 분류

중재판정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는 전통적 의미는 중재는 ‘구속적

(binding) ADR’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선, 조정 등은 ‘비

구속적(non-binding) ADR’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그

결론에 동의할 때에만 합의 또는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14)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ADR의 효력은 ‘민사상 합의’ 또는 ‘재판상 화해’

로 나뉜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져서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

판력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 제461조15)에 따른 준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14) 황승태 계인국, 같은 책, 2016, p. 48.

15)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

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

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

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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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상 합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므로,

당사자는 민법 제107조~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흠결(진의가 아님, 허위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들어 그 효과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합의내

용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ADR의 결론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와 관련해 첨예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미국 내 ADR 제도의 도입 과정

(1) 사법개혁 아젠다

ADR은 유사 이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현대 사법체계가 정립된

후 법학계에서 ADR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넘쳐나는 소송에 직면한 미국의 법원이다.16)

워렌 버거(Warren Burger) 연방대법원장은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 전

국 컨퍼런스에서 연방과 주의 고위 법관, 변호사, 법학자들 200여 명 앞

에서 사법행정의 개혁에 관한 기조발제를 했다. 그는 로스코 파운드

(Roscoe Pound)17)가 1906년 같은 공간에서 사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70년이 지났지만 “법전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삭제한 것” 외에는 그

다지 진척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나갈 점이 많다는 점을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중 략)

16) 이희정, 앞의 글, 2004, pp. 164~170.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

구」,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6, p. 116.,

17) 로스코 파운드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법대 학장을 역임한 네브라스카 출신의 학자

로, 1906년 미국변호사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를 발표했다.(Donald L. Swanson, “The ‘Sporting

Theory of Justice’ and Mediation Profession : Roscoe Pound”, mediatbankry.com,

2017.10.25.에 확인)



- 11 -

첫 번째, 경미한 분쟁(minor disputes)을 현 사법 메커니즘보다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작은 분쟁에서는 변

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소송방식이 맞지 않다. 무엇이 “경미한

지”가 주관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고리 대출이나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제

품의 서비스 불만에 대한 피해구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

명의 시민 대표, 또는 두 명의 시민과 한 명의 법률가(또는 준법률가)가 사

소한 청구에 대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지니는 경우

도 있다. 유연성과 비공식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이웃이나 공동체의 분

쟁을 다루고 저녁에 기꺼이 심리를 진행하는 등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간 지연과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잘 완비된 중재(arbitration) 절차가 더 널리 활용되

어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 토지와 건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 주택 소유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탐색(land title searches)과 주택 구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절감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기록을 보존하고

토지 소유권을 검증하는 데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

다. 토지소유권의 연쇄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설파한다. 특히 지난 10년 간 발생한 소송의 폭증(the dynamic

expansion of litication) 현상에 대해 25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18) 그는 2000년을 대비하기 위

한 10대 아젠다를 <표 1>과 같이 제시했다.

< 표 1. 워렌 버거 대법원장의 2000 아젠다19) >

18) Warren Burger, “Agenda for 2000 A.D. - A Need for Sstematic Anticipation”, 15

Judges J.27, 1976, p. 33.

19) Warren Burger(1976), “Agenda for 2000 A.D. - A Need for Sstematic

Anticipation”, 15 Judges J.27, 1976,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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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유산 상속의 비용을 절감하고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언의 검인(probate)은 증서의 확실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유언 검인 법제

를 마련한 바 있다.

다섯 번째, 생태와 환경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절차를 지연시켜서 필수적인 공익 시설이나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으

면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신

속한 분쟁 해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우

리는 학교, 집, 도로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 병원과 의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정한 손해 배상이 이

루어져야겠지만, 지난 몇 해에 목도한 것처럼 이러한 손해 배상이 의료 가격

의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일곱 번째, 절차가 완료되는 데 수년을 기다리면서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소

진해버리지 않고도, 타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법(workmen’s

commpensation statutes)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이제는 결혼, 양육, 입양에 대한 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

운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법원의 공식적이고 딱딱한 틀은 분쟁을 겪는 가정

에게 장기적으로 트라우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극히 친밀하고 예민한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로스코 파운드가 70년 전 “재판의 스포츠화”(sporting theory of

justice)20)를 비판한 이래, 우리는 공판과 항소의 절차가 단순화되어 가는 큰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일부 주 법원들이 1920년대에 공판 전 준비절차

(pretrial procdures)를 만들자, 연방 민사소송법은 이를 1938년에 받아들였

다. 35년이 지나면서 이 절차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불평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를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법률가들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 13 -

9개 아젠다 중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3개를

차지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ADR은 소송의 폭증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었던 것이다.21)

이 아젠다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던진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지

방 법원들은 화해, 중재의 활용을 통해서 ADR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

우가 있었고,22) 일부 행정기관들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때에도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민

간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23) 다만 민간에서

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공식화되기 시작한다.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는 ‘경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특별위원

회’(Special Committee on the Resolution of Minor Dispute)를 설립하였

고, 이후 ‘분쟁 해결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Dispute Resolution)’

으로 확대되었다. 동 위원회는 1983년 텍사스(Texas), 털사(Tulsa), 워싱

턴(Washington) D.C.에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ed Courthous

e)24)의 설립을 제안해 100개 이상의 연방과 주 법원에 도입되었고, 위원

20) 로스코 파운드는 법원의 재판 절차가 전통적 권위를 잃고 스포츠 경기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① 아주 양심적인 판사라고 해도 재판을 하다보면 스스로 실체

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는 게임의 룰에 따라 콘테스트 참가자들을 단순히 판정

하는 역할에 그치게 되고, ② 법률 자문단(counsel)은 자신들이 법원에 소속된 공직자로

서 법의 지배 원칙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게임의 룰에 따르는 풋볼 코치처럼

행동하게 되며, ③ 재판은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국적으로 논쟁을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며, ④ 점수를 따기

위해 강렬한 반대심문을 하려는 노력은 증인대를 ‘명예의 도축장’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

을 사유로 든다. (Donald L. Swanson, “The ‘Sporting Theory of Justice’ and

Mediation Profession : Roscoe Pound”, mediatbankry.com, 2017.10.25.에 확인)

21) 1940년부터 1981년까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의 수는 연간 3,5000건에서

180,000건으로 증가하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190건에서 3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 77.)

22)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81.

23)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4) 프랭크 샌더(Frank Sander)의 용어로, 다양한 문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

성”(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재판정의 로비에 갔을 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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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1993년 상설적인 분쟁 해결 부서가 되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3곳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변론 진행 전에 의무적(mandatory)이고 비구속적

(non-binding)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원부속형 중

재’(court-annexed arbitration)를 시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에 대한 예

산을 지원하였다.25)

(2) ADR의 입법적 수용

1990년대 일련의 입법을 통해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전면적으로

ADR이 도입된다. 1990년의 민사소송 개혁법(the Civil Justice Reform

Act of 1990, 28 U.S.C. §471-82)은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DR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였고, 1998년의 대체적 분쟁해결법(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28 U.S.C. §651-58, 이하

“ADR법”이라 한다)에는 각급의 연방 지방 법원에 ADR 절차를 개발하

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26)27)

입법부는 1995년 의회 책임성 제고법(the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 Public law 104-1)에 따라 임용

(employment) 관련 분쟁에 ADR을 활용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의회 윤

리위원회(the Office of Compliance)에서 비사법적인 행정 청문절차를 진

행하거나 연방법원의 소송에 앞서 자문이나 조정 같은 ADR 절차에 강

중재, 사실확인, 옴부즈만 같은 다양한 절차로 안내하는 6개의 문 앞에 서게 된다.

(Resnik, Judith, “Many Doors? Closing Door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judication”, 10 Ohio St. J. on Disp. Resol. 1995, 217)

25)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85-86.

26)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7) 1990년과 1996년의 ADR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 측에서 폭넓게 지지를 받았지만,

각자의 이유는 달랐다. 공화당원들은 ADR이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소송 비용을 줄인다

는 점을, 민주당원들은 ADR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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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회부(a mandatory ADR process)해야 한다는 것이다.28)

행정부 또한 1990년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0, Public Law 101-648)과 행정절차법(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개정하는 1990년의 ADR법(Public

Law 101-552, 5 U.S.C. §581-95)에 따라 ADR을 활용하라는 요구를 받

게 된다. 1990년의 ADR법은 연방 행정기관과 관련된 행정분쟁을 ADR

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1990년 ADR법 제2조는 행정절

차에서 “협상, 화해, 조정촉진, 조정, 사실확인, 간이심리(mini-trial), 중

재” 등의 다양한 ADR 기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성

과평가(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도 ADR법에 근거해 행정 분

쟁을 해결하는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29)

1996년의 ADR법(the ADR Act of 1996, Public Law 104-320, 110

Stat.3870 at 5 U.S.C. §571-83) 등 지속적으로 ADR의 법적 근거를 강화

하는 입법이 지속된다. 연방 행정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하

는 데, ① 그들의 행정작용과 관련된 ADR 시행 정책을 수립할 것과 ②

1인의 고위 관료를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책임을 지는 분쟁해

결 전문가로 지명하는 것이다.30)

제 3 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찬반론

ADR의 확산이 워렌 버거의 기대처럼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에 기여했

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절차를 남설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제

한했는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이 글에서는 법철학적, 법치

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28)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6.

29)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30) Nabatchi, Tina, 앞의 글, 2007, p.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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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을 도출한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을 대신해 ADR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유의미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지를 경제학적으로 검증한

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ADR 설계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1. 규범적 접근

(1) 긍정적 견해

가. 유연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 불완전한 법규범의 보완

법치주의가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합리적인 법규범

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가와 법관이 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집행

해야 한다.31) 그런데 최근에는 이해갈등의 상황이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영역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법치주의적 해결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법규범이 흠결되어 있어서 사전적 준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

거나, 법규범이 있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관행과 규범

을 판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에 어느

정도 원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32) 이러한 영역에서는 당사자 간 의견교

환에 따라 준거를 형성해나가고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중재자로 선임할

수 있는 ADR 제도가 유효한 분쟁해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예로 들어보면, 법

령상 명확한 규제가 없으나 민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의 분쟁에 대해 기준을 확립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환경분

쟁에 관한 영역에서 과소법화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분쟁해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33)34)

31) 이희정, 앞의 글, 2004, p. 28.

32)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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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수인 한도 : 1분 평균 주간 40dB(A) / 야간 35dB(A)

배상액 :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3만원,

2년 이내면 79.3만원, 3년 이내면 88.4만원

가중사유 :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인 경우(20% 내)

주간과 야간 모두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30% 내)

감경사유 :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30% 내)

< 표 2 > 층간소음 배상 기준35)

나.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성의 제고

현대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자들은 로스쿨 교육이 전사(Knights)를 양성

하고 있으며, 재판의 대심적 구조로 인해 당사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원의 판결은 대개 승패가 명확한 일

도양단식으로 내려지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안

기는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36)

33)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4

34) 이러한 분쟁해결기준의 개념과 효력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소

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글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과 고시로 정해진 행정법규로서 효력을 지니지만,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적용되는 임의규정 내지 재판규범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

고 있다. 당사자 간 해당 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사업자가 제품에 소비

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절차법적 효력

을 지닐 수 있겠으나, 모든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의 실체법적 효력

은 없다는 것이다.(서희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 민사분쟁해결의 메카니즘

을 통한 분석, 『민사법학』 제61호, 2012.)

3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층간소음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시행”,

2014.1.27.

36) Bush, Robert A. Baruch, “Mediation and Adjudication, Dispute Resolution and

Ideology : An Imaginary Conversation”, 『Contemporary Legal Issues』 3 J. 1, 36.

(1989-1990), 1990. p. 5-6.

이 글에서 ‘관계의 지속성의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쟁’으로 분류된 것은 △ 양육권 분쟁

이 있는 이혼사건(a divorce case with a custody question), △ 복합적인 상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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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ADR의 과정에서는 보다

인간적이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화해나 치유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절차 속행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내

밀하고 사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적합하다. 대화의 장을 거치면서 적

대적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반보 양보

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원만한 갈등의 봉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는 ADR이 당사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분쟁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7)

법원은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가사 사건에서

ADR이 폭넓게 이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혼 당사자는 특히 자녀

가 있는 경우 분쟁 종결 후에도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는 분쟁 과정 중에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분쟁의 본질상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38)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 임대차 계약 사건(landlord-tenant case)이었다. 한

편, △ 차별금지 청구사건(a discrimination suit), △ 소비자 사건(a consumer case), △

인신 상해 사건(a personal injury litigation)의 경우에는 관계의 단절이 덜 문제가 되고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37) 미국에서는 법원연계형 ADR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연계

형 ADR에 대한 62개의 연구와 100개의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참여자가 조정절차가 공정했다고 답했고, 합의가 성립된 경우 참여자의

70% 이상이 합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답했다고 한다.(Shack, Jennifer, 'Mediation Can

Bring Gains, But Under What Conditions?, 9 Disp. Resol. Mag. 11., 2003) 다른 연구에

서는 조정에 참여한 사람 중 72%가 절차가 공정했다고 답했고, 84%가 분쟁에 대해 자

신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답했으며, 63%가 결론을 도

출함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Wissler, Roselle L.,

Court-Connected Mediation in General Civil Cases : What We Know from Empirical

Research', 17 Ohio St. J. Disp. Resol. 641, 2002) (Eisenberg, Deborah Thompson,

'What We Know and Need to Know About Court-Annexed Dispute Resolution,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67, 2016, p.248에서 재인용)

38) 가사분쟁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법정대리인 중 86.2%가 조정이 재판에 비해 낫다고

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hoennes, Nancy, Ctr. for Pol'y Research, 'Permanent

Cstody Mediation Lucas Country Court of Common Pleas - Juvenile Division',

2001)(Eisenberg, Deborah Thompson, 앞의 글, 2016, p.248에서 재인용) 가사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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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계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적 다툼이 핵심이 되는 소송을 ‘쓰레

기 사건’(junk cases)이라고 부르며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they

don't belong here)라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반대로 개인

간의(interpersonal), 이웃 간(neighborhood) 분쟁에는 ADR이 강점을 지

니며, 상호 분노를 줄이고 이해를 증진하며 조화로운 관계 설정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39)

다.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의 함양

ADR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입

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는 자기 초월

(self-transcendence)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

에 있는 제3자의 판단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분쟁이 공적인 의사

결정과 관계된 경우 자치(self-governance)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40)

시민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 대안적 관점에서는 ADR에 내재된 절차적

가치와 시민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DR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발현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성숙해나갈 수 있는 담론의 장

(deliberative debate)을 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통적 법치주의

에서 중시되는 개인의 방어적 자유보다 대화와 심의를 통해 공적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더 중시한다.41)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정 성립을 이룬 당사자들 중 98%가 절차에 만족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도 57%가 절차에 만족한 반면, 소송절차에 임했던 당사

자 중에서는 36%만이 만족을 표시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다.(Tarr, G. Alan,

『Judicial process and judicial policymaking』, Belmont, Calif : Wadsworth Pub. Co.,

2009, p.221)

39) Tarr, G. Alan, 『Judicial process and judicial policymaking』, Belmont, Calif :

Wadsworth Pub. Co., 2009, p.221

40) Bush, 앞의 글, 1990. pp. 10-12.

