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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업 간의 국제상사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에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에는 중립성이 보장되고 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되는 국제
중재가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높은 중재비용과 절차의 지연 문제 등으로 최근 국제조정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정은 제3자(조정인)의 지원에 의해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어 상호 우호적인 해결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업관계의 계속적 유지의 필요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
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UNCITRAL에서
는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을 반영한 모델조정법을 개정하였다.
국제협약과 모델조정법이 마련되자, 이제 많은 국가들은 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국
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은 입법례가 거의 없어 조정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모델조
정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기존 국내조정과의 조화,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요건, 집행거부 사유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변호사인 조
정인 선정 시 변호사법 위반여부, 국내에서의 외국변호사의 대리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
에 대한 각계의 이해관계 대립 역시 조화를 모색해야 할 사항들이다.
과거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과 모델중재법 마련 후 각 국가들이 동 협약의 가입과 중재
법 제정을 통해 중재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국제상거래 분쟁으로 인한
부담이 경감되었듯이, 싱가포르협약과 모델조정법이 마련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정
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상거래분쟁 해결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상사조
정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 주제어: 싱가포르협약, UNCITRAL 모델조정법, 조정, 국제상사조정, 국내수용, 화
해합의, 국제집행, 집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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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가 간 교역 및 투자의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
과 2019년 말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가 체결되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규모 및 관계
는 보다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반면, 교역확대에 따라 기업 간의 국제상사분쟁도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에도 관심이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상사분쟁은 상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 간의 분쟁으로 계약의 범주에 따라 매

해 계약서 내에 준거법(Governing Law)과 분쟁관할(Jurisdiction)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을 위해 일방 국가 법원에서의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지
만,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불확실한 특정 국가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해결을 기피하
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은 중립성이 보장되고 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집
행력을 보장되는 국제중재가 일찍부터 선호되어 왔다. 국제중재는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 등
중재절차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
립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은 중재비용과 중재절차의
지연, 그리고 과도하게 산업화 되어 가는 경향1) 등으로 인해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는
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절차가 국제조정(International Mediation)이다.2) 조
정은 제3자의 지원에 의해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주체가 되어 상호 우호적인 해결을 추

1) 투자자가 중재비용을 분쟁당사자 대신 부담하고, 판정결과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는 ‘제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억울한 피
해를 당하고도 돈이 없어서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불필요한 국제중재를 조장하고, 중재인과
펀드 간 유착관계 우려된다는 반론이 있다. (한국경제, ‘ISD 뒷돈 대는 펀드 2020년 공개’, 2018. 11. 11. 자.)
2) S. I. Strong, “Beyo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romi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2013-21,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issouri, 45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201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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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업관
계의 계속적 유지의 필요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쟁해
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기존의 계약에 갇히지 않고 새롭게 그 내용
을 변경하거나 창의적인 옵션의 개발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또 다
른 기회를 탐색하는 등 당사자들의 사업관계를 만족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
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3)
국제상사분쟁을 위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국제조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조정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집행력 문제 해
결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2018년 12월 UN총회
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국제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다자간 협
약으로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
약’)을4) 채택하였다. 본 협약은 국제조정을 통한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결과물인 ‘화해합
의(Settlement Agreement)’의 국제적인 집행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조정의 실효성을 높
이고,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본 협약은 다수 국가들의 서명 및 비준을 하
였고, 2020년 9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향후 국제조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채택한 싱가
포르협약에 다수의 국가들이 비준에 동참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협약은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울
러, 싱가포르협약을 이행하고 적용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국내 수용절차로서 입법작업을
서두를 것이며,5) 그 과정에서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의 모델조정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
다.6) ‘모델조정법’은 용어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위 ‘모델’에 되는 법이다. 각 국가들
은 조정에 관한 입법 시 내용이나 체제에 관해 동 모델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Energy Charter Secretariat, Decision of the Energy Charter Conference (Brussels, 19 July 2016), CCDEC, 2016, p.7.
4) 본 협약은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식이 개최되었다.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 등 다른 UN협약과의 구별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싱가포르협약’이라고 부른다.
5) 싱가포르는 이미 2020년 2월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Bill’을 통과시켰다.
6) UNCITRAL에서는 기존 ‘모델조정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2002)’을 개정하여, 2018년에 ‘국제상
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2018, 이하 ‘모델조정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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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교역이 많은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편익을
제고하고, 국제중재에 이어 또 하나의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조정에
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동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아직은 싱가포르협약을 수용한 외국의 입법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개정 모델조정법은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정 관련 입법 시 모델조정법의 적용 대상인 국제조정 외에 국내조정을 포함시킬
지의 여부, 적용범위를 ‘상사분쟁’에 한정할 지의 여부, 법원 민사조정 및 행정형 조정과
의 관계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과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적절한 안을 제시하면서, 싱가포르협약과 모델조정법을 토대로 우리의
조정 관련 입법의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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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조정의 유용성 및 현황
1. 국제조정의 유용성
최근 국제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국제소송
이나 국제중재와 비교하여 여러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조정의 장점은 첫
째,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 간의 무역 및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중재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는 엄격한 법률
적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관할권 등 절차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변호
사 선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높은 법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제조정은 서로
다른 사법제도에 기인한 법률적ㆍ절차적 문제없이 분쟁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EU국제조정지침에서도7) 조정
을, 당사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절차에 의해 민사 및 상사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8)
7)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Official
Journal L136/3 (May 21. 2008).
8) EU 국제조정지침, 전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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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들의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인의
지원으로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가운데 당사자들 간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
한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업관계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은 계약서 및 준거법을 기반으로 일방 당사자의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내려지므로 양 당
사자의 의사와 실정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실정을 반영한 분쟁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의무 측면
을 넘어 분쟁해결의 다양한 옵션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분쟁해결의 결
과물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에 대하여 당
사자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은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
로 소송이나 중재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판정을 내려야 하므
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의 고려가 필연적이다. 반면, 조정은 당
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실체법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성을 두지 않고, 조정인과 당사
자들이 실질적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준거법이나 재판관
할권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분쟁해결 그 자체에 더욱 본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9)

