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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자분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활동범위는 과거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국내로 한정되었던 소비자활동이 요즘은 직접 해외구매 등

을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없었던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

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당사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왔다. 특히, 중재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분쟁 또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중재법은 소비자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가운데 중재는 현대 미국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생활

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로 각 주는 개별 주법이 있으며, 주간

통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의 주법이 상충될 수 있다. 주간 분쟁을 상대방의 거주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1) 이런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법원보다 더 중립적이라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중재판정을 선호하

게 될 것이다. 상이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해결 또한 개별국가의 법

이 충돌하게 된다. 이에 미국에서 상충하는 주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적인 소비자중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 분쟁해결과 관련한 연구도 다수 있으며,2) 소비자와 관련한 분쟁해결방

안에 중재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3) 특히, 미국 내에서

의 소비자중재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4) 미국에서 집단소송(class action)을5)

1) 정용균, “미국 연방중재법 동향과 그 시사점”, 계간중재 제338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p.47.

2)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

국중재학회, 2008, 139-163.;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6, pp. 111-150.; 송민수,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

의 현황과 입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p.163-192.

3) 정선주,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p.231-248.;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

중재학회, 2009, pp.73-94.;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 가능성 고찰”, 국제사

법연구 제17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pp.475-498.; 송민수ㆍ윤민섭ㆍ나광식,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2013.; 이병준,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

국중재학회, 2014, pp.111-132.; 고형석, “소비자분쟁과 중재의 필요성”, 계간중재 제34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6, pp.38-51.; 김명수, “중재합의와 소권 포기”,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p.131-154.

4) 김상일, “미국의 소비자중재에 관한 판례의 최근동향”, 비교사법 제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pp.36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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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한 집단중재절차가 적극 이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6) 중재가

분쟁해결방법으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중재제도가 최근 집단중재 청구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비난을 받고 있다.7)

미국 내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경우 집단중재는 대비해야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분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중재와 집단중재는 그

목적이 전혀 상이하다. 중재는 경제적 및 절차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집단중재 혹은

집단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보호이다.8)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인 DIRECTV v. Imburgia 사건 분석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소비자중재합의와 집단중

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는 소비자중재의 의미를 소비자 개념과 부합계약을 통하여 검

토해 보고, Ⅲ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의

입법의도와 관련 판례들 및 집단중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최근 연방대법원에

서 내려진 집단중재관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끝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소비자중재와 부합계약

1. 소비자중재

소비자중재는 대체로 당사자 가운데 일방인 소비자가 기업과 중재합의로 상호간의 분쟁

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것으로,9) 보통 사전중재합의조항이 본 계약서에 포함

김상균, “미국 중재절차에서 집단분쟁의 해결”,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pp.605-647.; 박민

영, “미국의 소비자보호 Class Action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9, pp.175-211.;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중재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0, pp.151-177.; 강용찬ㆍ

박원형,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73-86.; 이종구, “미국에서의 소비자거래약관의 중재조항과 집단소송(집단중재)금지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

26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2, pp.291-315.

5) “흔히 class action을 소송으로만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class action을 소송(litigation)으

로 제기하는 것과 중재(arbitration)로 제기하는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김상균, “미국 중재절차에서 집단

분쟁의 해결”,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p.606.; 또한 class action 이라는 용어를 “단체

소송” (박원형ㆍ최영봉, “부합중재합의의 이행가능성과 단체소송에의 적용가능성”, 국제상학 제25권 제1호, 한

국국제상학회, 2010, pp.167-183.), “대표당사자소송제도” (오시영,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 법률저널, 2015,

p.3.) 등으로 칭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소비자보호법이 소

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단체소송이 소비자분야에 도입되었다. 한충수, 민사소송법 , 박영사, 2016, p.681.

6) 한충수, 전게논문, p.476.

7) Caitlin Toto, “Third Circuit confirms the Class Arbitration “Clear and Unmistakable” Standard in Chesapeake

Appalachia, LLC. v. Scout Petroleum, LLC, dealing a blow to Consumers and Employees”, 58 B.C. L. Rev.
E-Supplement 163, 2017, pp.163-164.

8) Caitlin Toto, ibid, pp.164-165.