41)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알래스데어 메킨타이어(Alasdair Maclntyre), 이안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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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도 단순히 헌법,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

는다. 정치적 공감대 형성(political empathy)과 실용적 이성(practical

reason)이라는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심의를 통해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공익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도덕적 발전과 관계성 증진,

공동체적 연대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42)

(2) 부정적 견해

가. 재판청구권 행사의 저해

ADR에 대한 비판론자는 ADR을 과도하게 장려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

들이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공정한 법관에 의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

쳐 구속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사

법적 분쟁해결의 본질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와 평등 실현 등 사회정의

의 구현이며, 이는 공동체에서 형성한 실체적, 절차적 규범에 따라 수행

되는 재판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사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의 재원으로 판사를 채용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며 법률구조

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ADR을 촉진하는 것은 손쉽고 안이한

접근이라는 것이다.43)

법원과 같은 공식적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에 의해 절차보호나 사후검

증기능도 없는 ADR 절차를 촉진하는 것을 일컬어 주디스 레스닉(Judith

Resnik)은 ‘사법정의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민영화할 때는 충분한 공익적 사유

가 있어야 하는데, 저렴한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

는 것이다.44)

닐(Ian Macneill)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Bush, 앞의 글, 1990. pp. 12-14.).

42) 이희정, 앞의 글, 2004, p. 99-105.

43) Bush, 앞의 글, 199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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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방중재법(the Federal Arbitration Act)은 각종 계약 내 ‘중재 조

항’의 대중화(mass of arbitration clause)를 낳았을 뿐, 중재를 대중화

(mass of arbitration)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ADR의 옹

호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다양한 분쟁해결절차(DR) 중 하나로 간주해

JDR(Judicial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에

의해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특수성을 희석시키므로 경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45)

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의 심화

어떤 경우든 양 당사자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 소송

에서든 ADR에서든 자본이나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유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ADR이

이러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지 여부이다.

비판론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ADR이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한다. 첫째, 능력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등과 달리 일반 소비자나 노동자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

기 때문에 ADR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둘째, 판

결을 기다리면 더 큰 배상액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도 경제적 약자는 당장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ADR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배상이 결정되어도

수용하는 경향을 지닌다.

셋째, 경제적 약자는 소송 진행 과정의 변호사비용, 법원감정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렵고 이를 알고 있는 상대방은 더 낮은 액수의 배상액을 제

시하며 ‘싫으면 소송하자’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의 높은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ADR에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다. 사

44) Resnik, Judith, “Diffusing Disputes: The Public in the Private of Arbitration, the

Private in Courts, and the Erasure of Rights”, 『Yale Law Journal』 Vol. 124, 2015.

p. 2803.

45)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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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강자는 민사소송과 ADR 사이에서 유리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ADR 과정 중에도 약자에게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46)

한편 소송절차의 경우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판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

자 간 협상(bargaining)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비해 덜 위험하다.

판사는 증인 출석을 요구해 심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절

차에 개입함으로써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47) 우리나라

에서는 자원배분의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형사 사건에

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민사 등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사법적 정의 구현의 어려움

사법절차의 존립 목적은 개인의 권리 보호나 신속한 권리 구제 뿐 아니

라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ADR은 우선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서,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분쟁에서 충분한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타협에 치중하며 법과 원칙을 경시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법률문외한의 관여로 이루어진 합의는 향후 또다

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48)

재판과 같은 심급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시정 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없으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가 취약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

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ADR에는 판사

도, 변호사도, 배심원도 없다. ADR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일부 포기를 전제한 상태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지 아

니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값싸고 불완전한 판단을 받는 절차다. 이는

46) Fiss, Owen. M., 'Against Settlement', 93 『Yale Law Journal』 1073, 1984, p.

1076.

47) Fiss, 앞의 글, 1984, p. 1077.

4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908392,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대체적 분쟁해

결 기본법안’, 2014,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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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들에게 “2급 정의”(second-class justice)를 제공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49) 분쟁해결의 결론이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미치고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을 실현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소 결

전통적 행정법의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에 따르면 시민은 오로지 선

거와 참정권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현실의 분쟁에서 집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되어야 한

다. 여기에서의 개인은 소극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가 있을 때만 법원에서 자신의 손해를 주장해 구제를 받을 수 있

다. 법원 외적인 기구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구제가 미흡할 수 있

을뿐더러 분쟁해결의 일관성, 헌법적 가치 실현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입장에서는 ADR의 활용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당하

게 민영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정당성의 고리(Legitimationskette)가 연결됨으로서 확보

될 뿐이므로 ‘시민 참여’에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50) 선

거나 참정권이 아닌, 비공식적 시민 참여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어

렵고 소수 의견이 과대 대표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공익,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 내지 국가와 법

질서의 단일성이라는 이념이 한계에 이르러 왔다. 공익이나 올바른 결

정이 객관적으로 선재하는 것이 아니며, 결정자 체계 환경 사이의 상호

49) 이점인, “재판외분쟁해결제도 : 미국의 ADR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26호,

1999, p. 195.

50) 박정훈, 앞의 책, 2005,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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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 이익을 수렴해 문제의 복잡성

을 감소시킬 때 비로소 어느 정도의 결정이 가능해진다.51)

오늘날의 분쟁은 ‘과거에 발생한’ ‘법 위반을 토대로 한’ ‘양자 간의’ ‘개

인적 이익 충돌’에 국한되지 않는다. 분쟁은 대부분 현재진행형이어서 과

거-현재-미래에 걸쳐져 있고, 다양한 집단들이 관여되며, 현행법 위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의 문제와 연

결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오늘날의 개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법률을 통해 구현하는 적극적인 개인이다. 헌법적 이념이 무엇인

지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들 간의 동태적 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분쟁도 공동체적 가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52)

분쟁 당사자가 욕구하는 ‘해결’ 또한 승패를 가리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하거나, 상호 강점을 살려 윈윈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하거나, 입법부나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 연속성 있는 정책방향으로 구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절차는 모두 시민사회를

향해 보다 유연하고 개방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호 경계가 불분명

해지고 있다. ‘정식 처분/재판 절차’의 보완재로서 ADR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될 수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따라서 ADR에 대한 비판이론은 ADR 도입 그 자체보다는 분쟁영역 별

로 ADR의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준거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51) 박정훈, 앞의 책, 2005, 251-256.

52) 어느 중학생이 웹하드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고, 저작권자가 저작

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자. 저작권법은 형사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의

정도에 따라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의 남발이 사법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야기하고 법률에 무지한 청소년들을 협박해 배상금을 악의적으로 요구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사범 양산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고소를 각하하는 ‘고소각하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다.

고소각하제도는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매년 연장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문체부 대검

찰청 청소년 저작권 고소각하제도 1년 연장”, 2017.2.28.) ‘저작권법’의 명시적인 보호 법

익이라 보기 어려운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정책적인 판

단이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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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각계에서 ADR의 활용이 확산되더라도 현대 민주국가의 기본질

서인 사법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결코 상정하기 어렵다. 국민 누

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식 사법절차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

며, ADR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보완재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효과적인 보완재 설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분쟁은 ADR 기구의 전문성과 절차의 공식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과, 사건의 비밀보장 내지 당사자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역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분쟁유형별로 재판청구권의 보호, 사법정의의

구현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관점에

서 ADR의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각 분쟁유형에 대한 ADR의 입법 모델

(주체, 절차, 효력 등)을 설계할 때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ADR 제도

의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2. 법경제학적 접근

(1) 긍정적 견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재판절차의 과다한 비용, 기술적

난해성, 그리고 경미한 분쟁에 대한 부정합성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

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 저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DR이 태동하였

다. 즉,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ADR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보다 저렴한

비용’이다.53)

ADR에는 변호사도, 판사도, 배심원도 없다.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절차’

와 ‘당사자 간 합의의 중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법률

전문가가 조정 또는 중재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단체, 산업 전문가,

53)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2002,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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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등이 절차를 주관하기도 한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제한된 수의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의 정

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54)55)

(2) 부정적 견해

ADR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ADR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긍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ADR은 무익한 절차이자 비용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ADR은

본연적으로 판사의 판결만큼 권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결론을

얻은 사람의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56)

당사자들이 ADR을 통한 분쟁종결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절차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고, 이 때 ADR을 위한 법정 기구와 절차,

사무지원 인력 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낭비이다. 또한 절

차의 낮은 문턱으로 인해 종래 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갈등도

분쟁으로 비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57)

54) 김경배, 앞의 글, 2002, p. 175

55) Hensler는 ADR이 활성화되던 1982년의 캘리포니아 주와 피츠버그 주의 법원 사례

를 통해 법원 연계형 중재가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캘리포

니아와 피츠버그에서 모두 60% 가량의 민사소송이 중재에 회부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 중 중재절차에서는 총 299달러의 심리 비용(case

processing costs)이 소요된 반면, 재판절차에서는 8,300달러의 심리 비용이 소요되었고,

피츠버그 주의 경우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 중 중재절차에서는 175 달러의 심리 비용이,

재판절차에서는 3,071달러의 심리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재는 법원

의 혼잡도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Hensler, Deborah R, 'What We

Know and Don't Know about Court Administered Arbitration", Judicature 69:270,

1985, pp. 5-6.)

56)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앞의 글, 2004, p. 6

57) Shavell, Steve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n Economic Analysi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4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The

Univerity of Chicago,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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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의 검증 : 당사자의 비용편익 분석

가. 개 관

스티븐 셰이블(Steven Shavell)은 양 당사자가 결과의 불확실성과 소송

의 반복제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DR을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를 경제

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함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56)

당사자에게 재판과 화해(즉각적인 합의), ADR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자.

재판에서 이길 확률과 ADR에서 이길 확률과 다르고, 각 절차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수익도 다르다. 재판에서 이길 확률과 승소 시 예상되는 수

익을 곱하면 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된다. 절차에 소요되

는 비용은 ADR이 낮고, 화해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58) ADR

절차에 들어서려면 당사자 간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ADR

을 제안했을 때 피고가 차라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59)

이러한 전제 위에서 양 당사자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ADR을 함께

택하게 되면 ADR의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위험 중립적이고,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결론이 다른

대안에 비해 파레토 우월(Pareto superior)60)한 경우에만 합의에 이를 수

58) 이 글에서 원고를 p(plaintiff), 피고를 d(defendant), 소송을 T(Trial), 화해를

S(Settlement), ADR을 A, 원고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을 x라고 한다. 비용은 C(X), 확률

은 P(X)이다. 원고가 바라본 승소 가능성은 P(X)p이고, 피고가 바라본 패소 가능성은

P(X)d이다. 한편 화해의 비용은 0이고, ADR의 비용은 재판의 비용보다 적으므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S)p + C(S)d = 0 < C(A)p + C(A)d < C(T)p + C(T)d

59)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5-7.

60) 시장에 참여한 사람 중 어느 누구의 자원배분 상태도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의 자원배분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이를 파레토 우월한 자원배분 상태라고 한다

(로버트 핀다이크,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5, p.927). 이 글에서 ‘파레토 우월’

은 A 조치의 기댓값이 A’의 기댓값보다 클 때 A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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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자.

< 그림 1 >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분쟁해결61)

여기에서 당사자가 ADR 절차를 개시할지, 아니면 바로 재판에 들어설

지의 의사결정은 ADR의 결론이 재판을 얼마나 구속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ADR 기구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

될 가능성이 크다면 ADR의 낮은 비용이라는 이점이 크게 나타날 것이

다. 반면, ADR의 결론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당사자

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뿐이어서 ADR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양 당사자가 ADR에 참여할 유인

(가)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원고가 ADR에서 이긴다면 재판에서도 이기고, ADR에서 지는 경우 재

치의 기댓값은 원고(p)의 기대이익에서 피고(d)의 기대손실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즉,

다음의 경우 p와 d는 A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Ep
A - Ed

A > Ep
A’ - Ed

A’

61)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12 일부 수정하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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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도 진다고 하자. 이 경우 ADR에서의 인용 가능성과 재판의 인용

가능성은 같다. 비구속적 ADR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후

속 재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재판에서도 원고가 100% 승소하게 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재판비용을 물지 않고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이

익이다. 비구속적 ADR 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후속 재판

에서 원고가 100% 패소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가 절차를 속행할 실익

이 없으므로 분쟁절차가 종결된다.62)

한 편, 구속적 ADR 절차를 따를 경우와 재판을 따를 경우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전제에 따라 구속적 ADR을 통해 원고가 이길 가능성과 재

판을 통해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정확히 같기 때문에, P(A)=P(T)이다.

이 때 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재판의 기댓값보다 항상 높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구속적 ADR 절차를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모든 분쟁은 구속

적 ADR 또는 화해로 종결되므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게 된

다.63)

구속적

ADR의

기댓값

Ep
AB - Ed

AB ⇒ {P(A)p・x–C(A)p} - {P(A)d・x +C(A)d}
⇒ (P(T)p–P(T)d)x - (C(A)p +C(A)d)

재판의

기댓값

Ep
T - Ed

T ⇒ {P(T)p・x–C(T)p} - {P(T)d・x +C(T)d}
⇒ (P(T)p–P(T)d)x - (C(T)p +C(T)d)

(나)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이 때 비구속적 ADR은 발생하지 않는다. ADR의 결론이 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비구속적 ADR은 양 당사자에게 절차의 비용만

부과할 뿐이다. 결과에 불만족하는 어느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구속적 ADR은 비용이 적다는

62)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3.

63)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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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여전히 이점을 지닌다. 따라서 재판, 구속적 ADR, 화해의 기댓값

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절차로 진입할지가 결정된다. 재판과 구속적 ADR

의 기댓값이 화해절차의 기댓값인 0보다 작을 경우 즉각적으로 화해절차

가 개시될 것이다. 재판의 기댓값과 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0보다 크다

면, 양 자 중에 기댓값이 큰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64)

(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부분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가정이다. ADR에서 도출된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재판

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100% 구속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

다. 이 가정 하에서는 (가), (나)의 경우와 다르게 일률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없다. 당사자의 기대와 믿음, ADR의 과정을 통해 교류된 정보의

깊이 등에 따라 즉각적인 재판절차의 진입, 즉각적인 화해, 비구속적

ADR, 구속적 ADR이 모두 가능하다.65)

스티블 셰이블의 글에서는 여기에서 논의가 종결되지만 가장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변수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도록 하

겠다. 편의상 원고와 피고가 ADR에서 원고가 인용될 확률을 같게 예측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P(A)p = P(A)d = P(A)). 이 때 재판, 화해, 구속

적 ADR, 비구속적 ADR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64)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15-16.

65)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되면 재판을 통해 10,000달러를 80%의 확률로 받을 수

있고 ADR에서 기각되면 60%의 확률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자. 한편, 피고는

원고가 ADR에서 이길 경우 재판에서 65%의 확률로 원고가 이기고, 원고가 ADR에서

이길 경우 재판에서 20%의 확률로 원고가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리고 재판에 소

요되는 비용은 총 3,000달러이다. 이 때, 원고가 ADR에서 이긴다면 재판의 기댓값은

1,500달러(8,000달러-6,500달러)이므로 화해를 하겠지만, 원고가 ADR에서 패소하면 재판

의 기댓값이 4,000달러(6,000달러-2,000달러)이므로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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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T-Ed

T (P(T)p- P(T)d) x -(C(T)p+C(T)d)

Ep
S-Ed

S s-s = 0

Ep
AB - Ed

AB - (C(A)p +C(A)d)

Ep
AN-Ed

AN (1-P(A))｛(P(T)p
l- P(T)d

l) x -(C(T)p+C(T)d)｝

구속적 ADR은 화해에 비해 파레토 열위에 있으므로, 선택되지 않는다.

재판, 비구속적 ADR, 화해의 기댓값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절차가 선택

된다. ADR에서 이길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면 비구속적 ADR보다 화

해가 선호된다. 또한 원고가 ADR에서 이길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지고

원고가 ADR에서 진 경우의 승소가능성의 기대차(P(T)p
l- P(T)d

l)가 일반

적인 승소가능성의 기대차(P(T)p- P(T)d)보다 커진다면66) 재판의 기댓값

보다 비구속적 ADR의 기댓값이 높아질 수 있다. 즉, ADR 과정을 거친

후 피고의 원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조정된다면(ADR의

결론이 재판을 구속하리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면) 바로 재판절차에

진입하지 않고, 비구속적 ADR을 거치기로 합의를 하게 된다.