2. 국제조정 현황
가. 개요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금 미지급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유ㆍ무형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소송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가 되었고, 분쟁 당사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
식으로 국제조정이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9) 장은희ㆍ황지현,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무역학회지｣, 2018(제43권 5호), 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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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조정은 집행력을 보장하는 법률 시스템이 부족하였고, 기업들의 조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영국, 홍콩, 싱
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조정에 대한 활성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일례
로 영국의 조정기관 CEDR(Cente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이10) 최근 발표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약 12,000건의 분쟁이 조정
으로 회부되어 영국의 조정시장 성장률은 매년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싱가포르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er)의 경우도 2007년 후반
에 설립된 이래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538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6년보다 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538건의 접수사건
중 465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성공율이 86%에 이르는 등 조정제도가 싱

나. 지역공동체 및 FTA
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장려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우수성을 일찍부터 확인해 왔던
EU는 역내 국가들의 상사분쟁을 조정을 통한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민ㆍ상사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조정지침(cross-border mediation directive)’13)을 채택하였고,
EU회원국들은 동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입법을 완료하였다. EU국제조정지침은 효율적
인 분쟁해결을 통한 EU 역내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조정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대
한 기여를 위하여 채택되었다. 즉, 조정의 사용을 보다 촉진하고 조정을 이용하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조

10) CEDR은 영국산업협회(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와 선두 로펌, 비즈니스 및 공공 부문의 지원으로 1990년 출범한 조정
전문기관이다. CEDR Solve는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ADR 서비스 제공기관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정인 인증
(accreditation)’을 제공하는 조정인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CEDR은 ADR 서비스, 조정인 훈련 및 인증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로
펌 및 공공분야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관리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11) Cente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홈페이지(www.cedr.com), ‘Commercial Mediation Market growth shoots up by
20%’, 2018. 12. 3. 자. Press releases.
12) Singapore Mediation Center 홈페이지(http://www.mediation.com.sg), ‘Total disputed sums mediated at Singapore
Mediation Centre crosses $2.7 billion in 2017 – the highest ever in the centre’s history’, 2018. 1. 16. 자. News Release.
13) EU국제조정지침의 목적은 조정의 사용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
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EU국제조정지침에서 ‘조정(mediation)’은 어떤 명칭이든, 둘 이상의 분쟁당
사자들이 스스로, 자발적 근거로, 조정자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구조화된 절차를 의미
한다. EU국제조정지침은 강행규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EU 역내의 국제 민사 및 상사문제(cross-border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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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침이 채택되었다.1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역내지역에서 당사자 사이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촉구하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15) 사적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에 있어 조정의 이용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조정 소위원회를 ‘민간상사분쟁자문위원
회(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내에 설치하였다.16) 이와
같이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조정은 국제상사분쟁에서 효과적인 해결방식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차
원의 국가 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뿐만 아니라,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에서도 경제적 효율
성 및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초안에서는 기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시스템에 의한 투자분쟁
해결의 폐해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국제조정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제3조에서 분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은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미 FTA 협정 제11.15조에서 역시 미국 모델 BIT와 동일하게 투자분쟁의 협
의 및 협상에 의한 해결을 규정하면서, ‘비구속적인 제3자에 의한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정에 의한 투자분쟁의 해결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17) 이처럼 국제조정
은 국제상사분쟁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간의 국제투자분쟁에도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
가고 있다.

14) EU 국제조정지침, 전문(7).
15) NAFTA Article 2022(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1. Each Party sha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use of arbitration and othe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private parties in the free trade area.
16) NAFTA Article 2022(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4.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on Private
Commercial Disputes comprising persons with expertise or experience in the resolu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mittee shall report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general issues referred to it by
the Commission respecting the availability, use and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nd other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s in the free trade area.
17) 오현석,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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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국가별 현황
조정은 국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영미
법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를 자처하는 싱
가포르, 홍콩 등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조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국제조정을 서비스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2014년 11월 싱가포르국
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SIMC’)를18) 설립하였
다. SIMC는 이전 국제중재산업 육성에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각 국의 기업들에게 국
제적 수준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 대법원과 법무부가 지원하여 설립한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SIMC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중재와
조정을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분쟁해결기법으로 중재-조정-중재절차(Arb-Med-Arb,
이하 ‘AMA’)를 도입하였다.19)
홍콩 역시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조정법(Mediation Ordinance)20)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동 법은 분쟁
해결 절차로서 조정의 이용을 촉진하고, 조정절차에서의 비공개성을 보장하는 규제적 기
틀을 제공하고 있다.21)

아울러, 국제중재기관인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에서는 국제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제
도적 뒷받침을 위해 다양한 조정 관련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HKIAC
Mediation Rules, Hong Kong Mediation Code, Rul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an Accredited Mediator, General Ethical Code, Guidelines for Professional
Practice of Family Mediators 등이 있다. HKIAC 역시 국제조정인 교육 및 인증사업,

18) 이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http://www.mediation.com.sg/intro.htm를 참조.
19) AMA 절차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재절차를 신청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만, 중재판정이 내
려지기 전에 당사자들 간 조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조정절차가 성공하면 중재판정부는 화해합의안을 토대로 ‘화해중재판정
(consent award)’을 작성하고, 조정절차가 성공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다시 중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중재와 조정의 장점을 혼
합(hybrid) 한 방식으로, 최근 기업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 동 조정법령의 정식명칭은 ‘조정행위의 특정 측면에 관한 규제적 틀을 제공하고, 결과적인, 관련 개정을 위한 법령 (An
Ordinance to provide a regulatory framework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the conduct of mediation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이며, 2012년 6월 15일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21) Practice Direction 31-Mediation, paras.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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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 사건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시행 등을 통해 싱가포르와의 국제조정 주
도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중재에서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일본은 국제조정에서만큼은 선
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조정 친화적인 문화를 살려 국제조정에 활용함으로써
분쟁해결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기업들의 국제상거래에서 편익을 제고
하기 위해 2018년 11월 일본국제조정센터(The 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를 공식 설립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법원의 민사조정, 각 행정조정위원회의 행정형 조정 등 국
내조정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지만, 국제조정에서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었
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에서 무역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대한상
사중재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무역분쟁조
정이 활성화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국제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 조정사건 유
치를 위한 조정기관의 관심 부족, 전문적인 국제조정인의 부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입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1. 필요성
가. 국제협약의 채택 및 발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싱가포르협약이 채택되었고,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본 협약의 서명식이 개최되었다.22) 이후 2020년 4월 말 현재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포
함한 52개 국가에서 협약에 서명을 하였고,23) 2020년 2월 25일 싱가포르와 피지에 이
어 카타르가 비준을 함으로써, 협약 제14조의 발효를 위한 3개국의 비준이 완성이 되었
다. 이로써, 싱가포르협약이 2020년 9월 12일에 정식으로 발효되게 됨으로써, 국제조정
을 통한 화해합의의 체약국 내에서의 집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UNCITRAL
22) 전상수,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년 가을호(통권 제42
호), 44면 이하 참조.
23) 서명(Signature)은 통상 조약문의 채택 및 정본인증의 효과만을 가진다.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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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제50차 회의에서 작업의 개시를 실무자그룹에 요청
하였고, 같은 해 제67차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서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
행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국제중재와 관련된 뉴욕협약이 존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채택하려는 시도는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계속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데 궁극
적인 목적이 있다. 즉, 싱가포르협약을 통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조정제
도 활성화를 완성하여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UNCITRAL은 2002년 6월 24일 국제상사조정에 적용되는 UNCITRAL 모델조정법을
채택하였었는데, 동 모델조정법은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조정의 이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24) 2018년 싱가포르협약이 채택

