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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14년 발표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은 OECD회원국가중 조사대상인 25개국중 5번

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1) 이러한 대부분의 분쟁은 법원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사건처리는 규모에 비해 과부화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분쟁사건의

경우 판사1인당 사건처리수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2), 분쟁사건 처리에 소요

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3) 그러나 법원의 재판 이외의 대체적 분

쟁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필

요 이상의 소모적인 다툼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표 1> 최근 5년간 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 현황

1) 갈등지수 순위가 열악한 국가들은 터키, 칠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었고, 반면 갈등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였다(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54면).

2) 2015년을 기준으로 소액사건을 제외한 1심사건은 262,730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은 702,273건으로 1심법원이 담당

하고 있는 민사사건은 총 304,319건이다. 그리고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41,556건과 고등법원 16,865건이다.

또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제1조에 따라 각급법원 판사로 구성된 3,214

명의 국가법원판사중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28호, 2017.2.23.] 제2

조 별표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 그리고 특수법원의 판사 971명을 제외한 지방법원 판사 2063명이 대

다수의 민사사건의 사실심을 담당하고 있다(2015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5.8.31.).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적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2016년6월)간 민사

본안·형사 공판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

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 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접수에서 처리까

지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한 경우 평균 소요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

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해왔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으로 민사사건 본안의 평균 소요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1심 항소율이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1심 항소율이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사사건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로이슈, 주광덕“민사사건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2016.09.19.;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0919161955156045801_12#06ng).

심급

구분

법원

유형

접수~처리 평균 소유 일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1심
지법

(지원 포함)
136.7 137.9 134.2 128.5 141.4 142.5

2심
고법 257.6 265.4 269.6 286.1 295.5 294.9

지법 179.3 196.3 204.8 215.8 218.8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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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법원 자료 재구성

출처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0919161955156045801_12#06ng)

특히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중재’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에 비추어

효과측면에서도 다르지 않으면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공무원인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사안을 ‘판결’로써 해결하는 방법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인(私人)인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

다. 이는 당사자의 양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과는 본질적으로 차

이가 있다. 그럼에도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의 본질

은 그것이 ‘사적재판’이다.4)

또한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3심제로 운영되는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한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특히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

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전문성있는 심리를 통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이를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분쟁해결 체계의 하나로 확립함으로써 법원에

만 의존하고 있는 분쟁해결체계를 다원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20-21면.

심급

구분

법원

유형

접수~처리 평균 소유 일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3심 대법원 107.8 127.1 137.8 156.7 155.9 140.5

합계(2심 고법) 502.1 530.4 541.6 571.3 592.8 577.9

합계(2심 지법) 423.8 461.3 476.8 501.0 516.1 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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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송대비 중재비용 비교

출처 :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대한상사중재원

한편, 국제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각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특정

국가 법원으로 부터의 재판보다는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이때 국제분

쟁의 중재당사자의 대다수는 이미 널리 알려진 중립적인 국가의 중재기관인 파리의 ICC

국제중재 재판소, 홍콩국제중제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국제중제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등의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조건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지나 중재심리지로 선정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가령, 우리

나라는 세계무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무역으로 둘러싸인 장소적 이점과 해

외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등을 기반으로 활발한 국제무역환경과 같이 국제중재 친화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도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정비하고 세계 다른 국제중재기관의 규칙에 비해 손색이 없을 뿐만 아

니라 법원도 중재 친화적으로 실무를 잘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재환경은

여타국가의 그것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5)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중재지나 중재심리지로 선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살펴보면, 오늘날 중재지로 선호되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단기간의 역사에도 불구

하고 국재중재지 내지 국재중재 심리장소로 급성장하여 오늘날의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는 국가의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주도로 중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

충,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재환경을 구축하

5) 이영석, “동아시아 중재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통권158-3호, 2017, 364면 참조.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39

고 그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6)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분쟁해결체계의 하나로 중재를 확립하고, 그와 더불어 직ㆍ간접적

인 고용증대와 중재의 심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국제협력 및 각종 정

보의 교류 등을 통해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7) 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

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

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자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8)하기에 이르

렀다.9)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재의 산업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17년 6월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중재진흥법 )10)의 주요내용을

소개와 더불어 법체계 및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법의 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발전적

인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중재산업진흥법의 목적 및 주요개념

1. 목적

중재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국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6) 국가의 지원으로 급격히 중재산업이 발전된 대표적인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는 지원을 위한 개별법

률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7) 중재산업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사건이 현재 70여건에서 15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게 되는 경우1년에

6,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중재관련하여 통역 및 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의 중재관련 직종에서 6,200여 개 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주철,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법무부, 2016, 33면).