다. 양 당사자가 비구속적 ADR을 거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비구속적 ADR을 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치도록 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에는 재판으로 나아감에 앞서 비구속적

ADR에 소요되는 비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비구속적 ADR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에만 절차를 개시할 것이

66)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1%라고 할 때, 원고가 ADR에서 진 후에

도 원고는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50%로 계속 유지한다. 반면, 피고는 재판에서 원고

가 승소할 가능성을 30%로 보다가 ADR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것을 본 후에 10%

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재판보다 비구속적인 ADR의

기댓값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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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도 ADR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느냐에 따

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다.

먼저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을 경우 당사자

들은 결코 재판을 즉각 개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ADR의 기댓값이 0

보다 작다면 바로 화해에 들어설 것이고, ADR의 기댓값이 0보다 크다면

ADR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제소 가능성은 통상 ADR이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높다.67)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경우, 원고가 제소할

가능성은 ADR이 전심절차로 규정된 경우에 더 작아진다. 소송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ADR을 거쳐야 하고 총 비용이 높아지므로 원고가 피

고에게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위협’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68)

마지막으로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불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경

우, 일률적으로 결론을 말하기가 어렵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예

측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각적으로 재판절차에 진입할 가능성

이 크다. ADR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비구속적 ADR이

전심절차일 때 원고의 제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67) 만약 원고의 주장이 ADR에서 인용되면 그는 바로 화해를 통해 s를 얻게 되고, 기대

이익은 ｛P(T)p s – C(A)p｝이다. ｛P(T)p s – C(A)p｝0이면 원고가 제소할 수 있

다. 한편, ADR이 전심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P(T)p x – C(T)p｝0 이 제소요건이었

다. P(T)p(x-s) - (C(A)p – C(T)p) ＞ 0 이면 ADR이 전심절차인 경우의 제소가 더 쉽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전제 상 ADR의 비용이 재판비용보다 항상 낮으므로 (C(A)p

– C(T)p) ＜ 0) 통상적인 경우에는 ADR이 전심절차인 경우의 제소가 훨씬 쉽다.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7-18.)

68) 만약 원고가 재판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이 음인 경우｛P(T)p x - C(T)p＜0｝ 원고

는 재판은 물론 비구속적 ADR도 개시하지 않는다.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위협으로 느

끼고 화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P(T)p x - C(T)

p＞0｝이고 (식 2) ｛(P(T)p–P(T)d)x  C(T)p +C(T)d ｝가 만족된다면 당사자는 비

구속적 ADR을 거친 후 화해에 이를 것이다. 이 때 원고의 기대이익은 ｛s-C(A)p｝이

며, 이는 재판의 기대이익보다 작은 값이다.｛P(T)p x - C(T)p＞0｝이고 (식 2)가 만족되

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때 기대이익은 ｛P(T)p x - C(T)p -C(A)p｝

이고 마찬가지로 재판의 기대이익보다 작다.(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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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DR을 통한 재판의 예측 가능성

완벽히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 부분적 예측가능

ADR

없음

제소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 0

화해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피고의 재판의 기대손실

ADR

선택가능

제소 가능성 : 원고의 재판의 기대이익 ＞ 0

즉각 재판 개시 X

구속적 ADR 또는 화

해를 통해 분쟁 종결

비구속적 ADR 활용 X

재판, 구속적 ADR,

화해를 통해 분쟁 종결

모든 경우의 수 가능

ADR을 통해 정보공유

많이 할수록 재판보다

선호도 높아짐

비구속적 ADR보다는

화해를 선호

ADR 제소 가능성 더 높음 제소 가능성 더 낮음 제소 가능성 예측곤란

커진다.69)

라. 당사자가 위험기피적인 경우

지금까지는 양 당사자가 위험중립적이라는 전제 위에 논의를 전개하였

다. 당사자가 만약 위험기피적이라면, 재판과 ADR은 결론을 알 수 없다

는 점에서 모두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즉각적인 화해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빠르게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구속적 ADR을 선호할 것

이다. 손해배상액의 범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구속적 ADR은 더 선호

되며, 비구속적 ADR 종료 후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절차

의 속행에 따른 비용을 높게 평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제소 가능성은 감

소할 것이다.70)

(4) ADR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건

다음의 <표 3>은 상기 논의를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 표 3 > 법경제학 분석에 따른 분쟁해결 구조의 도해

69)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19.

70)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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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ADR을 통해 정보공유

많이 할수록 제소가능

성 높아짐

먼저, ADR의 결론을 통해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재판 이용의

유인은 줄어든다. 다만, ADR과 재판결과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비구속

적 ADR은 무용한 절차로 여겨져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종국

적인 결론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구속적 ADR보다는 구속적

ADR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당사자의 위험기피적 성향이 커질수록

이 경향은 더 커진다. 이는 당장의 손해에 예민한 저소득 계층이 ADR을

선호한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71)

다음으로, ADR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재판보다 선

호도가 높아지며, 제소(brnig suit)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ADR이 재

판보다 선호되는 절차로 유의미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ADR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후속 재판의 결과

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질 경우 재판의 결과와 연계성이 높아지게 되며 상호

접점을 찾는 것을 도와 화해를 촉진할 수도 있다.

ADR이 자발적인 대화에 비해 소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당사자는 분쟁에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변호사와 고객 간에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ADR 과정을 통한 담론 형성과 시민정신의 함

양, 전문성의 보완 등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규범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72)

71)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p. 21.

72) Shavell, Steven, 앞의 글, 199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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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R의 정당성 확보 방안

지금까지 ADR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찬반론을 규범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규범적으로는 ADR을 장려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절차 보장이 미흡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

키며, 사회적 정의 구현의 담보가 어렵다는 점이 주된 비판으로 제기되

었다. 반면, 사회 변화와 함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소극적 개인에서 적극적 개인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불완전한 법규범의

보완이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계성의 제고 차원에서 유연한 분쟁

해결절차의 등장은 바람직하고 필연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경제학적으로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ADR이 소송에 비해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ADR을

통해 재판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클수록, ADR의 과정을 통해

의견교환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을수록 재판에 비해 ADR

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사자

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두 접근방식은 시작점은 매우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ADR의 규범적, 사회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사항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Exchange)을 독려해야 한다. 담

론을 통해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려면 깊이 있는 소

통이 필수적이다. 중립적인 제3자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양 당사

자에게 평등한 의견 제출권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ADR을 주관하는 기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Expertise)을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이 행정부의 재량을 일단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

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기인한 판단이라고 의제하기 때문이다. 건축하

자, 층간소음, 의료과실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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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이 ADR 기구의 결론을 존중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를 알고있는

당사자들은 ADR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당사자의 절차 참여 유인(Engagement)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

다. 법원의 재판에서는 원고가 적법한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에게 출석

의무, 증거제출, 진술의무 등이 부과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참여를 강

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ADR은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개시나 효력 발생에 있어 양 당사자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ADR은 전문성이 매우 높고, 비용이 현격히 낮아

선택지로서 명백한 이점을 지니거나 아니면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당사자

의 절차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DR 제도는 양 당사자

에게 무익한 비용으로 인지되어 사문화되기가 매우 쉽다.

지금까지 소송을 대체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ADR을 살펴보았다면, 다

음 장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ADR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

한다. 행정부가 국고를 들여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려면 보다 고양된 공

익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전력, 방송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 새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사측과 근

로자, 기업과 소비자처럼 당사자 간 협상력 격차가 현격해 자력에 의한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나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감정비용을

현격히 낮출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그 자체로 공익이 되므로 당사자에 절

차 참여 유인을 보장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세 번째 조건이 규범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그간 행정기관은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해

여러 종류의 ADR 입법모델을 만들어왔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실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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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의 도입과 특징

제 1 절 ADR 규정의 범람(mass of ADR clause)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소송 대체적’인 기능 수행을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행정형 ADR이 급격하게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건축,

노동, 환경, 방송통신, 지식재산권, 금융, 전력, 유통업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각 분야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73)

개별법에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중재재정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

고 있으며, 그 절차나 효력 등도 제각각이어서 전체적인 제도를 조망하

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법률에 ‘분쟁해결’이 부록으로 따라붙

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정도다.74) 현행법상 행정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한 사례는 50개가 넘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73) 대한상사중재원은 '건설, 금융 등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IT, 지적 재산권, 노사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 엔

터테인먼트 등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경우'를 중재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안내', 2014), 이 중재 대상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74) 법원행정처, “조정실무”, 2002, 29.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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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쟁해결 기구 근거 법률 효 력

건 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 기본법 재판상 화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법 민사상 합의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재판상 화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재판상 화해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임대주택법 민사상 합의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민사상 합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상 합의

교 통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민사상 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판상 화해

환 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규정 없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재판상 화해

거 래

계 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재판상 화해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재판상 화해

국제계약분쟁

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업 발전법 민사상 합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 표 4 > 개별 법률 상 분쟁해결제도75)

75)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335-342. 원문에 「가맹사업 공정화의 거래에 관

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조정의

효력이 민사상 합의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법률상 재판상 화해로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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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금 융

증 권

보 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시장감시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우체국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지 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재판상 화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재판상 화해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재판상 화해

정 보

통 신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민사상 합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재판상 화해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언 론

방 송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재판상 화해

농어업

환지심의위원회 농어촌정비법 규정 없음

농림종자위원회,

수산종자위원회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민사상 합의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규정 없음

교 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규정 없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 없음

노 동

노동쟁의

조정(중재)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체협약

교원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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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단체협약

의 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기 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하천법 민사상 합의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민사상 합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판상 화해

제 2 절 도입이 확산된 원인

미국과 달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고,76) 행정부처에 ADR의 활용을 장려하는 일반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서 ADR 조항의 범람(mass of ADR clause)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무

엇일까? 행정기관은 본래 전통적인 명령통제(command and control)식의

규제를 수행하고 분쟁해결은 사법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어떠한 이점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민간 당사자들 간의 이

견을 조율해달라는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한 것일까?

다음에서는 ADR이라는 정책 서비스를 수요하는 일반 국민의 관점과,

ADR 제도를 운용하는 제도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의

유인을 살펴본다.

76) 우리나라는 첫 재판기일이 1년 후에 잡히는 미국에 비해 혁신적으로 소송의 문턱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사본안사건만 해도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소가 제기

되고 있음에도 평균 소송기간이 1년 미만이며, 놀랍게도 단독사건의 소송기간은 평균 5

개월 정도이고, 소액사건의 소송기간은 평균 4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World Bank, 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계약 이행을 위해 소송

에 소요되는 기간은 미국이 395일, 독일이 310일, 영국이 345일, 일본이 280일에 달한 반

면, 우리나라는 90일에 그쳤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pp. 3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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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사전적으로 ADR 기구의 절차의 공정성, 완비성을 평가할 수 있음

② 법원이 사후적으로 해당 절차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독할 수 있음

③ 법원이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공적인 접근(public access)을 요구할 수 있음

1. 제도 수요자의 측면

(1) 분쟁해결의 공신력과 절차 보장

ADR의 소송대체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디스 레스닉도 행정

기관에 의한 ADR에는 긍정적 역할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가 비판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따르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절차

가 공개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사후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불투명

한 민간 ADR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기관도 재판과 유사한 절차에 따른 대심적 처분(administrative

adjudication)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법률과 헌법의 한계

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법원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적법 절차(process due)”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디스 레스닉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는 ADR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77)

< 표 5 > ADR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78)

이러한 요건은 임의적으로 설치된 민간 ADR 기구에서는 달성하기 곤

란한 것이다. 법원 등 외부기관과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개 과정에서 ADR 절차의 비밀 보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표 4>에 규정된 행정

ADR 기구들은 외부기관에 의한 절차의 사전적 사후적 감독이 일상적으

77)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p. 2808-2811.

78) Resnik, Judith, 앞의 글. 2015, p.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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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개별법률에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위원의 선임 해촉,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유지, 행자부장관의 활동상

황 점검,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재

정당국과 주무부처에 의해 실적을 평가받을 수도 있다.

즉, 행정기관은 조직적, 절차적 관리 감독을 통해 책임성이 담보되는 기

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 기구의 공신력은

민간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자발성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요한 고려요소였을 것이다.

(2) 법률의 유권 해석에 대한 요구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유사

성을 지닌다. 현실적으로 행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광

범위하게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허가․승인․제재처분 등의 적극

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법률상의 문구 해석과 관련

해 당사자 간 재산적 이해가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반 서비스인 ‘우버 택시’가 무료인 경우와 유료인

경우 「여객운송사업법」이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의 적용과 관련된 해석이 달라지는지,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하여

특정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

미하는지, ‘외국법인’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을 때 어느 법률을 유추적

용해야 하는지,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1/2로 규정된 경우 이는 최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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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아니면 고정요건인지, 「방송법」 상 시청자제작프로그램 규정의

‘시청자’의 범위에 자연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도 포함되

는지 등,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법률상의 문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이르는 분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의 유권 해석 단계에서 많은 분

쟁이 정리되곤 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법규범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행정기관은 형식을 막론하고

해석지침을 만들어낸다.79) 이 해석지침은 (i) 하위법령에 구체화되거나

(ii) 처분을 통해 공식화되거나 (iii) 유권해석을 통해 공문서로 남거나

(iv) 당사자 간 암묵적인 합의라는 비공식적 영역에 놓이게 된다. (ii)의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

무상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ii), (iv)의 경우 해석 요청을 한 당사자

를 제외한 사람들은 해석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 특정한 법률 규정이 매개가 될

경우 당사자는 그 법률 규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

두면 재판에서 사실상 존중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ADR을 통한 재

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3) 전문성의 활용

오늘날의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정책은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법률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느슨

한 네트워크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원 임

79) 행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법령해석권한은 법제처에게 있지만, 법제처도 소관 부처의

유권 해석을 1차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

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 부처에 해석을 요청했음에도 30일 이상 무응답하거나 해

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 44 -

명권을 지니고 있는 분쟁해결 기구는 통상 이러한 정책네트워크에서 활

동하는 전문가들로 채워지게 된다.80)

<표 5>에서 보듯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주택, 교통, 유통, 계약

등 개별 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산업군 별로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은 산업

내 행위자와 생태계 질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

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 내 행위자 간의 협상력 격차나 개별적인 판

단이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도 높다. 따라

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과의 밀접한 거리에서 기인하는 전문성은 중립성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산업의 발전에 책임을 지

닌다는 것은, 개별 분쟁으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익적 요구로 인

해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길 경우 불리한 결론에 이를 것을 우려하는 사

업자는 분쟁해결절차를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상의 규제’라고 인식하기

도 한다.

(4) 시간과 비용의 절감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도 적용되는 ADR

80) 「방송법」[시행 2017.9.15., 법률 제14839호, 2017.7.26.]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선임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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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관리 분쟁발생 시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보다 좋은 점

a.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

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

하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

게 도와줍니다.

b.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시 약 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

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c.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

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다. 여전히 일반 국민에게는 법원이 3부 중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분쟁해결 기구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

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한다.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담당 직원에 의해 절차를 안내받으며, 사건 진행에 따른 수수

료는 없거나 매우 적으며81) 인터넷 모바일로 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경

우도 많고 소송에 비해서는 전체 시간도 짧게 소요되는 편이다.82) 국토

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분쟁조정의 큰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ㄷ

< 표 6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 장점83)

8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35,000원

이다. (www.ecc.me.go.kr, 2017.10.31.에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수수료는 기본 2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액이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

원씩 가산된다. 조정신청액이 1억원인 경우 수수료는 162,000원이다.

(www.k-medi.or.kr, 2017.12.23.에 확인)

82) 통상 우리나라의 민사본안사건이 1년 여 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2014년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회부한 경우 조정에 총 39.7일이 소요되

었고 조정 성공률은 59.2%에 달하였다. (황승태 계인국, 앞의 책, 2016, 321.)

83) http://namc.molit.go.kr, 2017.12.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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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

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

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03.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

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사례 정보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립합니다.