정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이 완성되게 되었다. 즉, 싱가포르협약에 의해 조정을 통한 화
해합의에 국제적인 집행력을 부여하고, 모델조정법은 각 국가들의 조정 관련 국내 입법
에 표준을 제공할 것이다.
조정에 관한 국제협약과 모델조정법의 마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정을 통
해 새롭게 열리는 분쟁해결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 및 모델조정
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
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협
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내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집행을 위한 실무적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이 곧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타 조정과의 조화 및 상사조정 활성화
국내에서는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행정형 조정, 민간단체에서 관
리하는 민간형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내조정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조정에 따른 결

24) 2002년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규정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다루
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인의 임명, 조정의 개시 및 종료, 조정행위, 조정인과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비밀유지, 조정인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조정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에서의 증거의 인용가능성, 해결합의의 집행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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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화해합의의 효력 역시 근거 법령 및 조정의 형태마다 각각 다르다. 구체적으로, 민
사조정의 경우 1990년 시행된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동 절차에 의해 조
정이 성립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25) 또한, 행정형 조정은 각
종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행정형 조정은 민사조정과 달
리 조정의 효력에 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와26)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만을 부여하는 경우로27) 구별되어 통일적이지 못하다.28) 한편 최근 입법동향
은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29) 반면,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형 조정의 경우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을 인정받고 있어, 법원의 민사조정 및 행정형 조
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같은 분쟁에 의한 조정이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당사자 자치에 충실한 민간조정을 활성화 하고, 각 조정 유형에 따른 효력의 차이를 없
애는 등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0) 그러나, 민사조정법
과 각각의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형 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
은 각 조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목적, 각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해관계 등
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지난한 작업보다는 상사분
쟁을 적용범위로 하는 조정 입법과, 싱가포르협약의 수용을 통한 국제조정의 승인 및 집
행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민사조정의 조정안(조정조서) 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34조제4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대법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은 이 효력을 기판력으로 해석하고, 그 취소
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26)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제4항,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2 등에서 행정형 조정에 의한 조정내용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7) 건축법(제88조)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에서는 조정내용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8) 박준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
년 12월(제97호), 1면.
29) 환경분쟁조정법(제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8), 대규모유
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서는 법제정 시 조정내용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
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30) 함영주 외 4인,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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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현황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조정을 위한 입법을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EU조정지침의 국내
수용을 위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조정에 관해서만 규율
하고 있다.31) 따라서, 싱가포르협약을 반영하여 국제상사조정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
은 현재로서는 최근에 입법이 이루어진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Bill(2020)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조정법(MEDIATION ACT 2017)’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동법은 싱
가포르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제정되다 보니 국제조정보다는 국내조정에 초점을 맞추
고 있었다.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조정에 관한 UN협약의 서명식이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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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 최초로 싱
가포르협약을 반영한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법(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Bill, 이하 ‘조정협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싱가포르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효율적인 이행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제3조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싱가포르협약 제2조의 적
용범위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협약 제1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적용
을 배제한 소비자분쟁, 노동 및 가사분쟁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싱가포
르협약 제8조에 따라 싱가포르가 유보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적
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32) 또한, 싱가포르협약 제8조에서는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화해합의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유보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 역시 당사자가 된다고 조정협약법
제3조제4항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화해합의의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31) 미국은 1998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28 U.S.C. §651~658)을 제정하였고, 2001년 UNCITRAL의 모델
조정법을 수용하여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2012년 7월 ‘EU조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으로 ‘조정과 재판 외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장려하는 법(Act to Promote Mediation and Other Methods of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을 채택하였다. 일본 역시 국내조정에 관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爭解決手
續の利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2) 2020년 4월 말 현재 서명한 52개의 국가 중 벨라루스공화국만이 유일하게 유보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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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들을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order)’을 구하도록 하
고 있고, 제6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한 요건들은 싱가포르협약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33) 아울러, 제7조에서는 집행신청 거부사유(Grounds for
refusing application)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싱가포르협약 제5조를 제1항을 내용
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9조에서는 싱가포르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합신청
및 청구(Parallel application or claims)’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및 제11
조에서는 ‘Rules of Court’와 ‘Regulation’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제12조에서
는 ‘2017년 조정법의 수정(Related amendment to Mediation Act 2017)’ 조항을 둠으
로서 싱가포르협약의 수용과 관련하여 ‘2017년 조정법’의 별도 개정 없이 후법인 ‘조정협
약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입법 방향
가. 법률체계
싱가포르협약 채택을 위한 작업 진행 시 협약 체결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먼저 협약 방
식으로 진행하고, 반면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은 먼저 모델조정법을 통한
국내 법제 개선을 모색한 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논
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단 상당수의 국가들은 새로운 협약이 채택되더라도 먼저
모델조정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 입법조치를 진행하고,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협약 가
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다.34)
현재 싱가포르협약을 반영하여 입법을 완료한 유일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우선
2017년 조정법에서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아우르는 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
리고, 2020년 ‘조정협약법’을 제정함으로써 싱가포르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안을 만들었다. 이 중 2017년 조정법과 추후 입법된 2020년 조정협약법이 충돌하는 부
33) UN협약 제4조제1항에서는 “본 협약에 따라 화해합의를 원용하는 일방 당사자는 구제가 추구되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다
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b)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증거: (i)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ii)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iii)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 또는 (iv) (i), (ii),
또는 (iii)이 없는 경우,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증거”고 규정하고 있다.
34)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2018(제25권 4호), 1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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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후법인 2020년 법에 이전 법의 수정을 규정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먼저 조정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싱가포르협약의 적용을 위한 추가
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조정 관련 입법은 아니지만,
조정과 같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대표되는 중재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
분의 국가에서 1958년 뉴욕협약과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동시에 수용하여
단일법인 ‘중재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에 관한 입법 시 우리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조정에 관
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싱가포르협약에 의한 국제조정 화해합의안을 집행을 위해 별도로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기존 중재법에서와 같이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모두 아우르
는 단일 입법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재에 관해서도 국내중재와