仲裁硏究 第28卷 第2號94

된 경우를 말한다.10) 소비자의 개념에 따라 소비자중재로 인정할 것인지 또한 어떤 내용

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11)

한국은 헌법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12) 개별법에서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3) 기본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또는 특정한 생산 활동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소비자권리의 주체

가 된다.14)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

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15) 국제사법은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보호를 천명하고 있다(국제사

법 제27조 제1항). 소비자의 개념이 소비자중재합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개별법에서 그 범위가 각각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기본법은 국

내거래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하지만, 국제사법의 경우에는 외국적 요소가

가미되므로 지향하는 바가 같지 않다.16) 따라서 현재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통일

된 소비자를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 소비자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개념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7) 소비재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에서 소비자라는

용어는 소비상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구매자를 의미한다.18) 그리고 주별로 소

비자 관련법에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9) 강용찬ㆍ박원형, 전게논문, p.76.

10)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 ....”, 전게논문, p.153.

11) 정선주, 전게논문, p.232.

12)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다만, 소비자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

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나, 소비자의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13)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14) 김성천, “소비자법상의 소비자개념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4권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p.12.

15) 따라서 한국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이 일원적인 구조가 아닌 이원적 구조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보호-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p.82-84.

17) 김성천, 전게논문, p.7.

18) 15 U.S.C.A. § 2301 (3) The term “consumer” means a buyer (other than for purposes of resale) of any

consumer product, any person to whom such product is transferred during the duration of an implied or

written warranty (or service contract) applicable to the product, and any other person who is entitled by the

terms of such warranty (or service contract) or under applicable State law to enforce against the warrantor

(or service contractor) the obligations of the warranty (or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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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부합계약에 강제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19) 집행하기

시작하자 소비자계약에 중재조항은 아주 흔한 것이 되었다.20) 2015년 11월 뉴욕타임즈는

중재와 집단소송포기(class action waiver) 조항과 관련한 기사들을 지면에 실었다.21) 한 기

사에서는 중재조항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재의 이용은 아이

를 갖고, 학교에 가고, 직업을 구하고, 차를 사고, 집을 짓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두는 순

간까지 거의 모든 미국인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22) 이처럼 미국 내

에서 소비자중재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23)

2. 부합계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중재합의는 통상적으로 부합계약(adhesive contract)24)의 형

태를 띠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합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효력 인정유무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25) 부합계약에는 대부분 사전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다.26) 하지만

사전중재조항의 경우,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성립되며 소비자가 중재조항의 의미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중재합의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27) 하지만, 미국의 대다

수 법원들은 부합계약에 의한 중재합의조항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19) Jill I. Gross는 강제중재를 동등하지 않은 교섭력을 가진 당사자 간 부합계약에 사전중재조항으로 비롯되는

중재라고 정의하였다. Jill I. Gross, “The Uberization of Arbitration Clauses”, 9 Arb. L. Rev. 43, 2017, p.43.

20) Kristina Moore, “The Future of Class-Action in Consumer Contract Arbitration Agreement After DIRECTV,

Inc. v. Imburgia”, 68 Case W. Res. L. Rev. 611, 2016, p.617.

21) Michael Corkery & Jessica Silver-Greenberg, “When Scripture Is the Rule of Law: Companies Can Compel

Arbitrations Guided by Religion”, N.Y. TIMES, Nov. 3, 2015, at A1; Jessica Silver-Greenberg & Michael

Corkery, “A ‘Privatization of the Justice System’: In Arbitration, a Bias Toward Business”, N.Y. TIMES,

Nov.2, 2015, at A1 ; Jessica Silver-Greenberg & Robert Gebeloff, “Arbitration Everywhere, Stacking Deck of

Justice: Vast Trend Locks Americans Out of Court - Rulings Greatly Favor Business”, N.Y. TIMES, Nov. 1,

2015, at A1.

22) “From birth to death, the use of arbitration has crept into nearly every corner of Americans’ lives,

encompassing moments like having a baby, going to school, getting a job, buying a car, building a house

and placing a parent in a nursing home.” Jessica Silver-Greenberg & Michael Corkery, “A ‘Privatization of

the Justice System’: In Arbitration, a Bias Toward Business”, N.Y. TIMES, Nov.2, 2015, at A1.

23) David Horton, “Arbitration About Arbitration”, 70 Stan. L. Rev. 363, 2018, p.367.

24) “부합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

자가 해당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일컫는다.” 하충룡, “소

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p.50. 미국 판례

에 따르면, 부합계약성을 띠는 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는 없고, 첫째, 부합계약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둘째, 합리적 기대범위를 벗어나거나 비양심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어 계약의 효력이 거부될 수 있다. 이 때 부합계약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

석된다. 하충룡, “소비자....”, 상게논문, p.53.

25) 목영준, 상사중재법 , 박영사, 2011, p.53.

26)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 전게논문, p.153.