8) 2015년 8월 1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무부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5년 10월 14일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입법에 노력

을 기울였으나, 2015년 11월 5일 중재산업진흥법률안이 정부발의로 18대 국회에 제출(의안 제1917603호) 해

당위원회에서 심사중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16년 8월 9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8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

하여, 2016년 12월 8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2016년 12

월 27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1호] 제정, 2017년 6월 28일 시행되게 되었다.

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서정부발의 17603호

1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71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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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방법으로 중재활성화와 중재산업진흥기반의

조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중간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상의 진흥법이 갖추고

있는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이 법의 존재 의의와 제정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장구조가 법문의 형식이나 내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

다. 가령,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문구는 중재산업

의 활성화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를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앞선 문구에서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라고 하는 문장과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러한 표현이 하여 국제중재의 당사자 및 이용자들로 하여금 중재기관의 독

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완 개정을 제안한다.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 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중재진흥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1

호에서는 ‘중재’, 제2호에서는 ‘중재산업’, 제3호에서는 ‘분쟁해결시설’, 제4조에서는 ‘중재

산업 진흥기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때 제1호의 ‘중재’는 중재법 제3조 제1호의 ‘중재’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의미

와 같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

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

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법이 동 개념을 다시금 규정하지 않고 중재법의 개념을 준용하는

것은 법 상호간의 체계적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야기하지 않는 적합한 규정방식으로

보인다. 제2호의 ‘중재산업’은 중재의 유치 및 심리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

과 관련된 각종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재진흥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제2호의 “...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분쟁해결시설의

운용이 중재산업의 주된 내용인 것처럼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 법

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복합중재센터’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재산업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전

달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이 지적하

는 바와 같이 ‘중재’와 ‘산업’이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산업은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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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제3호의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중재진흥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시행령에서 당해 ‘분쟁해결시설’은 기본적으로 ㉠

심리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를 갖추고, ㉡ 중재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

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중 하나를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진흥령 제2조)11).

이러한 ‘분쟁해결시설’의 경우는 반드시 시설의 이용을 중재절차의 진행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의 분쟁해결에도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이해

할 수 있다.12)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나 흐름에 비추어 보다 적합한 용어로의 검

토 및 수정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4호에서는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

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재진흥법

제2조 제4호). 이는 중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요소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이법의 운용에 있어 중점사업대상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문내용에 대한 다음은 같이 수정 및 보완개정을 제안한다. 제2호를 “중재산업이

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서비스의 제공 및 중재기반시설의 운용 등

의 각종 관련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3호를 “중재기반시설 이란 중재 및 기타 대체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및 기타 대체적분쟁 관련사무집행과 교육등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Ⅲ. 중재산업진흥기반 조성의 체계

1. 분야별 조성방안

(1) 제도기반

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이때 기본계획은 ①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② 분쟁해결시설의

11)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48호, 2017.6.27.] (이하 : 중재진흥령 )

12)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김ž장 법률 사무소, 법무부연구용역보고서, 2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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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④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중재진흥법 제3조 제1항).

또한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

적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3조 제2항). 이때 협

조를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기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다( 중재진흥법 제3조 3항).

통상적으로 ‘발전법’ 내지 ‘진흥법’은 중․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

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제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산업진흥법 역시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매5년마다 기본계

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협조요청의 근거규정역시 규

정하고 있다. 이때 포함되고 있는 주요계획내용에는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중재관련시설기반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재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중재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때 포함된 주요계획 내용은 여타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13)와 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6조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5)등과 같은 여타의

1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17.3.23.] [법률 제14087호, 2016.3.22., 일부개정]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

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1.8.4. 법률 제11037호]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시행 2017.9.15.] [법률 제14573호, 2017.3.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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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법제에서 그것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

가령 ‘기본계획’은 해당법률의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운용에 있어 기본골격이 될 만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

용은 시행계획의 수립부분에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기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본다면 분쟁해결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기본계획

의 규정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시설

에 관한 사항’은 중재진흥기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법의 주요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므

로 시행계획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하기는 지나치게 구체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중재산업진흥

기반 조성의 항목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는 제3조 제1항의 ‘분쟁해결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재산업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 으로

규정한다면 법리적인 균형과 법문간의 체계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중재산업 진흥기반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중재산업진흥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요한 기반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①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운영, ②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그리고 ③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

업, ㉡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 컴

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 정부·공

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

도 이용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4조; 중재진흥령 제4조).