고 있다.35) 싱가포르 방식에 따르게 될 경우, 싱가포르협약 수용을 위한 입법 전에 조정
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이 많다. 따라서,
아직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가 거의 없어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행 우리 중재법에서와
같이 모델조정법과 싱가포르협약을 동시에 수용한 단일법 체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내용 역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적용범위 및 명칭
우리는 2019년 8월 서명식에서 서명만 하고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오는 9월 싱
가포르협약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모델조정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
존 민사조정이나 행정형 조정과는 상이한 절차와 효력을 다루게 될 최초의 민간조정에
관한 법으로서, 법이 포함하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
히 많다. 우선 법의 명칭과 관련해서, 싱가포르협약과 UNCITRAL 모델조정법에서는
‘국제상사분쟁’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이중 ‘국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우리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를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36) 또한,
35) 싱가포르는 2001년 국내중재에 적용되는 중재법(Arbitration Act)을 제정하고 이후 국제중재를 위해 2012년 국제중재법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중재 역시 이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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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법률의 체제에서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기존 중재
법의 모델을 감안할 때, 국내조정까지 아우르기 위해서는 ‘국제’를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 역시 국내조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과적으로 ‘국제’는 명칭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사’ 관련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기존 민사조정법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형 조정 역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조정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정에 관한 일종의 기본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민사조정법과의 충돌 및 중복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민사
조정과는 차별화하여 ‘상사’ 분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면 민사조정, 행정형 조
정, 상사조정 등 우리 사회 분쟁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상인 및 기업
들의 분쟁은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이 효율적이고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민사조정에서는 사실상 상사분쟁을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킴으로써,37) 영세 중소상인
들은 상거래로 인한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소송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조정 관련법에서 적용범위가 배제된 ‘상사’분야
에 조정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중소상인 및 기업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정 관련법은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모두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명칭에서 ‘국제’를 배제하고 ‘상사’에 한정하는 ‘상사조정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38)

다. 입법방향
(1) 당사자 중심의 절차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은 그 시작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
주성이 전제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조정에서 각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조정의 결과를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
36) 현행법상 ‘국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등 다수
있다.
37)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
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민사’에 한정하고
있다.
38) 본 논문에서는 이하 ‘상사조정법’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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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나서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분쟁으로 인해 단절
되었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
신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칭 ‘상사조정법’
은 조정의 개시에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지만,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2) 법원 관여 최소화

조정에 법원의 관여를 강화하는 것은 자율적 분쟁해결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조정
은 독자적 절차로서 법원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형태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 연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39)

중재법의 경우, 법원의 관여가 꼭 필요한 중재판정의

항 및 제4항),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제14조제3항), 중재인의 권한
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제15조제2항),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제
28조) 등 많은 부분에서 법원이 관여한다.40)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당사자들의 자율
적인 의사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제3자의 판단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고, 또한 단심에 의
한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이 매
우 크다. 따라서, 중재절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법원이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결과물인 화해합의가 당사자들의 자율에 의해
합치된 것이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는 언제든지 종료되고 법원소송
및 중재절차로 이전될 수 있다. 당사자의 자율을 존중하는 조정에서는 법원의 관여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최소한의 절차규정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게 존중 내지 보호되어야 하나 적법절차의 원
칙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 즉, 조정절