(5) 권위에 의존한 해결

비공식적이고 감성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분쟁을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권위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수요다.

행정기관이 합법적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자신이 소관하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소관

범위 내에 있든 그렇지 않든 행정기관이 ‘온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

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므로

자율적 합의 도출보다는 후견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효력을 강화하

기를 희망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당사

자는 보다 강력하게 행정권을 발동하여 상대방이 그 권위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84)

84) 현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방

송(SO), 위성방송과 콘텐츠 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① 채널공급계약

체결 여부, ② 채널공급에 따른 대가(수신료, 프로그램사용료 등으로 칭함)에 관한 분

쟁이다. 방송법상에는 SO가 조화롭게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

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에서는 ‘시청자에

게 미치는 영향’, ‘채널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로 인해 양 사에 발생하는 피해규모’

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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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면 권력적 행정지도와 유사해지는데,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자의적 행정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

다. 행정기관에 의한 ADR 제도가 그 판단기준의 구체성이나 예측 가능

성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그 결정

에 지나치게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제도 공급자의 측면

법률의 규정과 추구하는 공익이 명확하다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도출하는 분쟁해결에 비해 행정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명료하다.

시장에 명확하게 신호를 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

런데 이해관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청이 모든 입증

부담을 지고 전형적인 명령통제식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

아짐에 따라 ADR 제도가 각광을 받게된 것으로 보인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 유도

일단 자원배분의 결과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고 제한적인 경우

에 한하여 개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행정

기관이 모든 요소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

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넓은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

겨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분쟁해결절차는 이 조건에서 출발한다. 만일

「방송통신 분쟁해결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이재진 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과

제 09-진흥-다-17, 2009. 12.)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위성사업 관계자와 PP 관계자

모두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방송산업의 특성과 방송시장의 구조, 업계 내 이해관계

등을 잘 파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보다 긍정

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조정의 강제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논거 제시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

였다(pp. 113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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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특정한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ADR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명령통제식 규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전지전

능한 판단자가 아니라 보완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85)

(2)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 법 위반 내지 준수 여부를 일도양단(All

or nothing)으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다. 판단기준은 매우 포괄

적으로 유연하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견 교

환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

이다.86)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단정적으로 결론

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처분 형성의 신중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절차

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ADR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 때 판단

의 결과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열려 있게 된다.

(3)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성 강화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증책임을 줄이면서 시민

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특정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해두었다면 행정기관은 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부당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신청인

에게 부과되므로 행정기관은 해당 분쟁에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85) 이희정, 앞의 글, 2004, p. 34.

86) 이희정, 앞의 글, 2004,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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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

이 ‘시장의 자유 영역이므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미온

적으로 대처할 경우 공분을 사기 쉽다. 이 때 분쟁해결제도가 입법화되

어 있다면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식의 항변사유를 내놓을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행정기관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분쟁해결 기능 강화로 대처하는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11년 ~ ’12년에 발생했던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해결 기능 강화로 대응한 사례를 들 수 있다. KT

Skylife 위성방송에서 SBS HD 방송이 48일간 중단되고 전국의 모든 케

이블방송에서 28시간 동안 KBS2 HD, SD 방송이 중단되자 정부의 무력

함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87)도 논

의되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기존 방송법상의 분쟁해

결절차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

회하게 되었으며, 2015년 11월 30일 방송 유지·재개 명령의 도입 등 일

부 내용이 반영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면서, 의료과실

로 인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신해철법’이라는 별

칭을 지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안의 처리

를 추진한다. 2016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

식 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

관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직권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

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문제가 되자 분쟁해결 절차의 강제력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87)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케이블방송 등이 의무재송신을 해야 하는 채널은 KBS1과

EBS이다. KBS1과 EBS 외의 나머지 지상파 채널의 송신여부는 사업자 간의 협상에 따

라 정해지며 재송신 대가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송신이 중단될 수 있다. 2012년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있고 나서 의무재송신 채널의 범위를 KBS2, MBC 또는 SBS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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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지금까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에서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요구가 함께 증가해왔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생각해볼 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쟁해결 주체에 기대하는 역할

모델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ADR 제도는

태생적으로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작용과 유연하고 수평적인 작용의 가운

데 지점 어딘가에 불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즉,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완전히 사적 자치

에 맡기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행정청이 선험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전

제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발하는 것도 꼭 맞지 않은 중간지대에서 활용되

고 있다. 행정형 ADR은 ‘소송 대체적’ 기능도 있지만, 전통적인 행정에

의한 법 집행 방식인 명령통제식 규제의 대안으로, ‘처분 대체적’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

< 표 7 > 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의 차이

구 분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제도에 대한 요구 ‣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

‣ 근거법률의 유권 해석

‣ 권위에 의존한 분쟁 해결

‣ 당사자의 의사 존중

‣ 탄력적인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결과를 도출

‣ 분쟁에 개입하되 책임은
최소화

ADR의 대상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던 분쟁 명령통제식 규제 대상이던 분쟁

주요 행위자 행정기관 당사자

추구하는 가치 직권주의, 신속성, 명확성,
일관성, 책임성 등

당사자주의, 신중성, 공정성,
유연성 등

이에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기

에 이르렀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의 직권적 판단에 기초해 일방적이

고 강제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해결제도를 처분 대체적인

것으로 인지할 경우 분쟁해결 주체가 공익의 실현을 위해 다소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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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서 규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절차를 관장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 표 8 > 행위형식 별 당사자의 역학 관계

민사 분쟁해결 행정기관의 분쟁해결 명령통제식 규제

(법원)

신청인 상대방

행정기관

신청인 상대방

행정기관

상대방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대법원과 학

계에서부터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입법 실무는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해 그 때 그 때 개정을 하는 상향식

(bottom-up)으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있다. 분쟁의 속성과 입법 당시의

필요에 따라 주체, 절차, 효력 등에서 다양한 형식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특징을 고찰

하려면 개별 법률상의 규정을 유형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

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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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 특징

1. 개 관

다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특허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다음과 같이 주체,

절차, 효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공통적인 유형을 추출한다.

< 표 9 > 입법례 분석의 틀

주 체 처분권한을 지닌 행정청 독립 위원회

절 차

개시 직권/일방의 신청 쌍방의 신청

진행 강제조사 임의조사

성립 동의 불요 양 당사자 동의 필요

효 력
사법 재판상 화해 민사상 합의

공법 처분성 있음 처분성 없음

2. 입법례의 분석

(1) 주체 : 처분권한을 지닌 행정청 / 독립 위원회

<표 7>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분쟁해결은 행정청과 분리된 각종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분쟁해결을 주관하는 기구의

전문성, 독립성, 제3자성을 보장함으로써 분쟁해결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구성, 임기의 보장,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 배

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88)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동위원회, 금

88)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헌[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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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분쟁해결과

함께

규제기능도

지닌 경우

중앙

행정

기관

분쟁

해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
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
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분쟁

해결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
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
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제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
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융감독원 등 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지닌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해결의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특허청장,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더

욱 특징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련된 피규제

자는 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개연성이 높겠으나, 분쟁해결의 제3자성 내

지 객관성은 떨어질 우려가 있다.89)

< 표 10 > 분쟁해결 주체에 관한 입법례

89) 분쟁해결의 주체를 살펴볼 때 위원의 임기, 자격요건, 신분보장, 해임요건, 지휘감독

권, 형법상 공무원 의제 등도 논의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

로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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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분쟁

해결

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
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
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
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
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
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규제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
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
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
다.

중앙

행정

기관

아님

분쟁

해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규제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
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
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분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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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2017.11.28., 일부개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
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제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
른 법령에 따른 제재(중 략)

분쟁

해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545호, 2017.1.17., 타법개
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③ 하자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
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

제43조(하자심사)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
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
정된 경우(제7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가 변
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분쟁해결

전담

위원회

방송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

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

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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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

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

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

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

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62호, 2018.1.16., 일부개

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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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차

행정처분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응 유

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공정력이 인정된다.90) 처분절차 진행 중에 조사절

차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조치가 예견되므로 당사자는 대

개 성실하게 협력한다. 재판 중인 당사자 또한 원치 않더라도 법원에 출

석해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반면 ADR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절차다. ADR은 유

연하고 탄력적인 만큼, 강제력이 낮고 당사자의 참여(Engagement) 유인

을 높이기 어렵다. 조정에서는 조정기구가 제시한 안을 당사자가 수락하

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 그림 2 > 조정의 일반적인 절차

민간 ADR에서는 조정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일단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하는 ‘중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는 행정 ADR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91)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90)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의 실효성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처분에 대해서

는 행정쟁송으로만 이를 다툴 수 있게 한 결과 인정되는 효력이다.”(최계영,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제16호, 2006, p.260)

91) ‘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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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개시부터 당사자의 참여수준을 높이고 조정안 불수락의 비용을 높

여 조정성립을 유도하는 등 우회적으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 때 ADR 참여를 원치 않는 당사자는

일방적 절차 부담을 규제와 유사하게 인식하게 된다.

1) 절차의 개시 : 직권 / 일방의 신청 / 쌍방의 신청

원칙적으로 ADR에서는 양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지니고 있

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ADR의 과정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것이고,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불수락함으로써 절차비용만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과 같이 조정

의 직권 개시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표 12> 상의 A,

B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조정의 개시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일방의 신

청만 있으면 피신청인이 원치 않더라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조정을 개

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분쟁 해결’을 이유로 절차적 부담을 지우

려면 당연히 공익적 사유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자원의 격차가 현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분쟁해결에 성

실하게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피해가 심각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방의 신청만 있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피

해구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매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항하는 개인의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다룬다. 일방의 신

청으로 절차가 속행되고 피신청인의 불출석 시 신청인의 취지대로 정정

하므로 절차의 신중성,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재판청구권 침해 등의 논란 발생 가능성은

적다. 이 절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조정’ 형식을 중심으로 논한다.



- 59 -

구 분 입법례

통상적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175호, 2016.5.29., 일부개정]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

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

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3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

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

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

(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

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

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

보도청구 이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신청인의 공격권을 보

장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이 직권으로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인

위험 발생으로 즉각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ADR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다. 환경분쟁 조정은

환경오염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신청 없이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1 > 분쟁해결절차의 개시에 관한 입법례



- 60 -

신청을 각하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2012.2.28. 제정)

제3조 (조정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및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은 제1항의 조정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당사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이 규칙에 따른 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조정

참여를 요청하고, 조정참여의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참여 요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7조(조정의 신청)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

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

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

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

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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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

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

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

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

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

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

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

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

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

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

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

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

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

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

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

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

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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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2호, 2017.10.18., 일

부개정]

제19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

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

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

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신청 없이도

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1조(조정·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문

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

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

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2017.3.21., 타법개정]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0조(직권조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

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2호의 환경시설의 설

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

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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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의 진행 : 행정조사의 활용

ADR에서는 양 당사자의 성실한 주장과 입증을 통한 의견교환을 독려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92)에 따르면 조정인

은 당사자에게 공평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형평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문가

의 자문이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절차 전반을 당사자가 주도

하되 조정기구가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의견교환을 돕는 ADR의

본래적 모습을 잘 나타난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직접 ADR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실체적

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권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서 제

출이나 출석 요구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이라

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 자료제출, 출석, 현장조사 협조 등을

의무화하고 과태료 등의 이행확보 수단까지 규정한 경우는 그 자체로 권

력적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3)94) 따라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출석요구서나 현장출입조사서 발송, 자료

영치 시 대상자 입회, 영치조서의 교부, 중복조사의 제한 등의 규정이 적

용된다. 위법한 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조사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ADR 제도의 규제적 성격

9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조정규칙은 대한상사중

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정이다.

93)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

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94) “조사적 기능을 갖는 즉시강제를 분리하여 ‘행정조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라

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 강제력을 갖는 조사가 아니라 ‘subpoena’, 즉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기관의 조사

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다.”(박정훈, 앞의 책, 2005, 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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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진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의 직권 개시가 입법될 때 의

료업계가 업무마비 등을 우려하며 반발을 했던 이유는, 한국의료조정중

재원에 강도 높은 현장조사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절차 속행에 대한 심

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95) 의료인들은 개정안을 단순한 규제를 넘어

선량한 의료인을 범죄화하는 시도로까지 이해하였다.96)

행정조사는 양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시민교육적,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 개인 간

의 의견교환을 장려하는 것을 ADR의 본질로 보는 입장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분

쟁해결이 지향되는 분야에서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조사

권한의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95)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는 감정부에게 출석진술 요구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

건 등의 제출요구권 등을 정하고 있고,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데 이에 응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감정인의 강제조사권및 의료기관에

게 부과된 의무는 감정의 본질과 맞지 않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꾀하는 ADR의 본질에

서도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신속,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기관의 안

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당초 목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증거조사 등에 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하는 것인데, 의료분쟁조정법은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

한 절차진행임에도 증거조사 등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방해하고 있

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조정중재원의 직권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들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기에, 의료분쟁조정법은 민사재판의 변론

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조정중재원의 증거수집 도구화’ 현상이 대두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장성환, ”의료분쟁 조정강제개시 법제화의 문제점“, 『의료정책포

럼』 Vol. 12, No. 4, 2014 pp. 130-131.)

96) “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 … 의협 반발”(동아일보,

2016.02.17.), “신해철법, 무분별한 분쟁 증가, 소극적 진료환경 조성 우려”(메디컬투데이,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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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임의적인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

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3조(조정 등) ⑥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1조

(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

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2012.2.28. 제정)

제6조(조정인의 역할) 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당사자 간의 거래관행 및 분쟁과 관련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

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

을 제시할 수 있다.

< 표 12 > 분쟁해결절차의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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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답변, 서류제출 및 통지) ① 피신청인은 제3조 제6항에 따

른 접수 통지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

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정절차) ①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

아야 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인은 공정성,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정인에게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조정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

정한다.

⑤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의 자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강제적인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제43조(하자심사)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및 제4항의

의견서를 작성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

술하게 하거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

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임의적인

현장 조사권

건축법[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

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4175호, 2016.5.29., 일부개정]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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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

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

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

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

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강제적인

현장조사권

(과태료 등)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2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

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

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

다.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留置)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

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

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

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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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

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자

② 제38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

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698호, 2017.3.21., 일부개정]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

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

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

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

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

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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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

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강제적인

증거조사권

(민사소송법

준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

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

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

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

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

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

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

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

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

회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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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 력

1) 효력발생 요건

통상적인 조정에서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의 수락/거부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자는 단순히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조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이다. 사전적인 중재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중재안을 거부할 수 없다. 앞서 경제학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던 비구속적 ADR은 조정에, 구속적 ADR은 중재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정을 수락하지 아니할 때의 비용을 높

임으로써 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다.

첫째,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의

의사를 기간 내 표명하지 않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둘째,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조정안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다. 이 때의 소송은 민사소송일 개연성이 크며,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조정안의 효력은 상실된다.

한편, 분쟁해결의 결정 그 자체가 처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발생을 배제하기 위해 분쟁해결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하기 전까지는 결정이 유효하다.

2) 효력의 종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여기에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

법」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확정판결

과 같이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지며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97) 한편 ‘민사상 합의’는 기판력

9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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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법례

통상적인

경우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

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

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

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

과 집행력을 갖지 않으며, 민법 제107조 ~ 제110조의 의사표시의 흠결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허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을 들어 언제든지

그 효과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또한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

< 표 13 > 분쟁해결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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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동의

의사표시

미비를

동의로

의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44조(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그 조

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 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7호, 2011.4.14.,

일부개정]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

(却下)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

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

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

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

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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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

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

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

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

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

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

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

처분성을

지니는 경우

특허법[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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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

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

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

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③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

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

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

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

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

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

정]

제68조(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

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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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

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

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입법례가 다소 복잡하므로 행위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당사자 간 어떠한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 표 14 > 분쟁해결 성립요건과 효력의 유형

성립요건

효력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동의 불요

자유로운 부동의 부동의 시 소송
처분성 있음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민사상

합의

A 유형 C 유형 E 유형

대규모 점포 등

유통분쟁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재정

특허법상 재정,

노동 중재재정

재판상

화해

B 유형 D 유형 F 유형

환경분쟁 조정,

방송분쟁 조정,

공동주택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환경분쟁 재정
-

①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자유롭게 부동의 가능

A 유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가장 존중되는 형태이다. 양 당사

자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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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므로 추후에 재판절차를 통해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들어

합의의 내용을 다투는 것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ADR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다.