이는 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3가지 주요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별적 규정은 이 법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

재의 유치 촉진)에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근거로서 제8조(재정

지원)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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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반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

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4조). 그리

고 이러한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며( 중재진흥법 제9조 제1항),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

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재

진흥법 제9조 제2항).

또한 이러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기

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그 밖

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협력, ㉤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5

조; 중재진흥령 제5조). 그리고 이러한 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8조).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요소의 하나로 시설기반의 조성을 들 수 있다. 특

히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용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인 중재당사자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편익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확보는 중재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토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시설기반의 조성에 관한

제반근거규정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운용에 필요한 업무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설기반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는 이를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중재기관의 운영에 있어 국

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3) 인력기반

법무부장관은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재진흥법 제6

조 제1항) 이 법에서 말하는 ‘중재전문인력’이란 중재인, 관련사무 종사자 등 중재사건처

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진흥법 제6조 제2항). 그리고 중재 전문 인

력 양성교육 사업을 수탁 받은 교육주관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재진

흥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

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8조).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재산업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45

중재전문인력으로는 ‘중재인’과 ‘중재관련사무 종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중재

인’의 경우 국제적·전문적 인력풀의 관리와 전문성 있는 인재의 발굴 및 신규 중재인의

양성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관련사무 종사자의 경우 국제거래 및 중재에 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이다. 따라서 우수한 중재관련

사무 종사자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양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인력양성은 중재

실무기관, 중재인협의체 및 중재전문학술연구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인 인재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협력기반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

재(이하 “국제중재”라 한다)16)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재진흥법 제7조 제1항). 이를 위해 ①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③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④ 그 밖에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 개최, ㉡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 국제중재 관

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7조 제2항;

중재진흥령 제7조)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9조 제1항 2호; 중재

진흥령 제8조 제1항)

중재산업의 활성화와 국재중재유치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제적협력 및 국제교류는 필수

적이며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중재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진흥 등은 필연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기관·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기관·법인 또

는 단체는 중재실무기관, 중재인협의체 그리고 중재전문학술연구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16) (사)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2016. 6. 1.이후 접수된 국제사건)

제2조 정의

3.“국제중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참조 :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medsharebrd/1020?sb_clsf=1&sNum=3&dNum=0&mi_code=medshare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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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방안

(1) 업무분야

1)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 중재진흥법 제10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따른 기관·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진흥법 제10조 제2항)고 규정한다.

‘중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의 담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

념적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그 성격상 독립성과 자율성

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제3

자로 하여금 중재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정 및

업무지원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

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업무를 수탁기관의 국가종속성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운용

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제1항의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하여, 제2항에서 재차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문의 형태는 효율적인 법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법무

부장관에 대하여 이러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적합한 구조라고 보여이지 않는다. 그

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 독립성과 자율성보장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면, ‘법무부장

관’을 ‘정부’로 수정하고, 시행령에서 독립적 운영업무의 주된 관련기관인 법무부장관을

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력’이라고 하는 구속력없는 용어를 ‘협력’으

로 규정하여, 법적 협력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위탁의 근거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 중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

업’,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는 업무를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9조 제1항; 중재진흥령 제8조 제1항). 그리고 당해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재진

흥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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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

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

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위탁규정 제2

조).17)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무( 행정위탁규정 제11조 제1항)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

를 지불하는 민간위탁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18)

이 법에 따른 중재산업진흥 관련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민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제2항 이러한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

요한 제반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선 제8조가 재정지원의 근거

임에 반해 제9조에서의 ‘지원’은 업무지원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분야

법무부장관은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을 위하여 하는 사업’,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그 밖에 제9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8조).19)

이 법 제8조는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가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규정이다. 이때의 ‘지원’은

재원의 직접출연과 사업비보조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이하 : 행정위탁규정)

18)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제20집, 숭실대학교, 2008, 2008, 5면.