39) 김상영, “ADR의 이념론”, ｢재산법연구｣, 2011(제27권 3호), 343면.
40) 아울러, 중재법 제6조(법원의 관여)에서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함으
로써, 법원의 관여에 관해 제7조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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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각 조정기관들의 조정규칙 등에
의해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합의 내지 조정규칙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
적인 내용의 절차규정을 법에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41) 다만,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
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것이며, 그 결과 조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4) 조정을 장려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조정은 국제상사분쟁에 효과적인 해결방식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국가 간 협력이 지속적
으로 모색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 UNCITRAL 모델조정법 역시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
고, 조정의 이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
라서 우리 상사조정법의 제정 역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요건과 집행거부 사유 등은 협약
과 모델조정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의 조정 관련 입법과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함으
로써 외국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IV. ‘상사조정법’의 주요 내용42)
1. 총칙
가. 목적조항
모델조정법에서는 목적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국내법의 체제를 고려하면
목적조항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중재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법 제1조에
41) 중재의 경우,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등에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재법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ad hoc
중재 등을 위해 중재인선정, 중재인기피, 중재심리, 증거조사 등 중재절차 전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42)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재법 제ㆍ개정 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폭 수용하고 뉴욕협약을 반영하였듯이, 상사조정법 역시
UNCITRAL 모델조정법의 체제와 내용들을 기본 토대로 하여 UN협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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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재법과 같이 그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법상의
분쟁”으로 할지, 다소 축소하여 “상사관계에 의한 분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하다. 사견으로는 민ㆍ상사 분쟁의 경계가 모호하고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개념의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목적조항에서는 중재법과 같이 “조정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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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제2조에서 정의조항을 두면서 ‘영업소’, ‘서면성’, ‘조정’43) 등에 관
해 정의하고 있다. 모델조정법에서는 정의조항과 적용범위를 같이 두고 있으며, 역시
‘영업소’와 ‘국제성’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모델조정법과 싱가포르협약의 대폭 수용
이라는 우리 상사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화해합의’에44) 관한 정의조항
등 다수의 용어에 관해 협약과 모델조정법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협약에는 없지만, 국내 이용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조정인,
‘조정을 위한 합의’ 등에 대해서도 정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적용범위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사항으로는 ‘국제성’이다. 싱가포르협약
및 모델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화해합의는 ‘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정 관
련 입법 시, 적용범위를 ‘국제적’ 합의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욕협약 제1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
43)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조정’에 대해 “사용된 표현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절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44) 싱가포르협약 제1조에서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의하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종결한 합의”라고 하면서 ‘화해합
의’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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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45) ‘국제적(international)’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의(foreign)’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foreign’은 ‘international’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즉, 뉴욕협약의 외국중재판정
(foreign awards)은 다른 국가의 국내 중재판정이라도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 적용이 된다.46) 싱가포르협약에서와 같이 화해합의의 ‘국제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47) 따라서, 국내조정을 아울러야 하는 우리 입법에서는 협약과 모델조
정법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국제성’을 배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사성’이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가 ‘상사’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UNCITRAL 모델조정
법 및 본 협약의 목적 자체가 국제 상거래의 활성화이기에 적용범위를 상사분쟁으로 제
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상사’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협약 및 모
델조정법48)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일적이지 못한 각 국가들의 입법
상 적용범위에 따라 화해합의의 집행 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49)
셋째, 소비자분쟁 및 가사분쟁 등의 포함여부이다. 싱가포르협약에서는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제1조제2항에서 소비자분쟁, 가사ㆍ노동분쟁 등과 관련된
화해합의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근 아마존, 구글 등 국경
을 넘는 소비자 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소비자 분쟁은 조정을 위한 조정합의의 유효성
문제, 분쟁당사자들의 불평등한 협상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국가들이 협약의 적용
45) 뉴욕협약 제1조에서는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라고 그 적용범
위를 정하고 있다.
46) 뉴욕협약에서의 foreign awards는 i) when the award is mad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or ii) when it is not
considered a domestic award in the State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등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47) 싱가포르협약에서는 국제성과 관련해서 ‘영업소(place of business)’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협약에서는 국제성과 관련하여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48) UNCITRAL 모델조정법 제1.1조 각주에서 “The term “commercial” should be given a wide interpretation so as to cover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truction of works;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exploitation agreement or concession;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라고 ‘상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9)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서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사’의 정의를 각 국
가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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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쟁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0) 향
후 소비자분쟁 역시 적용범위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가사분쟁과 노동분쟁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것으
로 추정된다.

라. 의사통지 수단
중재법 제4조에서는 ‘서면의 통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합
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의사통지의 형식과 요건에 관해 명확하게 하고 있다. 중재에서는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의사통지의 요건에 관한 조항이 필수적이지는 않
다고 할 수 있다. 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이고, 의사에 관한 특정
형식과 요건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일방이 이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만, 조정요청을 통지하고, 기한 내에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판단하는
등51) 효율성 있는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의사통지의 형식과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정인 선정
가. 조정인 수와 선정
국내 행정형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인을 3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52) 일반적
으로 조정에서 조정인의 숫자는 1인으로 하고 있다. 모델조정법 제6조제1항에서도 당사
50) Timothy Schnabel,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 Framework for the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ediated Settlements, 19 Pepp. Disp. Resol. L.J. 1 (2019), p.18-19.
51) 모델조정법 제5조제2항에서는 “다른 당사자에게 조정을 요청한 일방 당사자가 동 요청이 발송된 날의 30일 이내, 또는 동 요청에
서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동 요청의 수락을 받지 못한 경우, 동 당사자는 이를 조정 요청의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0일 이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정요청의 수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요청”에 대한 특정 형식 및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2) 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
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
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정인의 숫자를 각각 달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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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2인 이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1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와는 달리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당사자들의 합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다
수의 분쟁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는 조정 자체에 역량이 뛰어난 소수의 조정인이 효율적
일 수 있다. 또한, 조정인의 숫자가 증가하면 조정인 수당 등 그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
역시 당사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사조정법에서는 모델조정법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조정인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조정인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모델조정법 제6조제2항에서는 “조정인 지정을 위한 다른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
자들이 조정인 선정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
관에서 조정을 진행할 경우 조정기관의 조정규칙에 따르게 되며, 조정규칙에서는 조정
인 선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53) 따라서, 조정기관의 조정규칙에 의해 조
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조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노력에 제3의 기관 또는 개
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인을 추천받거나, 그 기관이나 개인이 조정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조정인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기피절차
조정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조정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필요하다. 모델조정법 제6조제5항에서는 조정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조정기관에 자신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기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조정 심리 중 조정인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과 상황을 인
지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인이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모델조정법에

53)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 조정규칙 제4조에서 조정인 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의 조정인 선정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명하여 조정센터의 확인을 받는 방법이다. 이때의 조정인은 조정센터의 조정인 명부에 등재유무를 불문한
다. 조정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조정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2차적으로 조정센터가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
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조정센터는 조정인 후보자의 국적, 언어, 특기, 자격요건, 전문분야, 경험 및 가용성 등과
같은 특징을 고려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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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문제
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54) 심지어 투자중재를 규율하고
있는 ICSID협약에서는 중재인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부정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판정
이 취소될 수 있다.55) 조정에서도 ‘조정인 기피’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은 중재와는 달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인의 독립성ㆍ공
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조정절차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인 기피’에 관한 규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반면, ‘조정인 기피’ 절
차를 둠으로써, 당사자들이 조정인 문제로 조정절차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
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SIMC 조정규칙에서는 이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센터

돌 시 조정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7)
아울러, 국제조정을 규율하고 있는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인의 국적에 관해서도 언급
하고 있다. 즉, 국적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분쟁 당사자
들과 국적과 달리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조정에서 조정인의 중립성, 공정
성의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58)

다. 조정인의 자격과 변호사법 위반 문제
모델조정법은 조정인의 자격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정에서는 중
재와는 달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일방적 개입보다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양보
54) 중재법 제13조제2항.
55) ICSID협약 제52조제1항 다호.
56) SIMC 조정규칙 제4조제7항에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로 조정인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
당 당사자는 SIMC 및 모든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SIMC는 이와 같은 이의 제
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다른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SIMC 조정규칙 제4조제8항에서 “SIMC는 조정절차 도중에라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조정인 또는 어느 당사자가 지적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조정인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UNCITRAL 모델조정법 역시 제6조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정인으로서 행동할 개인들을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정인의 지정을 확보할 것 같은 고려사항을 참작하여야 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의 국적
이 아닌 국적의 조정인의 지정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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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56) 조정절차 중 언제라도 이해관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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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역량을 가진 조정인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조정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조정인이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하는 문
제가 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닌 자가 조정인으로 활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59) 즉,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60) 관련 대법원 판례를61) 비추
어 볼 때, 조정절차에서 조정인이 행하는 조정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변
호사의 조정인 선정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상사조정법에서 그
예외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62)