27) 이병준, 전게논문, p.115, 이선, “Arbitration Clause Prohibiting Class Action in Consumer Contracts”, 중재연

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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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집단중재에 관한 중재합의도 부합계약을 통하여 유효하게 성

립될 수 있으며 부합계약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중재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8)

이러한 중재조항은 부합계약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take-it-or-leave-it-basis). 때문에 일방당사자의 포괄적인 청약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는 승

낙만 할 뿐, 계약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과연 사전중재조항과 같은 중요

한 규정에 효력을 무조건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29) 소비자와 기업 간 유

효한 중재합의는 여타의 중재합의와 동일하게 소송권이 박탈되는 즉, 방소항변의 법률효

과를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소비자들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Ⅲ. 연방중재법과 집단중재

1. 연방중재법(U.S. Federal Arbitration Act)

중재는 소송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사법부의 부족한 자원을 보존하기에 분쟁해결에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법이지만,30) 배심재판과 항소심을 배제하므로 합법성과 정당한 절차

가 결여될 수 있다.31) 1925년 미 의회는 현재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이하

FAA)의 전신인 미국중재법을32) 적대적인 사법부에 맞서 상사중재합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33) 동법은 제정당시 연방법원이 중재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의도되

었으나34) 현재는 연방대법원이 FAA를 미국 내에서 체결되는 거의 모든 중재합의의 집행

을 위한 실체적 연방중재법으로 변형시켰다고 지적되고 있다.35) 원래 FAA의 목적은 중재

28) 김상균, 전게논문, pp.621-622

29) 목영준, 전게서, p.53.

30) Caitlin Toto, op. cit., p.166.

31) Jean R. Sternlight, “The Rise and Spread of Mandatory Arbitration as a Substitute for the Jury Trial”, 38
U.S.F. L. REV. 17, 2003, pp.20-21.

32) Calvin Coolidge 대통령이 1925년 서명할 당시에는 United States Arbitration Act, ch. 213, § 2, 43 Stat. 883

(1925)였으나, 1947년 Federal Arbitration Act로 변경하였다. (현재 9 U.S.C. § 2 (2012)).

33) Jiudith Resnik, “Diffusing Disputes: The Public in the Private of Arbitration, the Private in Courts, and the

Erasure of Rights”, 124 Yale L. J. 2804, 2015, pp.2861-2862.

34) Margaret L. Moses, “Statutory Misconstruction: How the Supreme Court created a Federal Arbitration Law

never enacted by Congress”, 34 Fla. St. U. L. Rev. 99, 2006, pp.99-100.

35) Michael J. Yelnosky, “DRECTV, Inc. v. Imburgia and the Continued Ascendance of Federal Common Law:

Class-Action Waivers and Mandatory Arbitration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Vol. 22 : Iss. 1, Article 7, 2017, p.287.



소비자중재조항과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동향 97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36) 특히, FAA 제2조는37) 중재에

대한 사법적 적개심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FAA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38)

FAA는 의회가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일련의 연방법원 판결을 통하여 연방화(federal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예를 들어, Moses H. Cone v. Mercury Construction Corp. 사건은 병

원과 건설하도급업자 간 계약분쟁을 다루었는데, 연방대법원은 FAA 제2조의 규정은 합의를

집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중재문제의 범위와 관련한 모든 의구심은 중재 우

호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9)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간접적으로 중재합의를

집행하는 주법원의 역할에 있어서 FAA의 범위를 언급한 것이다.40) Southland Corp. v.

Keatin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대법원이 주법절차에 따라 중재판결을 내릴 수 없

다고 한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고허가를 하였다. FAA 제2조에 중점을 두어 법원

은 명시적으로 FAA가 주법원과 주의 실체법에 우선하는 선점효과(preemptive effect)를 갖는

다고 판결하였다.41) Dean Witter Reynolds, Inc. v. Byrd 사건은 증권 중개기업 간 중재합의와

관한 것으로, 증권 중개인이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과 증권규정 관련 주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은 FAA가 사적인 중재합의의 신속한 사

법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강조하였다. 42)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들

을 토대로 FAA의 우호적인 연방정책을 분명히 하였다.

FAA는 이후 국제분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유지해 오고 있다.43)

예를 들어,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은 미국의 자동차판매업체와 외국 자동차제조업체 간 반독점법(Sherman Act)에 의거한 청

구에 대하여 중재가능성을 허용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에 구속된

당사자가 법률상 권리에 기초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에 우호적인 연방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였다.44) 이를 통하여 미국 국내 중재법에 국제

36) 김상일, 전게논문, p.368.