B 유형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되, 양 당사자

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정 성

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며 결과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

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성립 당시의 판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소멸하게 되므로 공

정한 절차의 보장과 조정안의 내용, 조정안 수락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

확히 고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②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의 가능

C 유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유형이다. 조정안 수락 거부 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할 유인을 마련하

고 조정안의 구속력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된다.

다만,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음에도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강

요하는 것은 ADR이라는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다소

어색하다. 당사자는 ADR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효력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98) 이는 분쟁해결을 조

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간의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

98) 이 문제는 특히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거나 손해발생이 가시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아직 개시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소음발생 우려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벽 설치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었다고 하자. 이 때 건추주

가 공사장이 신청인의 거주지와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가벽 설치합의의 효력 발생을 배척하려면 가벽설치의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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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제 5 유형과

다르게 소가 제기되면 조정안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해당 분쟁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애매한 상태에서 표류하게 된다.99)

특히 D 유형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때 위의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 내지 기본권 침해 우려와 더불어 ‘신속한 권

리관계의 확정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한계를 논의하면서 보다 자세히 다

루도록 한다.

③ 당사자의 동의 불요

ADR의 결정이 당사자의 동의 여하와 무관하게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

는 경우이다. 이 때는 행정기관이 내린 판단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지

닌다. 또한 당사자 간에는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결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재판상 화해

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F 유형은 논리적으로 성립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취소되지 않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결정이 있은 후 90일이 도과하면 불가쟁력

이 발생한다. 이 점이 사법상의 효력만을 발생시키는 앞의 유형들과 가

장 큰 차이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중재재정은 ① 노동법규 내지 단

체협약의 위반에 대한 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100), ② 한 번

9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상호접속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을

신청해 상호접속 재정이 내려지고, 이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 불복하는 경우에 기간통

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

사, 2005, p. 842.).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은 민간 주체끼

리 맺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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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이 여러 노동관계에 준용되어 공익 일반에 영향을 미치며101), ③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위의 차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당사자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

닌다.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내용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

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

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특허법」상의 재정의 대상이 되는 통상실시권 설정 문제는 ① 특허법

에 따른 요건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고102), ② 사장된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

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

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

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

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02)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

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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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특허 등의 실시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만일 ③ 외국 대형제약회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협상력 격차가 있

을 수 있고, ④ 정당한 대가 지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다.

재정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노동법상의 중재재정과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으로 불복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법적 판단에 기해 내려진 결

정이므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어 재정결정에 반발하는 측과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허법」 제115조는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재정에서 정해진 대가가 지나치게 낮아 불만이 있는 경우는 동

법 제191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른바 처분을 기초로 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제 4 절 소 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입된 배경과 실정법상 분쟁해

결제도의 공통적인 속성,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의 유형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행정에 의한 분쟁해결은 제도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가 맞

아떨어지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ADR은 소송의 대안이기도 했지만, 사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

서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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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복잡성이 커지고 행정이 유연화되면서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정법상의 ADR은 행정의 직권적 요

소가 강하게 개입된 유형부터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까지 넓은 지

평 위에 다양한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절차의 종결 및 효력 발생에 이

르기까지 현행 주요 법률을 분석하여 보았다. 주된 초점은 행정기관이라

는 지위에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 특수한 제도적 장

치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먼저, 절차의 개시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의 신

청만 있거나 아예 신청이 없어도 분쟁해결을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절차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넘어서 권

력적 행정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쟁해결안이 마무리된 후 조정안의 효력 발생이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효력도

민사상 합의에 그치는 경우와 재판상 화해까지 이르는 경우로 나뉘었다.

조정성립의 요건과 효과를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전형적인 민사법상의 ADR의 구조를 취하는 A 유형과, 대심구조가 일

부 가미된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E 유형이 법 논리적으로는 가장

깔끔하다. A 유형에서는 행정기관이 중립적 제3자가 되고, E 유형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행하는 자가 되며 이에 맞게 소송절차까지 설계

되면서 권한과 책임의 분배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 실무에서는 행정기관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 민사소송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 권력적 행정작용의 자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B~D에 해당하는 중간적 유형의 분쟁해결이 증가해왔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행정형 ADR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향후에도 이러

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D의 유형에서 드러나는 혼선은 행

정형 ADR에 부과되는 다양한 모순적 기대(유연하고 탄력적이지만 문제

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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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법론과 실정법상 사례 검토

제 1 절 주요 고려사항

1. 개 관

행정기관이 분쟁해결 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얼마 안되는 수수

료만 부담할 뿐이지만 안건의 심의와 조사에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국고에서 충당된다. 사적 자치 영역에 행정기관

이 비용을 지출하며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민간 ADR 기구나 법

원 조정위원회 등에 맡기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참여할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보다 강화된 공익적 사유가 논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행정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분쟁의 특성과 참여자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 개입의 필요성이 논증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쟁해결제도가

민간의 자발적인 ADR보다는 절차보장이 확실하고 실효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기대가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의 활용, 조정

안 수락의 강제 등의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ADR

의 본래적 목적을 벗어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야기할 수 있

고 재판청구권의 제한 등으로 위헌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유형별로 행정

개입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과 더불어 ADR의 절차와 효력이 헌법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재판청구권의 보장, 과

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후에 이에 부합하는

입법모델을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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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유형과 속성

(1) 행정의 개입이 요구되는 네 가지 분쟁 유형

첫째, 법률상 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사항이 되는 분쟁이 있다. 사업주체

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

자를 보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한 손해가 쟁점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통상 법률

상 의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행위발동의

요건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일률적 강제적인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기관은 행정권의 발동을 자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당

사자의 신청에 기한 분쟁해결 절차에 우선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둘째,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제3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다.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가격분

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정

이 체결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고객 간의 전화연결에

장애가 발생한다. 또는 신약, 신품 종자 등을 개발했으나 경제적인 이유

로 특허실시를 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당사자 간의 협상력이나 정보 격차가 매우 큰 경우이다. 의료분쟁

이나 금융분쟁의 경우 소비자에 비해 의료기관, 금융기관이 현격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고도의 전문성

이 필요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분쟁 자체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처

럼 갑 을 관계가 명확하고 을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

우도 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자원 격차가 큰 경우에는 대등한 당사자

를 전제하고 접근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비용 감정 등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분쟁해결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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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회계법인,

건축법인 등 민간주체에 비용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

지만 대립이 첨예할 경우 해당 전문가의 편파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모적으로 지속되기 쉽다. 이는 건축법인이 타 건축법인의 하자를 평가

하거나 의료법인이 타 의료법인의 과실을 평가하는 식의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신뢰하지 않는 문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립성, 제3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된다.

공동주택의 설계 시공부실, 재료불량 등의 하자를 심사하기 위해 「공

동주택관리법」 제39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5년 4,224건, ’16년 3,880건의 하자심사가 접수되는 등 매우 높은 이용

률을 기록하고 있다.103) 의료분쟁, 환경분쟁 등에서도 손해, 비용감정 절

차가 핵심이다.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분쟁의 당사자가 행정기관인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여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분쟁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과 큰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 분쟁의 유형과 공 사법 구별

첫 번째 유형에서는 행정이 단순한 사안의 중재자가 아니라 다소 우월

적인 지위에서 법령의 위반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손해를 입은

자의 분쟁해결의 신청은 행정개입청구권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은 대심적 구조에 따라 내려진 처분처럼 보이게 된다.

분쟁해결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부가 직권으로 시정명령이나 과

1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운영 실적

(http://www.adc.go.kr, 2017.12.27. 확인)



- 84 -

태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는 분쟁해결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공 사법 구별이론에 따를 때 행정의

사인에 대한 권력적 지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법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권력설’)

두 번째 유형은 행정이 당사자의 이익 보호 뿐 아니라 제3자나 일반 시

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이다. 분쟁의 대

상이 보편적 서비스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상 결과보다는 시민의 지불의

사와 원가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 간의 중재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익의 담지자’로서 보다 공익적

요청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을 요구받는다.(‘이익설’)

세 번째 유형은 관여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원의 격차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따

라서 넓은 의미의 ‘이익설’에 근거해 공법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

다. 다만 본래 완전히 대등한 당사자는 없으며 법원에서도 법률구조 등

불평등한 지위의 조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요건만으로 특별히 공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에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신속성의 발휘

가 행정기관의 개입의 주된 근거가 된다. 고도화되고 전문 지식이 축적

된 행정기관을 통해 당사자가 신뢰를 지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정보의 격차가 해소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피해의 경제적 대가를 산정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추후 소송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과 직권주

의적 요소를 지니고 처분 대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면, 세 번째

와 네 번째 유형은 제3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속

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소송 대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을 양 극단으로 하여 좌측으로 갈수록 행

정의 직권적 요소가 크고 우측으로 갈수록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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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법률상

의무 위반

일반 시민에

큰 영향

당사자 간

자원 불평등

비용 감정 등

전문기술 판단

공 사법

구별이론
권력설 이익설 이익설 -

행정 역할 법 집행자 공익 담지자
공익 담지자,

신속 해결자
신속 해결자

처분성 강함 <----------------------------------------> 약함

법원의

존중

행정의 법률적

가치판단 존중
<---------------------------->

사실상의

전문성 존중

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은 나름대로의 법적 기술적 전문

성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학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존중도

가 높아질수록 ADR을 이용하려는 당사자의 유인은 커진다.

다만, 여기에서 법원이 해당 결정을 존중하는 사상적 토대가 전혀 다르

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마치

재량행위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행정의 법률적 가치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다. 네 번째 유형에서는 법원이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듯이

사실상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판단은 감정인의 판

단으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다.104) 따라서 후속 소송절차에서 행정기관

은 자신의 판단을 소명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스스로 사적인 분쟁절차

를 지속해나가면 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분쟁해결 결정의 법적 성격, 피

고적격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 표 15 > 분쟁의 유형별 행정기관의 역할

104) 실제 법원이 분쟁해결 기구에 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있다. 만화 공모전에 제출된

원고와 유사한 내용을 해당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드라마화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

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요청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시나리오의 기본

골격과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

으나, 법원은 두 시나리오 간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해 저작권법 위반

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6가합536768판결,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문화」 2018년 3월호, p.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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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의 실효성 확보

일반적인 ADR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력

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서비스에 가깝다.

그런데 위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ADR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익적

사유가 있거나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로서,

ADR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민간기구에 의한 ADR보다는 그 절차 진행과

효력 발생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기대하게 된다.

분쟁 해결의 실효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강화될 수 있다. 먼저 행정기

관의 전문성(Expertise)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조직법적 규율이

활용되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이나 제척 기피, 기밀누설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제3자성을 보장함으

로써 결정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결정

이 전문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법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존중을 받을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 참여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분쟁해결 과정에서 행정의 직권적 요소를 강화해 당사자의

참여(Engagement)와 순응(Compliance)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절차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당사자에게 완전한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ADR의 권위를 높이고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

가 있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거나, 당사자가 원

치 않아도 현장조사 등을 감내하게 하거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거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분쟁해

결안을 받아들이게 만듦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분쟁을 장기화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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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 한계

(1) 재판청구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본래 비구속적인 ADR은 당

사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제한과는 거리가 멀

다.105) 사전에 부제소합의를 하는 구속적 ADR의 경우에는 결과에 무조

건 승복해야 하므로 절차의 공정성, 중립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입법 실무에서는 비구속적 ADR의 입법형태를 취하면서도 당사자

가 동의를 표명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B 유형). 이에 더해 당사자가 명시적인 화해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기

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수락을 의제한 후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부여하기도 한다(D 유형). 재판상 화해의 적용범위를 당사자가 명시

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106), 이 경우에는 ‘부당하게 재판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27조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

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형성된 절차규정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

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107) 통상 재판상 화해 규정의 위헌성판단

105) 비구속적 ADR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활동범위를 위축시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Fiss, Owen. M., 앞의 글, 1984 등).

106)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

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재판상 화

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

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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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7,

1995.5.25.]

① (주체)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조정절

차와는 달리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함

② (절차)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음

③ (판단기준)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배상액보

다 하회하는 점

④ (명확한 고지) 불제소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

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

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입법금지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함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위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① (주체)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됨

② (절차)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

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③ (판단기준)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

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④ (명확한 고지와 자유로운 선택)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미 보상금까지 수령한 상황이므로 의사발현 기회 있었음

⇒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정례는 아래의 두 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결정주체의 제3자성, 독립성이 보장되고

절차의 공정성, 신중성이 완비되어 있으며, 판단기준이 확정적이어서 법

원과 유사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고, 재판청구권의 포기가 명확히 고

지되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면(보상금 수령행위 등에)

재판상 화해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 표 16 > 재판상 화해 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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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유죄판결이 불

법체포 구금된 후 고문을 당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이 밝혀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기존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으로 인해 추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

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108)109)

또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의 배

상금 지급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

부가 다투어졌으나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등이 모두 담보

되었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110)

이 결정례에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논리구조에 따라 ① 입법목적의 정당

성과 수단의 적절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로 재판

청구권 침해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

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급결정에 재판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확보되

는 배상금 등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이를 통해 확보되는

108)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1.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9호, 2015.5.18., 일부개

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

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9) 사견으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확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민주화보

상법 제18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보상 당시까지 규명된 피해

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해당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입증된 경우라면 보상금 지급 동의를 하던 당시에는 ‘당사자가 다룬 사실이 없었던 사항’

으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재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0)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전

원재판부 2015헌마654, 2017.6.29,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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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신속성 등의 공익은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에 있어 조속한 분쟁의 종결과 즉각적인 피해구제,

권리관계의 안정화 등의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에서는 「환경분쟁 조

정법」상의 재정결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공시송달을 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111)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

르면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의 포기가 정확히 고지되고 동의 여부를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합리화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

이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재판청구권 포기 거부 의사를 명확하

게 전달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가 인정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결정서가 직접 도

달할 수 있게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용인함에 있어 ① 주체적, 절

차적 공정성과 더불어 ②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법원 재판결과의 예측 가

111) 청구이의[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

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2항은 재

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송달과 관련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방법 및 효력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는 제225조 제2항 본문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권고결

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

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송달은 제194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

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

한 재정의 경우 그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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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③ 명확한 사전고지와 자유로운 선택권(당사자의 방어권)의 보장,

④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화 필요성 등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과잉금지원칙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신의성

실원칙 등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등원칙은 양 당

사자의 대등한 공격방어권의 보장 및 주체와 절차의 불편부당성으로, 신

의성실원칙은 기밀누설방지나 사회상규에 맞는 적정한 판단기준의 채택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ADR에 있어서 특히 중시되어야 하는 원칙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행정기

관에 의한 ADR의 직권적 요소가 높아질수록 당사자는 해당 절차를 자

신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발하듯이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탐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절차

적,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분쟁해결제도의 설

계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

는지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려면 침해되는 제3자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분쟁해결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피신청인의 강제적 절차 참여를 정당화할 수 있

는 사유가 필요하다. 행정조사와 그 이행력 확보수단을 규정할 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조사자의 이익을

형량해야 한다. 권력적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강제적인 자료협조

를 얻지 않으면 분쟁의 해결이 요원한 경우, 당사자 간의 정보격차가 매

우 커서 이를 시정하는 것만으로 분쟁의 해결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

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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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을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

은 원칙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

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노력을 독

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가급적 직권적 요소를 배제하고 서비

스 제공, 의견교환 촉진의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행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 분쟁해결의 형식을 취하는 ADR이 해당 목

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하명이나, 행정계획,

행정조사 등일 수 있다. ADR은 결과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예측

가능성의 저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자칫 직권적 요소를 강화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시간적 정신적 이익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ADR에서 보다 강화된 절차나 효력을 적

용하고자 한다면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효과성이

높으리라 예상되는 분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112)

(3) 자기책임의 원칙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

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를 ‘자기책임

의 원칙’이라 부르며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이다.113) 행정

법에서는 ‘위험을 야기한 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으로

통용된다. 행위와 책임이 분리될 경우 부당한 당사자에게 비용이 전가됨

112) 언론분쟁 조정은 피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있은 후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소송 전환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에게는 침익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13) 손해배상(기)(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4.8.21, 선

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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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책임법리가 행위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

생한다.114)

분쟁해결제도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의견교환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

다. 분쟁해결안에 불복할 경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상황을 처음으로

되돌려 그간의 절차비용을 감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더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의한 ADR에서 직권적 요소를 강화하여 행정이 적

극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서도 후속으로 제기되는 소송 등에 전혀 관

여하지 않는 것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만

약 환경분쟁의 재정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즉

시 재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당사자는 처음부터 다시 주장을 입증해

야 하고 재정에서 내려진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115) 당사자들은 재정결정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지 알

114) “위험을 야기한 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만일 행위와 책임이 분리된다면, 행위에 대한 유인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을 분명히 한다

는 것은 수범자의 책임분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시 제재의 효과를 적절히 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일 유통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식품안전에 위해가 초래된

경우에도 식품생산자에게 책임을 물린다면, 식품생산자가 부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유통업자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결과를 방치한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책임소재를 묻는 규제체계를 갖춰 자기책임성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전체적인 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규제원리에 비춰

보더라도 필요하다.”(이원우, 앞의 책, 2010, p. 943.)