3. 조정절차
가. 조정을 위한 합의
분쟁당사자간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에서
중재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중재합의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취소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정합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재
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서면성이 요구되어지지도 않으며, 당사자들이 원하면 특별한 형
식적 요건 없이 의사만으로도 언제든지 조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정
합의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조정합의 중 어느 조정기관에서 어느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계약서상의 분쟁관할 조항, 조정합의서 등에 명시가 되
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조정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IMC는 조정규칙
제3조에서 조정합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항에서 그 합의에 관한 증거를 조정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정을 한다는 합의에 기하여 조정
이 신청된 것이 아닌 경우, 조정센터가 조정 제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즉시 연락을
59)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제
59권 3호), 227면.
60)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
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1)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6204 판결.
62) 일본 역시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2004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일본의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는 민간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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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당사자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합의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상사조정법 제정 시 조정합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조항으로 조정합
의에 관한 형식,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정의조항
에 ‘조정합의’에 관해 규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당사자 합의’ 우선 조항
모델조정법 제4조에서는 ‘합의의 변형’이라는 제목 하에 당사자들이 모델조정법 상의
어떤 조항도 배제하거나 변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조정절차 등에

정법에서 역시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다. 조정절차의 개시
모델조정법 제5조에서는 ‘조정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
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정절차는 동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합
의한 날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조정 요청의 수락을 위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조정절차의 개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조정 개시일’이다. 조정을 통
해 분쟁을 해결할 때 소멸시효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따라서 상사조정법에서는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기한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정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이 될 것이다.
즉, 조정법에서 ‘조정 개시일’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수락이 없으면 조정 거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
해 법제화 할 경우, 기한이 적정한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모델조정법에서 정한 내
용들은 일종의 권고적ㆍ예시적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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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의 수행
모델조정법 제7조에서 조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
선, 당사자들은 조정 진행 시 조정기관의 조정규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준수’가
아니라 ‘참조’라는 부분은 중재와는 다른 조정만의 특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조정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조정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절차진행’이라는 조정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63)
둘째, 만약 당사자 사이에 조정수행 방식에 관한 합의가 실패하면 조정인이 이러한 방식
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조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방식
에 관한 합의가 실패하면, 조정인은 분쟁의 상황, 당사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의도, 분쟁
의 신속한 해결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델조정법에서는 절차의 수행에 있어 조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고 하고 있다.64) 그리고, 이 조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조정수행의 기본 틀임을 또한 명시하고 있으며,65) 이는 상사조정법 내에서 몇 안
되는 강행법규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모델조정법 제8조에서는 조정인과 당사자들 사
이의 의사소통에 관해 규정하면서, 조정인은 당사자들을 함께 또는 각각 별도로 만나거
나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전항에서 부과한 조정인의 공정의무와 관련하
여 조정실무 상 이용되는 ‘별석조정’ 등 조정기법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즉, 조정인은 중재인과는 달리 당사자 중 각각의 일
방과 별도의 회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인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절차 중 조정인은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조정인이 생각하고 있는 분쟁해결 방안을 조정절차 중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한 해결에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조정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
는 여지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63) 모델조정법 제7조제1항.
64) 모델조정법 제7조제3항.
65) 모델조정법 제4조(합의의 변형)에서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은 본 장의 어떤 규정도 배제하거나 변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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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의 공개 및 비밀유지
모델조정법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9조에서 조정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경우에 조정인은
그 정보의 요지를 조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분쟁의 해
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도 공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비밀 유지의 특정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정보는 다른 모든 당
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이
한 점은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가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조정인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또는 화해합의의 이
행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바. 다른 절차에서의 증거능력
모델조정법 제11조에서는 조정절차의 관리에 관여한 자들을 포함하여 조정절차의 일
방 당사자, 조정인 및 제3자는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재, 소송 또는 유사한 절차에서
원용하거나, 증거로서 제시하거나, 또는 이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
다고 하고 있다. 만약, 조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진술했던 사항이 추후 조정
실패 시 소송이나 중재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서 원용이 된다면, 일방 당사
자는 조정절차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항을 둠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고,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증거로서 제시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i) 조정절차에 참여하라는 일방 당사자
의 요청 또는 일방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사실; ii) 분쟁의 가능한 해
결과 관련하여 조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표현한 의견 또는 제시한 제의; iii)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진술 또는 시인; iv) 조정인에 의한 제안; v) 일방 당사자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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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을 위한 조정인의 제안을 수락하고자 하였던 사실; vi) 조정절차의 목적으로만 준
비된 문서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 법원 또는 다른 소관 정부기관은 제1항에 언급된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정보가 본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증거로서 제공되는 경
우, 동 정보는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에
서 제시된 사항이 증거로서 제시될 경우 위법한 증거에 해당이 되어 증거로서 능력이 없
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조정절차의 종료
모델조정법 제12조에서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i) 당사자들이 화해합의 경우, 동 합의일에; ii) 당사자들
과의 협의 후, 조정에 대한 추가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조정인이 선언하는 경우,
동 선언일에; iii) 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는 경
우, 동 선언일에; iv)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일방 당사자의 취지를 타방 당사자 또는 조
정인이 선언하는 경우, 동 선언일에 각각 종료된다.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의
가능성에 대해 모두 열거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조정법 제정 시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중재 및 소송과의 관계
가. 중재인으로서 행동하는 조정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실패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계약서상의 분쟁관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국제
분쟁의 경우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조정 이후의 분
쟁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재신청 시 우선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하는 중재규칙도 있는 등 최근 소위 ‘조정-중재(Med-Arb)’ 또는 ‘중재-조정-중재
(Med-Arb-Med)’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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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조정인이 중재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조정절차에서 형성된 조정인의 선입견이
해당 증거보다 우선하여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
히, 모델조정법 제11조에서는 조정절차 중의 사항들이 중재나 소송에서 증거로서 이용
되면 안 된다고 하였는바, 조정인이 직접 중재인이 된다는 것은 당사자들로서는 매우 부
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조정법 제13조에서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조정절차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분쟁에 관하여, 또는 동일한 계약이나
법적 관계 또는 관련된 모든 계약이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분쟁에 관하여 조정인
은 중재인으로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