19) 2016년 10월 21일 개최된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제3세션의 지정토론에서 소개된 법무부의 토론내용에 따

르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활성화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억 4천만원을 최초로 지

원하였다. 2017년도에는 11억 2,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법무부는 대한상

사중재원이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봉진, 지정토론문 : “법무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저스티스 통권158-3호,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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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전적 운용을 위한 제언

중재의 진흥과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것으로 물적기반, 인적기반, 국제협력 및 학문적연구기반의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그것이다. 이 법에서는 이러한 기반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

의 조성을 위한 근거와 지원을 명기 하고 있다.

1.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용

주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중재기반시설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사례는 싱가포르의 Maxwell Chambers20)의 운영과 그 성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Maxwell Chambers는 싱가포르 정부의 중재산업 육성정책의 상징과 같은 기능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싱가포르가 중재 중심지로 인정받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였다.21) 실제로도 독자적인 공간에서의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서비스의 향상은 중재사건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

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중재환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부족부분으로 인해 국재중재사건의 유치에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현식적인 문제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경우도 독자적인 중재기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이 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근거도 두고 있

다. 이를 기반으로 중재기관, 중재인, 통번역, 속기 사무소 등 중재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

관을 유치하여 중재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재기반서설( 복합중

재센터 )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22)

20) Maxwell Chambers의 기원은 2002년 부총리 Lee Hsien Loong이 의장을 맡는 경제위원회의 법률 서비스 워

킹 그룹이 싱가포르를 지역의 분쟁해결서비스센터로 만들기 위해 “좋은 인프라와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에는 법무부가 통합된 분쟁해결 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2007년

1월 싱가포르 구 관세청 건물이 단지 장소로 선정되고, 2009년 7월에 리모 델링이 완료되어 건물이 심리를

위하여 개방되었다. Maxwell Chambers는 공식적으로 2010년 1월 에 개소하였다(손경한, 전게 보고서, 46면).

21) Maxwell Chambers의 시설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갑유, 싱가포르 사례에 비추어 본 중재산업육성 방

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부연구용역, 2010 참조.

22) 김봉진, 전게문헌, 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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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싱가포르 Maxwell Chamber 설립 이후 중재사건 증가추이

출처 : 삼일회계법인,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보고서, 법무부, 2016, 37면

다만,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첨언을 하자면,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라

고 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인 중재당사자의 편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의 중재지 내지 중재심리장소로 부각시키고, 나아가 국

재중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아닌 국재중재 당사자와 국제중재인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23), 내국인이 아닌

국제중재 당사자 및 국재중재인에게 매력적인 중재지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의 선정 및 시설규모의 획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이나 중재이용자가 이용하

게 될 국제공항으로부터의 거리 및 교통문제 등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를 선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24) 나아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

조를 통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국재중재지 및 심리장소로 될 수 있는 충분

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3)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법무부는 복합중재센터의 건립을 위한 법리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다.

24) 동지 : 이영석, 전게논문, 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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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중재와 관련된 전문인력으로는 중재인, 중재대리인, 사무원, 통·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중재전문인력은 중재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인의 확보 및 관리, 중재전문 대리

인의 양성 그리고 중재사무원의 양성 등이 이를 뒷받침 하게 될 것이다.

(1) 중재인

중재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중재우호적 법제도, 국가법원의 협조, 중재기관의

효율적인 절차진행 등과 같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재인을 들 수 있다. 중재인은 절차의 주재자로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 향방을

결정하고, 종국적으로 분쟁사안에 대해 재판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25) 이처럼 중재인

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중재당사자는

중재인의 전문성, 평판 및 과거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26) 그렇기

때문에 중재기관과 관련기관들은 조정, 중재 기법과 합리적인 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유능한 국제중재인을 발굴하고 확충하여,27) 전문성 있는 중재인

풀(Pool)의 구성·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재인 풀을 구성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판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의 다양한 국적 및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

확충 및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적절한 배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언어능력, 국내외법규, 상관습, 문화적응력에 우수한 국제중재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하여

당사자들의 선택가능성과 폭을 높여 주어야 한다. 나아가 우수한 국제중재인의 발굴과 확

충을 위해 대규모의 정기적인 국제중재세미 및 소규모이면서도 국제중재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그리고 유수한 국제중재기관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유치를 통하여

다국적이고 다변화된 국제중재인의 확충에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본다.28)

실제로 ‘싱가포르국제중제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의 중재인 풀을

보면 싱가포르인 117명을 포함하여 현재 33개 국가에서 330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다.29) ‘싱가포르 중재인’의 정의에 국적이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주로 싱가포르에서 중재하

25) 감상기, “중재인의 권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6, 1면; 국제중재인이 역

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박종삼,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한

국중재학회, 2015, 38-41면.