115) 다음과 같이 언론분쟁 조정이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기록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심리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고려할 것임

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7.13., 제정]

제5조(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

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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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분쟁기구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변호할 필요가

없으며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판이 파기환송되는 식으로 결정을 명시적으

로 시정당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돌아보며 법

원의 판단기준과 조율해나가는 식의 인센티브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잘

못된 결정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에

게 부여되며, 행위와 책임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

이 분쟁해결과정에서 적극성을 지닌 행위자가 되면 될 수록 이러한 문제

는 더욱 심각해진다.

행정기관이 민간 주체와 동등한 의미의 자기책임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국가책임은 일반

적인 개인책임의 범위보다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좁다고 볼 수는 없

다. 현대사회의 최종 대부자인 국가는 사회 안정을 위해 자신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면책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책임에서 보듯이 국가는 고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성이 낮아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행

정기관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할 경우 결과에 대해서도 책

임을 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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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법률상

의무 위반

일반 시민에

큰 영향

당사자 간

자원 불평등

비용 감정 등

전문기술 판단

공 사법

구별이론
권력설 이익설 이익설(일부) -

행정 역할 법 집행자 공익 담지자
공익 담지자,

신속 해결자
신속 해결자

처분성 강함 <----------------------------------------> 약함

적용

가능한

입법모델

(I 유형) 대심구조의 처분

(II 유형) 유연한 분쟁의 해결

(III 유형) 2단계 결정

제 2 절 세 가지 입법모델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직접 분쟁해결에 나설 사회적 요청이 있는 분쟁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이 때 행정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헌법상 한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개별 법률이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꼭 위

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만일 헌법 정신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다면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DR의 실무가 쌓일수록 논리적으로 타당한 모델 설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의 법의 일반원칙,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자기책임의 원칙과 같은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입법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쟁의 유형별로 행정기관에 투입되는 사회적 요구가 각기 다르다. 해

당 분쟁에 행정이 개입함으로써 달성해야 하는 공익과 헌법적 한계를 최

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3 가지의 입법모델을 구성해보았다.

< 표 16 > 분쟁의 유형별 바람직한 AD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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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유형 : 대심구조에 따른 행정처분

(1) 개 념

행정기관이 개별 사안에서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권해석 권한을 지니는 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발하는 것이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내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일방적 명령을 하기에는

행정기관이 지닌 정보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어 ADR의 절차 규정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① 주체는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이다. 법령 해석과 정책적

판단이 수반되기 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행정청이 자신의 이름으

로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분쟁의 유형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분쟁의 대상은 법률상 의무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외

적으로 해당 분쟁의 파급력이 국민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처분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열거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권력적 행정조사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④ 판단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도 있지만,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판단의 경우에는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

⑤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⑥ 행정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는 민사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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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분쟁해결제도의 분석의 틀(I 유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적용례

1)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본래 통상실시권 설정은 적법하게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자(품종보호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하는 자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권자(품종보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발명(품종보호)을 실시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특허(품종)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116) 특허청장(농림식품부장관)이 통상

116) 특허법 제107조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

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 98 -

실시권 설정 여부와 그 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절차가 신청에 기해 개시된다는 점, 양 당사자의 의견제출권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 국가가 대신해 계약을 체결해주어 사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는다. 다만 법정 요건

이 만족된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용인하도록 '수인하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인하명의 강제성 일방성이 극대화

되면 특허법 제106조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117)에 이르게 된다.

통상실시권 설정은 ‘실시명령’과 같은 직접처분을 활용하기보다 양 당사

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특허권의 사회적 활용도와 경제적 가치, 거래

관계의 공정성 등에 기초하여 통상실시권 설정 여부와 그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형성된 제도로 보인다. 분쟁해결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상 명령통제식 규

제로 달성해왔던 바를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한 처분절차를 활용한 사례로 보인다.

재정의 대상이 특허법상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

으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도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제1항 각호와 제5항 각호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과 대가지급 결정의 고려사항을 정해두고 있고(공공의 이익,

불공정거래 시정,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 등) 통상실시권 산정 근거도

법령에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118)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7)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

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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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재정 관련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다. 재정

의 효력은 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므

로 재정에 사법상의 효력(통상실시권 허락)과 함께 공법적인 효력도 함

께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은 총 5건의 재정사례를 공개하고 있다.119) 통상실시권을 허락하

는 재정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의 단 1건 뿐이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실시권 설정은 전형적으로 행정기관

118)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제5조

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o 총 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

량(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 점유율(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

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o 총판매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119) 통상실시권 재정 사례(특허청 홈페이지 공개)

「비스-티오 벤젠의 제조방법」(일본, 닛봉 소다 주식회사 소유)에 관한 특허가 정당

한 이유없이 3년이상 국내 불실시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며 특허권자의 3년이상 불실

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통상실시권을 허여함 ('80.11)

낙태약(mifepristone)제조방법(프랑스 제약회사 소유)이 정당한 이유없이 3년이상 국내

불실시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낙태목적의 의약품은 국내 제조 불허가 대상품목으로

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실시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94.3)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스위스 제약회사 노바더스 소유)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지 아니하여 청구 기각('03.2)

청구인등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제2공구(28.1㎞)내의 교량공사가

피청구인의 실용신안권 침해 시비로 지연될 경우, 막대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한 경우」라

고 주장하면서 재정을 청구 하였으나 중도에 자진취하('06.11)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에 대한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이유로

청구되었으나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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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상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제 1유형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가 특

별한 사유 없이 특허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이 신약개발

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 2유형에, 적정 대가에 대해

일반 시민 등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 3유형의 속

성도 갖는다. 즉, 행정 개입의 공익적 요청이 매우 큰 분쟁에 해당하며,

이에 적합하게 분쟁해결제도도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표 19 >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중재재정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

한 영역 중 하나이다. 노사 당사자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최저임금이

나 근로조건 등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통신 등 공

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가 단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노동쟁의 해결을 전문적으

로 수행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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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결권을

행사한다.1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해산 심의권,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권, 조합/조합원 차별 시정명령권, 단체협약 해석

권, 단체협약 위반 시정명령 심의권 및 노동쟁의 시 필수유지행위 결정

권 등을 부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권

한 내지 포괄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위원회는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이자, ‘분쟁전담 위원회’로서

속성을 모두 지닌다.

이 때 분쟁해결의 주체가 ‘합의제’ 구조를 취한다는 점은 개방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독임제 부처에 의한 단독 결정보다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했다는 ‘절차적 합리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노동

분쟁에는 명확히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으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신청한 때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한 때에 개시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

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한

다(미합의 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선정).121)

120)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3044호, 2015.1.20., 일부개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

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12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2013.7.,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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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다르게 중재재정은 당사자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가 어렵더라

도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재기간은 법령

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뉴얼 상 쟁의행위 금지기간인 15일 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재재정안은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타

법에도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노동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

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

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견해를 제시

하여야 하며, 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122)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재정과 마찬가지로 중재재정은 처분성을 지니므

로, 불복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생각할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

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의 타당성이 아니라 위법·월권 여부만 판단한

다.123)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초심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중 해당부

분을 취소하고 변경명령을 하여야 한다.124)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은 종료되지 아니하며(노동관계 당사

122)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21-133.

123)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

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

두12992판결)

124)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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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제척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당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

되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25)

< 그림 3 > 노동분쟁해결 제도 개관126)

125)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137-138.

126)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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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중재재정은 분쟁해결의 I 유

형과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장의 통상실시권 재정에

비해서는 다루는 영역이 광범위하다. 모든 종류의 쟁의행위에 대해 당사

자의 중재합의만 있으면 개시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등에게 출석·

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

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만족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판단기

준이 다소 탄력적일 수 있으나, 중재재정은 처분으로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및 타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중재재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이상 중재재정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는다.

< 표 20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관한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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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 유형 : 자율적인 분쟁 해결

(1) 개 념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이지만,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

위가 넓거나 당사자 간의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송에서 대등한 당사

자로서 다투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ADR 제도

가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전문성

을 지니고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합

의에 이르기 위해 당사자의 자율적 협력을 독려하는 일이다. ADR의 실

효성은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당사자와 법원의 존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된다. ADR의 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이다.

① 주체는 제3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위원회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신념에 기초해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② ADR을 통해 다루어지는 분쟁의 유형은 한정적일 수도 있고 광범위

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유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절차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해 진행된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참

여를 원할 때 개시되고, 예외적으로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장조사 등의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은 인정되

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따른 의견교환을 독

려하는 역할을 한다.

④ 판단기준은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비구속적 ADR의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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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를 경우 비구속적 ADR을 활용할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분

쟁위원회는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해 법원에서 존중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⑤ ADR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양 당사자가 그 효력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모두 동의를 하여야 한다.127) 어느 한 쪽의 당사자

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은

사실상 조정 수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허

용되지 않는다.

⑥ 민사상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의 조속한 종결로 권리의무관계

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재판청구권을 포

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표 21 > 분쟁해결제도의 분석의 틀(II 유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27)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44조(분쟁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

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락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

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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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례

1) 「방송법」 상 방송분쟁 조정

방송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방송분쟁조정위

원회는 방송, 법률, 경영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방송사업자 상호간

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조정은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적인 조사권은 없다. 일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성립은 양 당사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기간

내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128) 이와 같은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분쟁해결의 제 II 유형에 해당한다.

< 표 22 > 방송분쟁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28)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1조(조정의 개시)부터 제91조의6(조정의 종

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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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조정

노동법상 중재재정, 긴급조정 등의 제도 중 당사자의 자율해결을 가장

보장하는 형태인 ‘조정’은 분쟁해결의 제 II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를 관장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 상 근거가 있을 경우

사적 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으로 쟁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적 조정·중재

를 신청할 수 있다.129)

조정의 기본원칙은 ① 자주성, ② 공정성, ③ 신속성, ④ 공익사업 우선

취급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은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원

칙으로 하며,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신속성의 준수가 중요

하고, 국가의 공익적 측면에 영향이 큰 ‘공익사업’130)(분쟁의 제 2유형)은

특히 우선적인 조정의 대상이 된다.131)

노동위원회의 업무 매뉴얼에는 ① 당사자들에게 조정자의 중립성을 믿

도록 해 신뢰를 얻을 것, ② 당사자가 가슴 속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경청할 것, ③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양한 종류의 악기연주를 지휘하듯

잡다한 불만을 들으며 이를 정리하고 잘 분류해낼 것, ④ 개인적 가치관

에 기하여 비판이나 설교를 하지 말 것, ⑤ 당사자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참고 견디

며 조정안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⑥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체

념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조정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섭이 미진할 경우

노·사 개별협의에 들어서야 하며 노조 측은 근로자위원이, 사용자 측은

129)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필수유지 업무 매뉴얼」, 2013.7., pp. 9-12.

130)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공중위생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포함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법 제71조제1항).

1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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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이 설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132)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사업은 근로자위원·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각 1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위원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거나 쟁점사업

이 적어 간단한 사건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단독조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133)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조정위

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노사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

다.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함이 원칙

이다.

조정안이 노동관계 당사자에 의해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민사상 합의). 그 해석 내지 이행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해 7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받을 수 있다. 해당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수락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며 행정심판/소송절차를 통

해 다툴 수 있음)을 지니며, 단체협약과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134)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교섭을 주

선하는 등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고,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쟁의의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채용·전보, 사업의 인수·합병 등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132)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 69-73.

133)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p. 20-58.

134)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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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경우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통지한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 너무 현격한 차

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그 상황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

기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

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35)

< 그림 4 > 노동분쟁 조정 절차136)

135)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83-97.

136)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16.



- 111 -

< 그림 5 > 조정중지 결정서 예시137)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과 조사관의 노력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운

영회사 47개사와 마을버스노동조합 간 시급, 정년, 식사제공에 대해 쟁의

가 일어난 사안에 대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 5차

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조정에는 총 6개월

137)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글, 2013.7.,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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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었으나, 이 기간 노동위원장과 조정위원장인 제3자인 마을버스

관할 지자체 교통국장 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 궁극적으

로 요금 인상과 임금 인상을 타결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138)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내

는 II 유형에 잘 부합한다. 조정자는 당사자 위에 군림하거나 강제권을

동원해 조사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을 유책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최대한 양 당사자

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결을 독려한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지만 조정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

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진다.

당사자는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에는

사법상 효력(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만 부여되나 협약에 대한 해석에는

공법적 효력(중재재정)이 부여된다. 조정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

위하므로 사전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단에

138) 중앙노동위원회, 2017년 3분기 조정 우수사례, pp. 4-10.

마을버스 노동조합과 마을버스 47개사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사례다. 공공요금 인상이 없는 한 경영난으로 임금 인상이 어려우며, 관할이 총 16개 구·

군에 걸쳐 있어 지자체와 협상에도 애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은 시급을

6,000원에서 6,700원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중

도에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 되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마을버스가 공익사업이어서 합의 결렬 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회사의 경영난, 근로조건의 열악함을 양측에서 주지시키는 한편

요금 결정권을 지닌 시·군·구와 직접 협의를 지속하였다.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담

당조사관이 시청의 교통국장과 면담을 함으로써 해당 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위한

구·군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도에 마을버스 회사가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아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통보함으로써 조정이 중지될 상황에 처했으나, 조정위원회는 기일을 연장하여 참여

를 독려한다. 조정회의에 시·군·구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언

론에서도 조정 진행상황을 지역민들에게 보도함으로써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었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었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요금 인상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는 입장

을, 노동조합은 ‘해당 쟁의에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낸 준 점이 감사하

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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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과정에 대한 절차규범이 노동위원회규칙,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

히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 표 23 > 노동분쟁 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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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I 유형 : 2단계 결정

(1) 개 념

I 유형과 II 유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행정기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1단계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2단계의 결정에는 일반적인 ADR과 같은

사법상의 효력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성,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I 유형과, 규제적 요소를 줄이면서도 당사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

는 II 유형 중 하나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분쟁해결 진행 중 분쟁의 일부에 대해 처분의 형태로 결정을 내리

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분쟁상황이 일

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노동쟁의로 인해 교통,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는 분쟁의 핵심내용이 비용, 손해, 가격 등을 감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간 정보와 협상력의 격차가 커서 일방이 비용 산정을 위한 충분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때 행정기관이 권한과 전문성을 지니고 판단

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경우 소모적 분쟁을 줄

이고 사회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DR로 분쟁이 종결

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양 당사자로

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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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면서 준거를 계속 고도화해나가야

한다.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이나 감정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공동주

택관리법 상 하자심사의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하자진단 의뢰 등의

절차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등을 통해 손해, 비용 등을 평가하여 적정

액을 결정하는 행위나 분쟁으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하는 것을 1단계의 처분으로 하고, 분쟁 전반에 대해 폭넓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2단계의 분쟁해결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단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통제가 부과된다.