나.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의 영향

건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현존의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
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동 약속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까지 동
약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재신청이나 소송제기가 이루어진 상
황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한 해결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나 법원이 해당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송과 중재의 관계에서처럼 유효한 분쟁관
할에 따라 어느 한 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절차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66) 조정의
경우 소송 및 중재 진행 중에도 언제라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화해합의의 효력 및 집행
가. 화해합의의 형식 및 요건
모델조정법 제16조제6항에서는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형식에 관해 ‘서면성’에 관해
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다. 즉, 화해합의의 내용이 어느 형식으로든 서면으로 기록되면
66) 중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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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서면의 요건은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가 추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다면 동 요건은 전자통신에 의하여도 충족된다고 하고 있다.67) 다만, 싱가
포르협약 제4조제1항과 모델조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68) ‘화해합의를 원용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화해합의의 요건에 관해 추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화
해합의에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로
서 조정인인 서명, 조정기관의 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판정에서와 같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 중재판정 작성 날짜, 중재지 등의69)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화해합의 작성날짜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
합의의 형식 및 요건은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며, 국내 입법 시 최소한 모델조정
법 및 싱가포르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화해합의의 효력
모델조정법 제15조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종결하는 경우, 동 화
해합의는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
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력의 부여는 싱가포르협약과 모델조정법의 궁극적인
취지이며, 임의적 이행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집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을 통한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모델조정법 제15조
의 조항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소 그 표현이 모호하
다. 중재법의 경우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사조정법 제정 시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에도 집행력에 관
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7) 싱가포르협약 제4조제2항 및 모델조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전자통신’에 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8) 싱가포르협약 제4조제1항과 모델조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본 협약에 따라 화해합의를 원용하는 일방 당사자는 구제가 추구되
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a)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b)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증거: (i)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ii)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iii) 조정을 관리
한 기관의 증명; 또는 (iv) (i), (ii), 또는 (iii)이 없는 경우,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69) 중재법 제32조에서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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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해합의의 승인 및 집행
싱가포르협약 및 모델조정법에서 ‘승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정
을 통한 당사자 간 합의의 제3국 집행 시 별도의 ‘승인(recognition)’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이에 관한 각국의 법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70) 그러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 승인은 법원이 화해합의에 대해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해합의는 법원으로부터 승
인받음으로써 기판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71) 중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법원에서 별
도 ‘결정’에 의해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72) 조정 역시 이러한 승인절

승인과 더불어 집행에 대한 규정 역시 중요하다. 집행은 화해합의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즉, 집행지국에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강제집행
등 집행지국법상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73)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해서는 어떠
한 절차에 의해 이를 집행할지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의 경
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74)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조정과 국내조정의 집행절차에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중재
의 경우, 현행 중재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75)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 역시 중재법에 준해서 국내조정과 국
제조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조정의 경우 구속력을
보장함에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조정에 의한 화해합의
에도 구속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다.

70) 이재민, 위의 논문, 1271면.
71) 목영준ㆍ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298면.
72) 중재법 제37조제1항에서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3) 목영준ㆍ최승재, 전게서. 299면.
74) 중재법 제37조제2항에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75) 중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
약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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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해합의의 집행거부
모델조정법 제19조에서는 동일하게 화해합의의 집행거부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다. 즉, 집행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법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해합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델조정법 제19조의 화해합의 집행거부 사유를 살
펴보면, 우선 체제 상 뉴욕협약 내지 중재법과 유사하다. 즉, 제1항에서는 집행대상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의 소관
당국(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항의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유는 i) 화해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ii) 준거법 등에 따라
화해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불능인 경우, 구속력이 없거나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추후
수정된 경우, iii) 화해합의 의무가 이행된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iv) 집행이 화해합
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 v) 조정에 적용한 기준을 조정인이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vi)
조정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제2항의 직권에 의한 거부사유
는 i) 화해합의의 집행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76) ii) 조정의 대상이 집행지 국가의
법에 의해 조정이 불가능 한 경우 등이다. 상사조정법 제정 시 싱가포르협약 및 모델조
정법 상의 집행거부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우리의 조정체제 현황에 맞게 일
정 부분 변경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6.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가. ‘조정지(Place of Mediation)’ 개념
중재에 있어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중재절차에 적
용될 준거법을 결정하고,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를 위한 관할법원을 결정하며, 중재지
가 뉴욕협약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동 협약이 적용된다. 조정에서 역시 싱가포르협약
에 ‘조정지(place of mediation)’ 개념의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UNCITRAL 자료
에 따르면, 원래 2002년 모델조정법 초안에서 조정장소는 모델법의 적용을 촉발하는 주
76)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일부에서는 ‘공서양속’으로 번역하기도 하며, 중재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나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거부 사유 중 “공공정책에 반하
는 경우”는 다소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 내지 공서양속에 대한 각 국가들의 기준과 적용은 종교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에 있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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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한다.77) 그러나 UNCITRAL 작업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현
행 조정 관행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조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무상 조정심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
문에 심리장소에 대한 다소 인위적인 개념을 모델조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을 위한
싱가포르협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조정지’의 개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78)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국가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약의 체약국에서는 화해합의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협약과 모델조정법을 통해 볼 때 ‘조정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침
묵하고 있으나, 국내 입법 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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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나. 언어
중재에서는 절차에 사용되어질 언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작
성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중재언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80) 중재절차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가에 따라
당사자는 서증 등의 번역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고, 중재절차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절차에
사용되어질 언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모델조정법 제
18조제3항에서 화해합의의 집행 시 협약 집행지 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을 요청할 수 있
음만을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조정은 중재와는 달리 절차의 엄격함을 크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 조정인 등이 조정에 사용될 언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통해 정할 것으로 보인다.