37) 9 U.S.C.A. § 2. “A witten provision in ... a contract evidencing a transaction involving commerce to settle

by arbitration a controversy thereafter arising out of such contract ... shall be valid, irrevocable, and

enforceable, save upon such grounds as exist at law or in equity for the revocation of any contract.”

38) Kristina Moore, “The Future of Class-Action Waivers in Consumer Contract Arbitration Agreement After

DIRECTIV, Inc. v. Imburgia”, 67 Case W. Res. L. Rev. 611, 2016, p.614. 또한 원래 중재합의의 이행은 친-

소비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들 간 높은 소송비용은 가격상승형태로 소비

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중재가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이었다. 둘째, 중재합의의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FAA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보존할 수 있어 중재의 신속성은 식품에 비용과 가격을 낮추었다. 셋째,

상인 간 소송으로 넘쳐난 주 법원청사를 유지하는데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중재포럼으로 아낄 수 있었

다. Stephnie Lapple, “Approaching “Dangerous” Territory: the Implications of DIRECTV v. IMBURGIA and

Current Scope of U.S. Arbitration Law”, 8 Arb. L. Rev. 153, 2016, p.174.

39) Moses H. Cone v. Mercury Construction Corp., 460 U.S. 1 (1983) 24-25.

40) Stephnie Lapple, op. cit., p.157.

41) Southland Corp. v. Keating, 465 U.S. 1 (1984) 14-16.

42) Dean Witter Reynolds, Inc. v. Byrd, 470 U.S. 213 (1985) 219.

43) Stephnie Lapple, op. cit., p.158.

44)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S. 614 (1985) 6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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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합시켰다고 볼 수 있다. Shearson/American Express, Inc. v. McMah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FAA가 주법원이 중재합의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Act)과 증권

거래법에 따른 청구의 중재가능성을 지지하였다.45) 연방대법원은 이후 Rodriguez de

Quijas v. Shearson/ American Express 사건에서 Wilko 판결을46) 기각하고 증권법에 따른

청구가 중재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47) 이러한 판결들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이 FAA를 실질

적으로 연방화시키고,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중재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은 모든 개인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원고가 집단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48)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여러 소비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생길 경우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소송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앞서는 기업과의 분쟁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각 주

의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제도”이다.49) 다시 말해, 집단소송은 원고가 자신을 위

한 청구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적 장치로 설명될 수 있다. 대표당사자들만 절차에 관여하지만,

집단(단체) 구성원들은 결과(결정)에 동일하게 구속된다.50)

집단중재는 한 명이나 여러 당사자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중재판정부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의 형태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소송과 유사한 모델을 일반적으로 따르므로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청구자(원고) 집단을

45) Shearson/American Exp., Inc. v. McMahon, 482 U.S. 220 (1987) 220-221.

46) Wilko v. Swan, 346 U.S. 427 (1953) 원고 Wilko는 회사의 주식지분에 대한 이익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

지만, 주식투자가 실패하자 주식구매가 주식의 가치와 관련하여 피고의 허위표시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권법 제12조(2)하에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Swan은 Wilko가 모든 분쟁에 관하여 중

재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고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 마진 계약을 포함한 이 합의는 중재법 하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뉴욕남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

자 이에 항소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증권 중개인과 구매자들 사이에 장래에 발생할 분쟁에 대하여 체결한 중

재합의는 구매자로 하여금 사법재판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 명시적으로 금

지하고 있는 무효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47) Rodriguez de Quijas v. Shearson/American Exp., Inc., 490 U.S. 477 (1989) 486-487.

48)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 (a) Prerequisites. One or more members of a class may sue or be

sued as representative parties on behalf of all members only if: (1) the class is so numerous that joinder of

all members is impracticable; (2) there are questions of law or fact common to the class; (3) the claims or

defenses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are typical of the claims or defenses of the class; and (4) the

representative parties will fairly and adequate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lass.

49)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 전게논문, p.163.

50) Gonzalo Vial, “Class A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9 Fordham Int’l L.J. 791, 2016, p.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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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중재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소송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절차와 중재가 혼합한 절차적 메커니즘으로 본다.51) 본 연

구에서 다루고 있는 집단중재는 집단소송과 중재의 혼합형 분쟁해결제도로 미국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52) 집단중재에 대하여 연방중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판

결을 통하여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고 있다.53)

Ⅳ.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동향

이하에서는 소비자 집단중재와 관련한 미국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 집단

중재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인 DIRECTV v. Imburgia

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1. Szetela v. Discover Bank (Discover Bank 원칙54))

해당사건에서 Christopher Boehr와 Discover Bank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여

기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 및 집단중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었다. Discover Bank가 결제당일 지급시간경과를 이유로 연체료를 부과하자 Christopher

