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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 개인이나 조직 간 갈등 또는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① 당사자 간 화해(和解), ② 법원에 의한 재판(裁判), ③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있음4)

<그림 Ⅱ-1> 갈등해결방법의 스펙트럼

자료: Moore(2003); 임동진(2013) 재인용

○ 이 중 ADR은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인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을 뜻함

∙ 대체적 분쟁해결 또는 소송절차와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재판 외적 

분쟁해결’이라고도 부름

∙ ADR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 비해 비형식적(informal)이며, 일방적인 결정 통보가 

아닌 당사자들 간 직·간접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을 취함5)

∙ ADR에 속하는 분쟁해결방법은 다양하지만, 의견제시나 분쟁당사자 간 분쟁정보 

소통을 위해 제3자가 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짐

∙ 또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적 절차 진행, 최소한의 형식절차, 흑백 가

4) 유승훈(2001)

5) 이희정(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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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식의 분쟁해결로 인한 당사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음6)

2. 유형

○ ADR은 운영주체에 따라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7) 또는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8)으

로 구분함 

∙ 사법형 ADR은 법원이 직접 분쟁해결을 수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분쟁절차가 개시

되는 ADR을 말함

∙ 행정형 ADR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해 행정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설치된 분쟁해

결기관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함9)

-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이에 해당함 

- 영국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나 호주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는 민간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형 ADR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10)

∙ 민간형 ADR은 사법형 ADR과 행정형 ADR 이외의 모든 ADR로서, 민간기관, 단

체, 개인 등이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임

- 독일의 보험 옴부즈만 협회, 일본 금융 ADR, 프랑스 LMA 등이 이에 해당함 

○ ADR은 활용방식에 따라 기본적 분쟁해결과 절충적 분쟁해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11)

∙ 기본적 분쟁해결(Primary Dispute Resolution)방법은 분쟁당사자들의 절차와 결

과에 대한 통제가능 여부에 따라 협상, 조정, 중재로 구분됨

- 협상(Negotiation)은 분쟁당사자들이 절차와 결과를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며, 

6) 임동진(2012); 조홍식(2006)

7) 황승태·계인국(2016)

8) 정부가 ADR에 관여하는 형태인 법원연계형 ADR과 행정형 ADR은 국가주도형 ADR로, 나머지 형태는 민간주도

형 ADR로 구분함(최석범 2010)

9) 김상찬(2012)

10) 영국의 영업행위감독당국(FCA)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이 민간기구이나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함

11) 김경배(2005); 안순철·최장섭(2003); Stephen B. Goldberg, Frankj E. A. Sander, Nancy H. Rogers(1992) 

재인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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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의 경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중재(Arbitration)는 절차와 결과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형태임

∙ 절충적 분쟁해결(Hybrid Dispute Resolution)은 기본적 분쟁해결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간이심리, 조정･중재, 옴부즈만, 법원 ADR, 사적판결 등이 이에 해당함

- 간이심리 또는 약식심판(Mini Trial)은 증거제시 및 변론절차가 협상과 결합된 

형태이며, 조정･중재, 옴부즈만(Ombudsman), 법원 ADR은 조정과 중재가 결

합된 형태이며, 사적판결(Private Judging)은 중재와 소송이 결합된 형태임

○ 제3자의 개입수준 및 소요시간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분류할 수도 있음12)

∙ ADR은 분쟁해결방식의 양 극단인 판결(Adjudication)과 협상(Negotiation)의 중

간에 위치함

∙ 제3자의 개입정도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조정은 협상에 가까우며 중재는 

판결에 가까운 해결 방법임

활용방식에 따른 ADR 구분 분쟁해결방식의 스펙트럼

기본적(Primary) 절충적(Hybrid)

협상

조정

중재

간이심리

조정·중재

옴부즈만

법원 ADR

사적판결

자료: 김경배(2005) 자료: 김경배(2005); 임동진(2013) 

<그림 Ⅱ-2> 분쟁해결방식의 분류

12) 김경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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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어원>

○ 옴부즈만의 어원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umbuds man에서 유래하는데, 대표, 대변