① II 유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

결과 비용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입법 기술적으로 위원회 심의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단계 처분을 요청하게 할 수도 있다.

② ADR을 통해 처리되는 분쟁의 유형은 다양할 수 있으나, 1단계 처분

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③ 당사자 간 협상력 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절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일방의 신청에 따른 절차 개시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

은 1단계 처분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 등을 위해 광범위한 행정조사

권한을 갖는다.

④ 1단계 처분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이야 한다. 2단계 ADR에서는 다양

한 분쟁이 다루어지므로 처분에 비해서는 판단기준의 명확성이 낮

을 수 있다.

⑤, ⑥ 1단계 처분은 당사자의 동의를 묻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재심이나 소송을 통하여 효력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2단계 ADR은 II 유형과 유사하게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민사상 합의 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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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례

1)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심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1년 7월부터 하자 여부 판정 업무가 개시되었으며, 2014년 1월 ‘공동

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하

였다. 이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

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하자소송 등 소모적 분쟁으로

입는 양측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13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① 하자여부의 판정과 ②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

자대표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③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등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분쟁은 ① 하자 여부의 판정에서부터 시작된다.140)

판정 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피신청인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원회는 사전현장조사, 참고인 의견진술, (필요시) 전문기관 등의 하자

감정을 거쳐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는 최

장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

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41)

따라서 하자의 판정은 상대방에게 작위의무(하자보수 의무)를 발생시키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체가 1~7년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자보수를 중단하여 2차 하자(균열 및 누수 등)

139)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단 빠르고 공정하게”’(조선비즈, 2014.1.3. 기사),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마련... 외벽 균열 0.3mm 이상 시공사 잘못“(헤럴드POP, 2014.1.3. 기사) 등

140)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위원회 소개’

참조

14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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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하자의 판정은 입주자

에게는 매우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는 ’15년 4,224건, ’16년

3,880건이 접수되어 매우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142)

< 그림 6 > 하자심사 절차143)

142)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14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하자심사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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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하자심사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한편 분쟁조정은 하자여부 판정 뿐 아니라 사업주체등 설계자 및 감리

자 간의 하자의 책임범위, 하자에 대한 보수방법 등을 둘러싼 다툼을 폭

넓게 다룬다. 분쟁조정의 신청인은 1단계로 하자여부 판정을 받은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2단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하자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진행한

후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할 경우 하자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심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건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당사

자가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자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위원회가 직권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소 조사절차가

강화된 분쟁해결의 제 II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44)

14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분쟁조정 제

도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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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하자여부 판정을 먼저 거친 후 구체적인 보수방안에 대해

분쟁조정으로 나아간 사례다. 이와 같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의 다양한 민사적인 합의사항은 분쟁조정의 영역에 두면서도,

하자 여부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분쟁의 제 1유형) 다

수의 입주자에 대한 안전상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분

쟁의 제 2유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법률·사실관계를 신속

하게 확정함으로써 사안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 표 25 >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례145)

구 분 분쟁 사안 위원회의 판단

(1단계)

하자심사

공동주택 내 불량한 조경토양으로 인해

조경수가 고사함
하자에 해당함

(2단계)

분쟁조정

시공자는 2차례에 걸쳐 고사한 조경수

에 대해 하자보수를 한 후 단지 내 교

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3회 중화제를

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중화제 살포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경토양 불량을 근본적으

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양질의 토양으

로 전면 교체해줄 것을 요청

전체 조경토양면적에

대해 중화제를 3회

살포할 때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표 26 > 하자 분쟁조정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145)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조정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조정“(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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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 상 방송 유지 재개 명령

2012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이 다수 국민의 여가생활에 큰 불이익

을 초래하면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이

도입되었다.146) 공급·송출에 관해 분쟁이 있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이거나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관한 것인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방송의 유지 또는 (이미 중단된 경

우) 재개를 명할 수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동 명령은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양측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 「약사법」14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48)

146) 방송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

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

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7) 약사법[법률 제13598호, 2015.12.22.] 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

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48)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

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

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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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도 정부가 민간 영업활동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서비스의 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경우가 있다.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기간을 정

해 유지, 재개를 명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은 매우 명확하다. 앞서 살펴

본 하자심사에 비해서는 당사자 간 대심구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은

거의 필요치 않다. 중재재정을 제기한 후 15일 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분쟁과 같이 방송분쟁 조정과정 중에 제3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임시처분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이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저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

자는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 표 27 > 방송 유지 재개 명령의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최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발의 법안에는 조정의 직

권 개시, 재정제도 도입(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으

로만 불복할 수 있음)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149) 결국 가장 간결한 형태의 행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14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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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 방송 유지 재개 명령과 기존의 자율적 해결기제인 방송분쟁조정

제도가 결합됨으로써 제 III유형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2016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위성방송 Skylife 간에 재송신

분쟁이 발생하고 방송중단이 임박하자 방송 유지 명령을 최초로 발급하

였고, 1회 연장하면서 방송분쟁조정 절차를 지속하였다. 2016년 12월 방

송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MBC가 부동의하면서 조정 자체는

불성립되었지만 양 당사자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방송 중단 사태는 발

생하지 않았다.150)

< 표 28 > 방송유지재개명령과 방송분쟁조정 사례151)

구 분 분쟁 사안 위원회의 판단

(1단계)

방송유지

재개명령

심각한 분쟁으로 지상파방송이 중단되

리라는 것이 시청자에게 통보됨

30일 간 방송유지

명령

(2단계)

분쟁조정

적정 재송신 대가 수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
조정 불성립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필수업무 유지·운영수준 결정

노동쟁의로 인해 철도, 수도, 전기 등의 기본적인 공익서비스가 중단되

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

할 경우에는 쟁의권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의 실현과 안정적인 공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이익 사이에 형량이 필요한 것이다.

2015. 4. 2.)’ 등 참조

150) ‘’KT 스카이라이프-지상파‘ CPS 분쟁조정 종결...왜?’(뉴스1, 2016. 12. 20. 기사) 동

기사내용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안 수락이 향후 타

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

으나, 조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KT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에 임해 양측 간 갈등이 많이 완

화되었다고 한다.

15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c.go.kr) ‘조정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조정“(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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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152)에 대해 노

동쟁의 발생 시 서비스의 중단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동관

계 당사자 간에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업무,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

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조정, 중재재정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해석 요청, 재심, 행

정소송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153)

과거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고가 있을 경우 중재절차에 진입하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 때 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

며, 집행정지 등이 없는 한 일단 중재재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154) 이는

노동 3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고 국제노

동기구(ILO)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권고가 있었다고 한다.155) 이에

2016.12.30. 개정을 통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도입되었다.156)

방송분쟁의 재정제도 도입이 무산되고 방송서비스 유지에 기여하는 ‘방

152) 그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

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철도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포함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

항)

153)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p. 20-58.

1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7845호, 2006.1.2., 타법개정] 제62조(중재의 개

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

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1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8158호 제·개정 이유서’ 참조

156) 직권중재에 회부된 추이는 1998년 16건, 1999년 13건, 2000년 37건, 2001년 16건,

2002년 22건을 기록하다가 2003년 1건, 2004년 5건, 2006년 3건, 2007년 1건으로 줄어드

는 추세였다(장홍근 등,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

년 11월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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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유지 재개 명령’만 규정된 사례와도 유사한 함의를 지닌다. 단순히 방

송서비스의 공급·송출의 개시를 명하는 경우와 달리, 필수업무 운영수준

결정에는 다양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가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유선·무선전화, 인터넷, 부가서비스 중 어디까지가 필수

업무인지, 해당 필수업무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최소 인력수준은 몇 명

이며, 어느 정도의 대체인력 고용을 인정할지 등이 매우 첨예한 분쟁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필수업무 운영수준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맡게

되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

사 등을 통해 직접 자료를 확보한다.157)

< 표 29 > 필수유지업무 결정 예시158)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는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무로 승객 및 승

무원의 안전,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00%로 결정한다.

그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업무 대상직무인 여객

IT지원부의 여객 IT 기획팀 등 00개 업무의 총 대상인원 000명 중 000명을

필요인원으로 정한다.

나. 객실승무 업무

다.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감시 및 통제 업무

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마.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

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한편, 위 필수유지업무별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구체

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즉 서비스의 공익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쟁해결의 중립성이 강화되며

157)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218

158) 중앙노동위원회, 앞의 책, 2013.7., 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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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파업권 등 쟁의행위의 여지는 축소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서도 지나친 노동권의 제한이자 노동조합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의 안전 위협을 야기한다는 비

판도 있다.159) 최소(minimum)160)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

을 A부터 Z까지 직접 결정하기보다,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라는 구체적인 공익에 집중키로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보

호,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했던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제 I유형은 행정법 영역의 통상적인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판단에

대해 제소기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므로 행정기관이 스스로 분쟁에 가장 깊이 개입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절차로서 ADR의

강점이 희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도 절차의 진행이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제 II유형은 ADR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유연한 분쟁해결 모델이다. 행

정기관은 신청 당사자의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

다. 이미 대립 중인 당사자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유도하고 법의 테

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조정 결론에 이르러야 하므로 ‘오케

159) ‘항공참사 막으려면 항공사 파업권 제한 풀어야’(매일노동뉴스, 2017.12.11.), ‘필수유

지업무제도 8년, 파업권·공익 두 마리 토끼 다 놓쳐... 지나친 필수대ㅊ인력에 단체행동권

무력화... 제도개선 논의 시작할 때’(매일노동뉴스, 2016.12.5.) 등

160)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기준으로 (1) 그 중단에 의

해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2) 파업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는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

무, (3)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는 세 가지 기준을 들고 있다고 한다(고용노동부

‘필수유지업무 관련 Q&A’,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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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조정자의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대립이 극심해

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빠르게 조정을 중지하고 소송절차에 나

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

한 시정, 다수의 국민에 미치는 피해 방지 등의 공익적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제 III유형은 분쟁해결에 대해 탄력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분쟁의 내용 중 일부가 ① 법령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② 위험의 방지나 다수 시민의 복리증진 등의 사유로 신속한 판

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분쟁의 일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처럼 형식적인 요건 판단

에 기초할 수도 있고, 하자여부의 판정처럼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수반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정제도(제 II유형)를 변형하여

당사자의 원치 않는 참여나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클 뿐더러 상호 신뢰에 기초한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분쟁을 둘러싼 공익적 요청과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방

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판단으로 결론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부

분을 추출하여, 행정처분을 발급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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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타 실정법상 사례 검토

이하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적용례 이외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검토하도

록 한다. 행정기관이 제3자적 분쟁해결자의 지위를 넘어 보다 조사, 효력

발생 등에 있어 강력한 판단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앞에서 제시된 세 가

지 입법모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경우이다.

1. 「환경분쟁 조정법」 상의 환경분쟁 재정

(1) 제도의 개요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제도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하나

로 평가받는다. ’91년부터 ’16.12월까지 총 4,258건을 접수하여 3,657건을

처리하였고(462건은 자진철회, 116건은 처리 중), 이 중 2,390건이 재정으

로 처리되었다. ’16년의 경우 처리된 162건 중 127건(78.3%)이 재정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분쟁사건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3,105

건(85%), 대기오염 213건(6%), 수질오염 92건(2%), 일조 180건(5%), 기

타 67건(2%)이었다.161)

조정, 재정, 중재의 대상은 모두 ‘환경피해’162)로 매우 폭넓으며,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관

16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처리등 통계자료(2016.12.31.)’

162)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

경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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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등 적합한 절차로의 이관이

가능하다. 환경분쟁의 조정은 통상적인 조정과 같이 조정안의 수락/거부

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

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중재는 사전에 중재합의가 있는 상태에 절

차에 진입하게 되고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중재안대로 효력이 발생

한다(재판상 화해).

재정은 약간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심문, 출석요구,

현장출입․조사 권한을 지니고, 당사자가 소송으로만 재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2) 분쟁의 유형과 입법모델의 적용

환경분쟁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분쟁으로서, 2 유형의 분쟁

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재정의 주체, 절차, 효력 등은 분쟁해결제도의 입

법모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I 유형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면서

도 절차의 개방성과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행정조사, 효력 발생요

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과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0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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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헌법재판소는 특정 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을 용인할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용인함에 있어 ① 주체적, 절차적

공정성과 더불어 ②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법원 재판결과의 예측 가능성,

③ 명확한 사전고지와 자유로운 선택권(당사자의 방어권)의 보장, ④ 신

속한 권리구제와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화 필요성 등을 요구하였다. 그

런데 환경분쟁조정법 상 재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에 규정된 배상금 지급 동의 청구서에는 ‘재판상 화해 성립’

을 의미하는 것임에 대한 안내가 표기되어 있다. 반면 환경분쟁에서 재

정결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결

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부작위에 수반되는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소송의 제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당사자가 시간적, 재정적 이유로

소 제기에 부담을 느껴 동의를 강요당한다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된

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모든 종류의 환경분쟁이 신속한 분쟁의 종결과 피해구제의 시급

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환경분쟁 재정의 대상은 “환경피해”163)로

163)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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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세월호법상의 배상금 지급 동의 및 청구서식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 ] 배 상 금 등

[ ]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1. 신청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

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

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민법」 

제480조제2항, 제450조에 따른 통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인명피해의 규모와 손해액에 따라 회부될 재정위원회가 구분될 뿐164) 특

별히 분쟁의 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처럼 적정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인 갈등

비용 손실이 큰 경우라든지,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정정보도

청구와 같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 사안별로 특수한 공익적

요청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별 분쟁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같을 것이라

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사건에서는

심의회가 산정한 배상금보다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이 더 클 가능성이 높

164) 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3602호, 2015.12.22., 일부개정]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

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

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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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당사자에게 재차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할 이유로

활용되었다.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여기에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설령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존중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환경분쟁 재정제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청구가 제기

되었으나 아쉽게도 본안 판단에 이르지는 못했다. 대법원에서 공시송달

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서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165)

재판상 화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

기로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출발점

이다. 따라서 여러 요건 중에서도 ‘동의에 수반되는 효과의 명확한 고지

와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은 포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에

의한 ADR을 설계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의제해 재판상 화해의 효

165)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3헌바359, 2016.7.28.]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효력조항은 재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

으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소송

을 강제하고 있고,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정결정에 대해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재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강제하고

있어 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을 발생시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

인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준용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별

도의 추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정결정에 전면적

으로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당사자의 불복을 막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서 유효한 집행

권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재정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인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공시

송달에 의하여 송달한 이 사건 재정문서는 아직 송달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집

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사건 소송은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재정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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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건대 환경분쟁의 종류를 유형화하여 일반적인 분쟁은 당사자의 의

사에 따라 조정 내지 중재 절차를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피해의 범위가

매우 넓고 시급하게 결론을 내려 분쟁을 종결지을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긴급조정결정166)

이나 「특허법」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규모 질병치료를 위한 예

외적 통상실시권 재정167)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 때에도 ADR보다 행정청에 의한 규제권한 발

동(공사금지명령 등)으로 해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

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

하여야 한다.