26) 중재인의 선정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는 목영준,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1, 145-146면 참조.

27) 윤선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3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5면.

28) 김연호, 국제중재규칙의 활용방안과 한국의 국제중재제도의 발전, 중재 제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 13

면; 박종삼, 전게논문, 42면.

29) http://www.siac.org.sg/our-arbitrators/siac-panel Arbitrators with * by their name have indicated in writ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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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제중제센터’의 중재법원장, 사무총장 등 중

재기관의 종사자들이 호주, 인도, 중국, 한국, 타이완, 미국, 캐나다, 벨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을 중재전문가 들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중재원 종사자의 다양한구성은 ‘싱가포르국제중제센터’에서의 중재의 중립

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충분히 도모해주는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0)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양성제도를 함께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의 교육시설과 교육인

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로서

이러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학술연구단체인 한국

중재학회 그리고 중재인협의체인 대한중재인협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

여 실무적·이론적인 교육을 통한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가 이루어짐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31)

(2) 중재대리인

중재사건에 있어서 중재대리인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중재’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재판’에 비해 사적자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전문가인 대리인의 역할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때 중재대리인이 되는 자격에 대하여 중재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변호사법 32)은 국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중재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

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따라서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국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자에 국한된다(이와 관련하여 국제중재에서의 중재대리에 국내변호사자격요

건의 타당성 및 국재중재사건에서 외국인자문사법상의 규정은 후술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라 하더라도 중재의 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지식은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의 위탁 또는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계하여 중재대리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전문법률과정(LL.M)으로 개설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중재대리인을 양성하는 방안

이 있다.33)

willingness to act as an emergency arbitrator pursuant to Rule 26 and Schedule 1 of the SIAC 2013 Rules.

30) 손경한 외, 전게 보고서, 44면

31) ‘싱가포르국제중제센터’의 중재관련 교육은 중재일반에 대한 교육과 싱가포르에서의 중재에 관한 교육으로 이

루어진다. 또한 ‘싱가포르 중재인협회’(The Singapore Institute of Arbitrators, 1981)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문훈련

과 개발, 대담, 세미나, 교육과정(회원과 일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국제중재 아카데미’(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ademy)에서 개인 변호사와 정부관료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집중적인 국

제중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손경한 외, 전게 보고서, 44면).

32) 변호사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4호, 2017.3.14.]

33) 2016년부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전문LLM과정으로 국제중재와 분쟁해결(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LLM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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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사무원등

중재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중재기관종사자의 업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지식 및 국제적인 감각을 모

두 필요로 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능하고 전문적

인 사무원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중재기관인 대

한상사중재원, 중재전문학술연구단체인 한국중재학회 그리고 중재인협의체인 대한중재인

협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중재사무원 양성시스템’에서 실무적·이론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밖에 대학교육과 연계한 중재전문가과정의 개설과34) 관

련 자격증의 수여 등을 통한 중재전문가확보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의 하나이다.

3.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

이 법은 정부의 전폭적인 업무지원 및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으로서의 역할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의 활성화 중재

산업의 진흥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중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지원기관으로 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독립성과 자율

성뿐만 아니라, 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이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법적 성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이때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 및 일련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위탁규정 제14조),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법 제10조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문의 내용이 다분히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에 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의 경우, 홍콩대학은 중재 및 분쟁해결 석사과정(LL.M. in Arbitration & Dispute Resol

ution)을 두고 있다.(LL.M. in Arbitration & Dispute Resolution, <http://www.law.hku.hk/llmarbdr/i

ndex.php>) 뿐만 아니라 중재와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석사과정을 개설하였다. 협상,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34) 현재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전공으로 중재를 개설하고 있는 곳으로는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http://gnas.donga.ac.kr)의 글로벌통상금융전공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연계하여 국제통상분쟁중재 및 조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http://pagrad.konkuk.ac.kr/html.do?siteId=PAGRAD&

menuSeq=640)의 중재법무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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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