77)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with Guide to Enactment and Use 2002, 2004.,
p.20.
78) 오현석ㆍ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한국무역학회｣, 2020(제45권 1호), 43면.
79) ‘조정지’와 더불어 준거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은 중재와는 달리 제3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
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에 엄격한 법적요소인 준거법의 적용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사조정법에서는 조정의 본질
상 준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80) 중재법 제23조제1항 내지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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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리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의 대리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변호사가 아
닌 자가 일정 보수를 받고 조정인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앞서 살펴보았다. 국내조정에서 대리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조정의 대리이다. 현재 외
국법자문사법에서는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81) 따라서, 국제중재와의 균형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국제조정의 경우에도 외국변호
사가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사조정법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추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변호사의 국제
조정 대리를 허용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조정비용의 부담
중재법 제34조의2에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
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 역시 조정기관의 수수료, 조정인수당 등 일정한 비용이 소
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조정은 중재와
는 분쟁해결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부담문제 역시 조정인의 재량
에 의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중재와 달리 이를 법
제화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조정기관의 지정
중재법 제40조에서 정부는 중재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
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에82)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1)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에서 외국법자문사의 국제중재 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제24조의 2에서는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
사 역시 국제중재를 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82) 중재법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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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사조정법에서 조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조정의 경우 이미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는 전문 조정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제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정부 주도에 의해 국제조정을 위한
조정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를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중재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발효된 점에 착안하여, 국회에는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 조정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
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
다.83) 그러나, 조정에 관한 기본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정을 산업
으로 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현실적으로 중재법의 부칙에 의해 상사중재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상사조정법에 상사조정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해 재정
적 보조를 하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조정규칙의 승인
중재법 제41조에서는 본 법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을 법원이 승인 및 집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
음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은 경우 중재와는 달리 엄격
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에 기반하여
화해합의가 만들어지기에 조정규칙에 따른 절차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
서, 조정규칙의 승인문제는 상사조정법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

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년 3월,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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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교역이 많은 우리나라 역시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편
익을 제고하고, 국제중재에 이어 또 하나의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조
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동 협약의 수
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싱가포르협약을 반영하여 국제상사조정에 관
해 규율하고 있는 법은 현재로서는 최근에 입법을 완료한 싱가포르가 유일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 조정에 관한 입법 시 싱가포르와 같이 조정
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싱가포르협약에 의한 국제조정 화해합의안을 집행을 위해
별도로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기존 중재법에서와 같이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모두
아우르는 단일 입법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중재법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모델조정법과 싱가포르협약을 동시에 수용한 단일법 체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법 제정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법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협약과
모델조정법은 ‘국제상사분쟁’을 그 적용범위로 하면서 명칭 역시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조정에 관한 국내입법이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국내조정 역시 새롭게 제정
되는 조정법에 포섭해야 하고, 법원의 민사조정 등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사조정
법’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조정
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의 본질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
체적으로 상사조정법은 조정의 개시에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지만,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여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
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
하여야 것이며,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요건과 집행거부 사유 등은 협약과 모델조
정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의 조정 관련 입법과 유기적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재법 제ㆍ개정 시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폭 수용하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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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협약을 반영하였듯이, 상사조정법 역시 UNCITRAL 모델조정법의 체제와 내용들을
기본 토대로 하여 싱가포르협약을 반영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대해
국제적인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며, 이로 인해 조정에 관한 각 국의 기존 입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내용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어 실제 입법 시 여러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상사조정법의 입법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째 적용범위
이다. 조정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가진 본 법안에서는 국내분쟁 역시 그 범위로 포섭해
야 하고, 기존 법원의 민사조정과 각 행정형 조정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입법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조정인의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조정인이 수당으로 일정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기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
려가 있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셋째, 화해합의의 효력이다. 모델조정법 제15조에서
는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소 그 표현이 모호하다. 상사조정법 제정 시 화해합
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 시 어떤 방법에 의해 구체화할지에 대해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넷째, 모델조정법 제19조에서는 화해합의의 집행거부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항에서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거부사유인 “화해합의의 집행이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는 그 적용 시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국가 법원에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화해합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기준이 모호한 공공
정책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은 공공정책(또는 공서
양속)이 기업들이 예측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를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
릴 수 있다. 이외에도 ‘조정지(place of mediation)’ 개념의 부재, 조정언어의 선정, 조
정비용 부담, 외국변호사의 조정 대리 등 모델조정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조정실
무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이 아직은 싱가포르와 미국 등 몇몇
국가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고, 다수의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의 성공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많은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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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EU 국가들은 단 한 곳도 서명조차 하지 않아, 이러한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최근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 해결에 있어 국제조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고,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국제조정을 위한 전문 조정센터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 관련 국제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에 대
한 입장조차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듯 하며, 이후 협약의 적용을 위한 입법은 아직
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비단 국제조정에 대한 집행력 부분은
차치하고, 당장 우리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
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상사조정에 관한 입법이 전
무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있는 방향으로 입법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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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Commercial Mediation Law
Hyun-Suk Oh
Adjunct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As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creases,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tween companies are also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interest i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o resolve such disputes is also growing. Traditionally,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guarantees neutrality and guarantees international enforcement under
New York Convention, has been used mainly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ut preference for international mediation has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high costs and delays of procedures in arbitration. Mediation can be said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of resolv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hat need to
maintain business relations because, by the support of a third party (Mediator). The
parties will become the main subjects of dispute resolution and pursue mutually
favorable resolution, and in the process, they will have sufficient opportunity for
dialogue to resolve the issue. As a result, the demand of compan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UNCITRAL, which seeks to revitalize international commerce, adopted
the Singapore Convention, which guarantees the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 through mediation, and revised the Model Law on Mediation, which reflects
the Singapore Convention.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model mediation law in place, many countries are
now considering domestic legislation for the domestic acceptance of the convention. As
there are few legislative cases yet, the model mediation law can be referred to for
mediaiton-related legislation, and discussions on important issues such as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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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isting domestic mediation, requirements for the execu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and reason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need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particular, conflicts of interest among various sectors on practical issues,
such as violations of the Law on Lawyers when selecting non-lawyer mediators and
representative issues of foreign lawyers in Korea, should also be sought for harmony.
After the adop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Model Law on Arbitration,
arbitration was activated by the respective countries through the entry of the
Convention and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 activation of medi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the Model Law on Mediation are in place. In order not to
legislation of the Commercial Mediation Law.

Key words: Singapore Convention, UNCITRAL Model Mediation Act, Medi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Domestic Acceptance, Internation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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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 behind such an international trend, it is time for the korea to actively 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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