자, 대리인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13)

∙ 첫 번째 용례는 1552년 스웨덴어에서 발견되며, 아이슬란드어의 umboosmaour, 

노르웨이어의 ombudsman, 덴마크어의 ombudsmand와 같은 다른 스칸디나

비아어에서 사용됨 

∙ 옴부즈만의 현대적 의미는 1809년 설립된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an)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

호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남

∙ 이후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채택되어 오늘날에는 복수형인 옴부즈맨

(Ombudsmen)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금융서비스옴부즈만 네트워크(INFO Network)는 옴부즈만을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제

공되는 독립적이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비공식적인 재판 

외적 분쟁해결절차라고 정의함 

∙ 옴부즈만은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알선(Conciliation), 조사

(Investigation)를 통해 소비자불만을 해결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나 결정을 발표함 

○ 옴부즈만은 제도나 조직을 의미하거나, 해당 조직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함 

3. EU의 ADR 원칙

○ 유럽통합 후 EU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자불만 해결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음14) 

○ 이러한 고민 끝에 EU에서는 간소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ADR이 활성화되었으

며, 관련 권고와 지침을 발표하였음15) 

13) http://www.networkfso.org/about-ombudsmen.html#theombudsmanmodel

14) Hodeges et al.(2012)

15) EU의 모든 조치는 EU 회원국들이 자발적, 민주적으로 승인한 조약들에 기초하는데, 조약들이 EU 법의 시작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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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3년에는 EU 소비자 ADR지침16)이 발표되었고, 2015년까지 EU 회원국 국내

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됨

∙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1998년과 2001년에 두 건의 

소비자 ADR 관련 권고17)를 채택한 바 있음 

∙ 아울러 소비자가 EU 내 국경 간 거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R 처리 네트워크인 ECC-NET18)과 FIN-NET19)을 설치함

○ EC는 2001년 소비자분쟁해결기관 관련 권고를 통해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 공정성을 

ADR에 관한 네 가지 원칙으로 제시함20) 

① 공평성(Impartiality): 임기보장, 이해상충의 부재, 절차 전 공정성과 권한에 대

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제공 

② 투명성(Transparency): 절차의 투명성, 옴부즈만 접근 관련 정보 제공, 옴부즈

만의 범위, 제한, 선결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정확한 결과 통보, 옴부즈만 

성과 공개 등

③ 유효성(Effectiveness): 절차의 유효성 보장, 접근 용이성,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필요한 경우 분쟁금액에 비례하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 청구, 대리인 활용 관련 

사항, 신속한 처리 및 분쟁처리 과정 검토 등

며 1차 법(Primary Law)이라고 부름. 조약들의 원칙과 목적에서 온 법체계를 2차 법(Secondary Law)라고 부

르는데, 동 법체계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견해

(Opinion) 등을 포함함.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특정한 결과를 이루도록 요구하지만, 결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서는 회원국 자율에 맡김

1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L0011

17) Commission Recommendation 98/257/EC on the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Bodies Responsible 

for the Out-of-court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8H0257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1/310/EC on the Principle for Out-of-court Bodies Involved in 

the Consensual Resolution of Consumer AD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1H0310

18) https://ec.europa.eu/internal_market/scoreboard/performance_by_governance_tool/european_consu

mer_centre_network/

19)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consumer-finance-and-p

ayments/retail-financial-services/financial-dispute-resolution-network-fin-net_en

20) EC 위원회의 1998년 권고(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1998/257/EC)는 ADR에 대한 일곱 

가지 원칙을 독립성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투명성 원칙(Principle of Transparency), 변론 원칙

(Adversarial Principle), 유효성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 합법성 원칙(Principle of Legality), 자유 

원칙(Principle of Liberty), 대의권 원칙(Principle of Representation)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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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정성(Fairness): 절차참여 거절 및 중지 권리와 타 ADR 절차 및 사법절차 접

근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자신의 주장·정보·증거 제출 기회 제공, 제안된 

해결책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 제공, 동의 전 고려할 시간 허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