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하여, 중재당사자로 하여금

정형화된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

하다. 특히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의 보장의 정도나 방법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이외의 다양한 법들은 중재의 자율성을 침해하

는 요소가 되고 이러한 요소들은 중재절차의 장점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국제중재에 있어서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충

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의 선정은 결과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사건에서 분쟁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주

장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툼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과 방어방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대개의 경우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때 변호사가 반드시 국재중재에 있어 중재지 및 심리장소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좁게 볼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역을 달리하는 국제적인 분쟁사건에서는 대리인이 특정국

가의 변호사자격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35)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변호사가 중재지의 변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도 아니며, 당사자들은 변호사 대신 혹은 변호사와 함께 비변호사를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영국 역시 영국 내에서의 국제중재절차의 대리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36) 홍콩의 법률실무자조례 (Cap. 159 LEGAL PRACTITIONERS ORDINANCE)37)에서

는 1990년대 이래 홍콩법에 따른 자격요건 일체가 중재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다.38) 따라서 홍콩에서는 외국변호사라 하더라도 국제중재절차에서 대리인 혹은 중재인으로

서 활동할 수 있다.39) 다만 홍콩의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법률가는 중재와 관련해서 법

35) Matthew Secomb, ‘Shades of Delocalisation; Diversity in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in

Australia, Hong Kong and Singapore' (2000) 17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ssue 5, p. 149. 뿐만 아

니라 국제중재사건에 있어서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역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

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에 따라 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김영주, “중재인의 근로자성과 자

격요건 : 영국 대법원의 2011년 Jivraj v Hashwani 판결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 42면 참조; 안건형, “비변호사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중재

학회, 2015, 56-57면 참조.

36) 독일중재기관(German Institution ofArbitration: DIS)중재규칙에서도 중재대리 및 법적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제

한이 없다.(강병근,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 법무부, 2008, 54면).

37) Cf. To make amended provision for the admission and registration of legal practitioners and their employees,

the appointment and registration of notaries public, and for purposes connected therewith. (Amended 27 of

1998 s. 2)(Cap. 159 Legal Practitioners Ordinance)

Sections: 44, Section: 45, Section: 47.

38) Secomb, Op. cit., p. 136.

39) Darren FitzGerald, Arbitrationin Hong Kong Afterthe Handover, Int.A.L.R.2000,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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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제기된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만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절차에서

대리인 혹은 중재인으로서 외국변호사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40)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절차의 대리인 자격에는 아무런 제

약이 없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 국제중재지로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싱가포르 내에서 진행되는 중재절차와 관련해서 외국인 변호사의 중재대리행

위를 제한 사유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따라서 외국변호사가 수행하는 싱가포르 내 국제중

재절차의 대리행위는 법률전문가법 (Legal Profession Act)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41)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중재지 내지 심리장소로 선호되고

있는 중재기관42)에서는 중재대리에 관한 국내법적인 제한을 풀고,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

리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법 43)에 따른 국내 변호사자격( 변호사법 제4조)을 취득하

지 않은 자는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법원역시 이

러한 법문을 지지하는 입장이다.44) 이러한 제약은 국제중재사건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이라 할지라도 국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해 중재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중재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보

40) Secomb, Op. cit., p. 136

41) LEGAL PROFESSION ACT (CHAPTER 161) (Original Enactment: Ordinance 57 of 1966)

중재절차에서 제32절과 제33절의 적용배제

제35조. -(1) 다음의 경우 제32절과 제33절의 적용을 배제한다.

(a) 모든 중재절차에서 적법하게 수행하는 모든 중재인 또는 심판관

(b)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를 변호(대변)하는 자

(c) 조언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밖에 법정절차에서의 청문권(the right of audience)을 제외한 중재절차

에서 발생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조력

(2) 이 절은 “중재절차‘는 이하의 중재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a) 중재법(Cap. 10) 또는 국재중재법(Cap.143A)에 의해 규율되는 중재; 또는

(b)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법이나 국제중재법에 의해 규율되어지는 중재.

<http://statutes.agc.gov.sg>.

42)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5th Edition,

1 APRIL 2013) “중재대리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 또는 그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As Amended and

Effective on February 1, 2014)의 경우는 자격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가 선택한 자에 의해

대리 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홍콩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2013)는 “...그들이 선택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을 뿐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윤은경, “중재대리인의 자격: 대한상사원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5권 제2호, 부산

대학교, 2014, 82-83면).