167) 특허법 [법률 제14691호, 2017.3.21., 일부개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

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

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

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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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 재정

(1) 제도의 연혁과 입법모델의 적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은 ’91년 이래 그 법적 성격이 혼란스럽게 변화

해왔다. 그 연혁을 좇아 살펴본다.

’91년 전기통신사업법168)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공동사

168) 제34조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

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협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제35조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①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

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이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실시나 그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

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

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정이 체결

된 것으로 본다.

⑥ 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

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 또는 그 협정체결에 관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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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해 사업자 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신부장관이 공공이

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와 협정 체

결을 명할 수 있었다. 체신부장관의 ‘실시명령’ 내지 ‘협상체결명령’은 ①

당사자 간 계약(협정) 내용의 형성을 그 대상으로 삼아 ② 행정청이 직

접 결정을 내리고 ③ 일방에 수인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허청장

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재정과 유사하지만, 실시명령은 직권 개시

및 조사 심리가 가능했으며 제재까지 예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을

소재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쟁해결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형적인 하명

처분에 해당했다.

한편 협정의 금액 및 기타 조건에 대한 다툼은 통신위위원회169)의 재정

절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공급

만 확정되면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의사를 존중해 다소 수평적인 절차

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인과 상대방 간의 대심적 구조에 따라 협

정의 세부 사항을 형성해나가고 있고 결론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ADR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통신위원회는 완전한 분쟁전담기구보다는 더 강화된 역할(제재처분에

대한 심의권한 등)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사후규제의 공정성, 신중성 확

보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기구라는 점에서 분쟁전담 위원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분쟁전담기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당해 분쟁에 대한 제3자

성 및 독립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설비 상호접속 공동사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

으로 하므로 신청인과 대상은 제한적이었다. 판단기준은 동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호접속 기준 등에 따른다는 점에서

169)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와 분쟁해결을 전담하던 합의

제 사후규제기구이다. '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통신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의 확보, 전

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중요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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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명확한 편이었다. 또한 재정결정으로 인한 금액의 증감에 대

한 다툼을 행정소송(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도록 규

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정이 사법상 효력(협정 체결)과 공법적 효력

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제 I유형에

해당한다.

< 표 31 > ’9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 사례 분석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91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정은 실시명령을 보완하는 절차였으나,

’97년에 이르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명령을 할 수도 있는(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170)

170)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5385호, 1997.8.28., 일부개정] 제35조 (재정신청등) ① 전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

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

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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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

되고 어느 종류든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재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삽입되면서 법적 성격도 변화하였다.

종전에는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한 것으로 통용되고 법원이 1차적인 행정의 판단권을 존중하는 등의 효

과가 있었으나 처분성이 배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송 부담은 줄게 되었

다. 이는 재정을 공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기보다는

소송에 앞선,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로 보는 시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00년 개정171)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실시명령 권한은 삭제되고 통신

위원회의 재정절차만 남게 된다. 오늘날에도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이관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97년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형태로 재정을

수행하고 있다.172)

④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4조의6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후에 체결하는 협

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제3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230호, 2000.1.28., 일부개정] 제35조 (재정신청등) ① 전기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

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

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

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삭제 <1998·9·17>

④삭제 <1998·9·17>

⑤삭제 <1998·9·17>

17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부개정] 제33조(손해배상)전기통신사업자

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

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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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년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

와 이용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었다. 이는 기존의 재정 대

상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종래 재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각종 협정의 체결과정을 조율하였던

것이나, 한정된 사업자와 한정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 또한 비교적 구체

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대상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기

준이 다소 모호해지는 경우도 존재하였지만)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보유하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처분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전기통

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손해의 사례가 매우 다양

하고(통화품질, 요금불만 등) 판단기준도 불명확하여(이용자의 고의, 과

실이 있을 경우 책임 감면) 사실상 이용자의 집단 민원처리 절차에 가깝

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통신 재정은 세 가지 입법모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

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유사하다.

2.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

의 90일 이내 체결

3.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

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

으로 규정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략)

⑥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領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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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 ’10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 사례 분석 : 사업자 간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 표 33 > ’10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재정사례 분석 : 사업자 vs이용자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2) 검 토

통신 재정의 경우 효력이 ‘민사상 합의’에 그치므로 재정결정대로 효력

이 발생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제

한 문제는 환경분쟁 재정만큼 중대하게 제기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양

재정결정의 수락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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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무용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듦으로써 분쟁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문제제기다.

또한 사업자 간 분쟁과 이용자 간 분쟁은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 간 분쟁은 상호접속 협

정체결 의무 등 법령 위반이 쟁점이 된다는 점, 보편적 서비스의 정상적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통신사업자 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협상력 격차가 커

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분

쟁의 1~3 유형에 모두 해당하며, 분쟁해결제도는 행정처분형(I 유형)으로

운영되거나 혼합형(III 유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3)

한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전기통신

사업법에 간략한 손해배상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174) 일반적인 민

사 손해배상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

비자원 등에도 일반적인 소비자 구제절차가 있고, 사업자 간 분쟁에 비

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의 개입 필요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통신 이

용자에 대해 특수한 구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유연한 분쟁해결

형(II 유형)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지나치게 이용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심각한 공

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와 재허가 심사

등의 진입규제를 통해 통제해야 할 것이다.

173)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 제11호, 2004,

pp.86-88 참조, 이원우, ‘개별경제영역(전문규제분야)에서의 경쟁규제, 『경제규제법론』,

2010, p.842 이하 “입법취지 및 규정문언상 재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중 금액에 불복하

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호접속명령제도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174)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

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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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

료분쟁 조정

(1) 제도의 개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175)에 대한 조정, 중재,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의료사고의 사실관계 확정, 의료기록의 해석,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실

제적 진실규명, 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 등 분쟁해결의 핵심절차를 신

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76) 의료분쟁은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 정보격차가 큰 분쟁에 해당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사안

이므로 전문성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

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

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제1

급이 된 경우 등)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료계의 소

극적 태도로 인해 개시율이 2016년까지 43.8%에 불과하여 제도 개선의

175) 의료사고 피해구체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

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

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17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기관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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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177)

‘중재’는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

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의료감정’은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을 말한다.178)

우리나라에서처럼 국가기관이 의료분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

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 및 주 의사협회 산하

에 감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의사협회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감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관상 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1978년에는 신청

건수가 31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1,403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감

정인은 2008년 분과별 874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고 2006년에 내려진

996건의 결정 중에 148건의 진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 한다.179)

국내의 경우 2016년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총 46,735건으로 조정중재원

이 개원한 ’12.4월 이래로 연평균 11.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신

청은 2016년 1,907건이었고 44.7%인 3,307건이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

과·흉부외과·일반외과 등 외과계이며, 전체 조정신청 중 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은 63건이었다. ’12.4월 이래 조정이 개시된 2,985건의 사건 중

2,009건이 조정이 성립되어 의료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2,009건의 총

성립금액은 175억원으로 평균 876만원이었다. ’16년도 평균 사건 처리기

간은 91.2일이다.180)

177) 신현호, ‘자동개시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에 관한 현

황과 발전 방향’(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17.5.), p.5

17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p.6

1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p.6

180) 신현호, 앞의 글, 2017.5.,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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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의료분쟁 조정의 절차181)

18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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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모델의 적용

의료분쟁 조정은 제 III유형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는 의료사고로 인한 결과불법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수락의사가

있어야 개시된다. 분쟁조정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감정부에 의한 감정이

진행된다.

감정부에는 강도 높은 조사권한이 인정된다. 의료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

는 복사할 수 있다. 이 때 보건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

에 응해야 한다.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와 다르게 감정부의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

자보수 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대로 조정

이 이루어져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고 손해배상 의무 등이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후속 소송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법률상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

니나, 감정은 그 자체로 권력적 행정조사이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한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불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성립되며 이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는 분쟁해결의 제 II유형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과 결합된 분쟁조정은 행정조사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제 III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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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

주 체 여타 처분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 분쟁전담 위원회

대 상 법률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광범위

절 차 의견진술권, 출석요구, 대질심문 등 의견진술권 보장

판단기준 구체적이고 명확함 추상적이거나 없음

성립요건 동의를 요하지 않음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함

효 력 사법상 효력 + 공법상 효력 사법상 효력

효력의
강도

민사상 합의 재판상 화해

(3) 검 토

의료분쟁 조정을 둘러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시민단체의 생각

과 의료계의 생각에는 큰 격차가 있는 듯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일

반적인 ADR과 마찬가지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이 고양된 ‘서비스 제

공’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사를 형법상 가해자로 간주함으로

써 방어진료, 소극진료를 조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182)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하던 분쟁을 행정형 ADR 제도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인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즉 결과

불법적인 상태를 모든 행위의 발동요건으로 전제하고 있다. ‘의료분쟁’은

노동쟁의나 방송통신 분쟁과 같이 당사자 간 이견상황을 중립적으로 지

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유사하게 결과불법 상

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에 보다

방점이 찍히며 생명·신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책임 이행에 대한 사회적

182) 백진영, ‘국민, 환자단체, 의료계가 바라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자료집, 2017.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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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더욱 엄중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방

향적 관계이듯이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의사는 고의·과실로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의·과실 유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당연히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ADR의 과정

은 상호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유연한 절차가 아니라 배상책임

의 유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소송과 유사해진다.

여기에서는 감정이 핵심적인 절차가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의료기

관에 조사 부담을 야기한다. 감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기보

다 강제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규제

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이 전자 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진료기록의 원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83)

먼저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의제한 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제

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간이조정184)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감정

부가 언제든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지나치게 조사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의료분쟁을 ADR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

지에 의문이 든다. 의료사고의 해결은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책임의

183) 백진영, 앞의 글, 2017.5., p. 64.

1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98호, 2017.3.21. 일

부개정]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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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므로 이에 법원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개입을 한다면, 「국가배상

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이 배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하는 것이 명료해 보인다. 조정결론의 대

부분의 내용은 손해배상액이며 이는 감정단계에서 선결적으로 판단되므

로 감정과 분쟁조정의 절차를 이원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낮다고 보인

다.185)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명령을 하되 배상금의 수령을 화해

성립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금 지급명령 자체를 다투고자 할

경우 명령발급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법상 당사자소송

으로 다툴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방적 배상결정 보다 현재와 같은 수평형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과 같이 별도의 재심과 행

정소송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 행정처분 절차(제 I유형)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사법부’ 역할을 요구받으며

행정법적 통제를 받듯이 조정중재원도 의료분쟁 분야의 권위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분쟁조정은 간이조정과 같이 당사자 간 이견이 적고 자발적 참여

가 가능한 분야에서 가볍고 폭넓게 활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분쟁

해결기구에서 판단하기에 결과불법 상태가 심각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행정조사(감정)를 요청하는 식으로, 단계적으

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85) 신현호, 앞의 글, 2017.5., pp. 31-32.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제3항은 감정서에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부에서 과실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있다면 어디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다고 한다. 감정은 가치중립

적인 사실판단이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판단 혹은 술자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면 부적절

한 조치는 아니었음”과 같은 식으로 규범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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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배경, 유형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집행부인 행정기관이 민간주체 간의 사

법상 분쟁해결 주체로 나서는 것은 3권 분립의 구조에서 자연스럽지는

않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미국에서도 제도의 정

당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데,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정당화 논거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

한다. 공식적이고 신뢰성을 지닌 주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시각도 있고, 민간주체가 스스로 해결할 사항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섣부른 개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경제학적 정

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와 법원

양측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도입이 장려되었으

나, 법이론적 관점에서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는 견해가 있었다. 법관을 많이 채용해서 사회가 부담을 나눠야 하지

법원을 다른 주체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주의, 비판이론 등 대안적 법학이론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가는 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기능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밀실주의를 벗어나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가 가능한 기구에 의해 공정한 절차로 분쟁해결이 진행

된다면 역기능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인이 소송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송은 절차진행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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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들지만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는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를 통해 나오는 결론과 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나 일치하리

라고 기대하는지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만약 법원과 대체적 분쟁

해결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놓으리라 예상된다면 언제나 비용이 저렴한

후자가 선호되었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에 높은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

정되어 법원에 의한 존중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이점이 있다. 행정기관

은 국정감사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상시적인 외부 통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행정기관이 합리적 논거에 따라

내린 결정은 (다른 민간주체의 결정에 비해) 법원에서 존중될 개연성이

높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공식적 분쟁해결기구를 둠으로써 효과적으

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

한 점들로 인해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는 입법의 폭증이라 할 만

큼 실정법에 범람하게 되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입법례를 검토해보면,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다. 대

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본연에 맞게 유연하고 임의적인 절차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의 불복을 어렵게 하여 결정의 효력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제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권한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

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에서 직권적 요소가 강화되는 추세는

무익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효성 담보를 위한 조치들은 자칫 규제 과잉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분쟁을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정리해주

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쟁의 유형 별로

헌법적 가치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행정기관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쟁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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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분쟁, 분쟁의 파급효과가 일반 시민

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 당사자 간 자원의 불평등이 커서 대등한

다툼이 어려운 분쟁, 그리고 비용감정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쟁

이 그것이다.

헌법적으로는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 제기를 통해서만 결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반복을 야기하여 신속한 분쟁종결

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

게 규제 부담을 야기하는 것은 명확한 공익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야 한다. 행정기관의 직권 조사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

이 자기책임 하에 처분의 형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석에 터 잡아 총 세 가지의 분쟁해결제도의 모델을 설계하였

다. 첫 번째는 행정처분형, 두 번째는 유연한 분쟁해결형, 세 번째는 혼

합형이다. 또한 각 모델에 적합한 주체, 절차, 성립요건, 효력 등을 정리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특허법, 전기통신사업법, 노동조합법 등의

현행법의 사례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제도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

우리 실정법에서 다양한 입법례가 나타난 이유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에 많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치를 좇다보

면 합법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한계사례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그 도입목적에 맞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면 최소한의

원칙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분석과 제안은 아직 시

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입법론을 구체화하려면 보다 풍부한 사례 검토와

법 이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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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generally means 

procedure like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a substitute 

for litigation by courts. In particular, ADR, run by 

administrative agencies,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n 

legal system. Currently, more than 50 statutes ha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is led by government, 

and its subject, procedures and effect are very diverse. 

 There are both expectation and criticism regarding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Some require that the official 

and reliable entity  make a fair and reasonable decision. 

Others argu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to 

intervene in matters that can be solved by the private 

entities themselves, and that a hasty intervention 

violates the right to be tried by a judge. It is ti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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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side effects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ADR system. 

 Based on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leading up to 

the renaissance of the ADR system, this paper tries to 

justify the system using legal theories and tools of 

economics. There analyzes whether the lower cost of the 

ADR really contributes to the preference of individuals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to positively evaluate the 

increasing ADR system.

 It is a bit awkwar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irectly appears as the subject of the dispute settlement  

in the Consitutional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Therefore, further justification 

argument is needed. The current ADR system has been 

shaped in a bottom-up manner, not in terms of top-down 

at the time, to meet legislative needs. It is helpful to 

review the case of the actual law and extract common 

facts to form the framework of the system. I also 

examine the social demands that led to the spread of the 

ADR by analyzing the motives of suppliers and consumers 

of public institution.

 After classifying dispute types for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articipate, a legislative model of a 

desirable ADR is designed based on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each type.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laim 

for a trial,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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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I propose three legislative models. Type 1 is 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ype that requires legal and 

policy judgments by the government and causes the legal 

effect of public law. Type 2 is a flexible dispute 

resolution type, characterized by spontaneity and 

arbitrariness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original ADR system. Type 3 is a mixed model of type 1 

and 2. This is the case where a judgment that causes 

legal effect takes place in the middle of the whole 

dispute settlement process, such as the defect reviews of 

apartments or the broadcasting maintenance order('the 

standstill order') during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mum principles for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is article is still at a 

general level. More concrete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legal theories are needed to substantiate the legislative 

models, which will be left as a follow-up.

Keywords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ADR,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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