43) 변호사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4호, 2017.3.14.]

44) 서울고등법원 2002.7.2. 선고 2002나68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4.2. 선고 2002나16134 판결. 다만 변호사

법제109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중재대리의 경우 당해 법률의 위반으로 중재대리 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는 별개로, 당해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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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중재당사자로 하여금 대

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재판과 달리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중재의 기본취지에도 부합

하지 아니하고, 종래에 실무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사)대한상사중재원의 외국변호사에 의

한 중재대리관행을 불법화 할 뿐만 아니라, 이법이 추구하는 중재활성화정책에도 역행하

며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준에도 불합치 하는 것이다.45)

그러나 2009년 외국법자문사법 46)이 제정됨으로써, 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자가 대

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외국법자문

사로 등록을 요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47) 다행히 2016년 외

국법자문사법 48)을 외국인 자문사법의 개정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도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절차에서 경우 중재대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49) 그러나 체류기간의 제한과 같은 일정한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민국이 매력

적인 중재지 내지 중재심리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비가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관련 법률의 정비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재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절차진행에 있어 중

재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한 중재인 등의 입·

출국, 조세문제, 법원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보다 매끄럽게 조율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

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국제중재의 유치

45) 윤은경, 전게논문, 80-82면; 중국내에서의 국제중재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수문, 국제경제 중재의 대

리,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2 참조.

46)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4호, 2009.3.25.]

47) 외국변호사의 현황에 관한 통계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무부조차도 명확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

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자는 2012년 6월 이후 2016년 초 까지 108명으

로 이 중 86명이 미국 뉴욕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0315538290843).

4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3호, 2016.2.3.]

49)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

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ㆍ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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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고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재진흥법 제9조). 이때 당해 기관·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수탁 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진흥법 제8조). 이때의 수탁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관해

서는 기존의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염두에 둘 수 있

다. 그러나 이미 중재법 50) 제40조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

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

재법 【부칙】에서 “...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

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51)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이 경우 법률간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이 법의 운용에 있

어 중재법 제40조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 및 【부칙】에서 규정과의 관계도 정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새로이 제정된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그 의미와

체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법은 중재의 산업화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명확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향후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

이 국제중재에서 대한민국을 각광받는 중재지 내지 중재심리지로써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뒵바침 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보고서들은 대다수의 내용이 ‘복합중재센터’의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시설기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 외의 제도적인 운용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소 미흡하나마 이 법의 운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고 있다.

50) 중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76호, 2016.5.29.]

51) 중재법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

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

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57

우선 앞선 “II. 중재산업진흥법의 목적 및 주요개념 및 III. 중재산업진흥기반 조성의 체

계”에서 해당 법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체계적 보완점과 개별 법문이 가

지고 있는 보완점 내지 수정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했다. 이러한 제안

을 고려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앞서 “IV. 발전적 운용을 위한 제언”

에서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용,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절차적 중립성과 중재

당사자의 공격방어권보장,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의 정비

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참조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학술연구단체 및 전문가단체와의 유기 협의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운용을 기대한다.

특히 중재기관의 운용에 관해 첨언을 하자면,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사중재기

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상사중

재원은 종래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기관으로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산업과 통상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중재기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편향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기관이 2016년 6월 15일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이관

되었으며 현재에는 법무부의 감독 및 지원을 받게 되었다.52) 이러한 계기를 통해 대한상

사중재원은 무역지원기관으로 인식되던 기존의 이미지를 벋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무기

관이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협조관계는 지속되어야 하며,

나아가 종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산업전문성과 법무부의 법률전문성을 결합하여 대한

상사중재원을 중재산업활성화의 플랫폼으로 활용용 함으로써 중재전문 종합서비스 기관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2)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젼 콘퍼런스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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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Contents and Developmental Method of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Law

Joon-Ho Sung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nd more inexpensive (cheaper) than litigation in cour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o develop

arbitr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arbitration experts, and support of arbitratio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ffective opera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Neutral and good arbitration experts improve the authority

of arbitration. The academic study of arbitration theoretically develop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paper referred to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n attractive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clearly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neutrality and

fairness. The parties of arbitration should also be free and able to defen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Lastly, coordination between this law and other

laws is necessary.

Key Words : development of arbitration, court of arbitration,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Procedural fairness, arbitration expert training, Foreign lawyer

of Arbi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