Boehr는 신용카드이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Discover Bank는

중재절차를 요구하고, 집단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소비자 부합계약에서의 집단중재‘포기’는 예상대로 소액의 손해를 포함하고, 여기에서 논

란의 여지가 없는 다른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캘리포니아법에 따라 불리하며 비양심적이

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집단중재를 금지하는 중재조항은 일방적

으로 소비자들의 소송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실질적 면책효과’를 부여할 것이라

고 보았다.55) 이 판결은 이후 캘리포니아의 “Discover Bank 원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51) 1980년대 몇몇 주 법원에서 집단으로 이행된 중재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 한다. Gary Born ㆍClaudio Sala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Class Arbitration: A Tragedy of

Errors”, 2012 J. Disp. Resol. 21, 2012, pp.21-22.

52) 김상균, 전게논문, p.642.

53) 김상균, 상게논문, p.606.

54) Szetela v. Discover Bank, 97 Cal. App.4th 1094 (Ct. App.2002).

55)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 전게논문,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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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56)

Concepcion과 AT&T 간 휴대전화 계약은 모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지만, 집단중재

(classwide arbitration)를 허용하지 않았다. Concepcion은 ‘무료’라고 알고 구매한 휴대전화

판매가액에 대한 판매세(sale tax)를 부과 받자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AT&T를 허위

광고와 사기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집단소송으로 병합되었다. 지방법원은

Concepcion의 계약에 의거 AT&T의 중재강제명령을 기각하였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Discover Bank판결에 따라 중재조항이 집단절차를 불허하므로 비양심적이라고 판결하였

다. 제9항소법원 또한 해당조항이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 비양심적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중재합의가 “다른 계약의 취소사유에 대한 법률이나 형평법이 존재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고, 취소불가능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연방중재법에 선점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지만, 다수의견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캘리포니아의 Discover Bank원칙은 의회의 완

전한 목표와 목적의 달성 및 실행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연방중재법에 의해 선점된다”

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제9항소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었다.

Concepcion판결은 연방중재법 제2조와 주법상의 비양심성의 법리 간 혼선을 통일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57)

3. DIRECTV v. Imburgia

(1) 사실관계

Amy Imburgia 및 Kathy Greiner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DIRECTV와 위성 텔레비전 서비

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자 DIRECTV는 상당한 조기 해지

비용을 부과하였고, 소비자들은 소비자 법적구제법(CLRA)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주법원에서의 추정 집단소송(putative class action)의 형태

로 조기 해지 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DIRECTV는 법원에

해당문제를 중재에 회부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주법원이 그 요청을 기각하자 항소하였다.58)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주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DIRECTV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을

때의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집단 중재 금지 규정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였다.59) 또한, 항소법원은 FAA이 당사자들에게 연방의 선점과 관계없이 준거법을

56)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563 U.S. 333 (2011)

57) 송민수ㆍ윤민섭ㆍ나광식, 전게서, p.44.

58) DIRECTV, INC. v. IMBURGIA, 136 S. Ct. 463 (2015) 463-464.

59) Imburgia v. DIRECTV, Inc., 170 Cal. Rptr. 3d 190 (Cal. Ct. App. 201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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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를 부여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1) 해당 서비스 계약의 일반규정은 FAA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

정한 조항과 만약 ‘귀하의 주 법’에 따라 집단중재포기의 집행 불가능성이 특별한 규정이

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중재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 ; 그리고 (2) 계약에서 모호한 언어

는 계약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한다는 보통법 원칙이 있다.

(2) 쟁점

DIRECTV 사건에서의 쟁점은 계약서의 제9조와 제10조이다. 계약서 제9조는 “양 당사

자 중 어떤 주장이라도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귀하

의 주 법률이 집단중재의 포기를 집행 불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다면, 중재조항 전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집단중재에 대한 권리포기 “귀하 또는 당사는 모두

중재에서 소송에 참가하거나 집단 소송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10조는 FAA이 해당 계약의 제9조의 중재조항을 규율한다고 규정해두었다.

(3) 다수의견

다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FAA은 미국의 법률이며 Concepcion사건은 해당

법의 권위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 판사는 이에 따라야한다. 다수의 판사들은 이

문제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이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주법이 FAA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다루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귀하의 주

법’이라는 문구에 무효인 주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중재계약과

다른 계약들을 동등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하였다.60)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이 FAA에 의해 선점

(preempted)되므로 FAA 제2조에 의거 중재합의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수의견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캘리포니아 항

소법원의 견해와는 반대로 계약의 문구가 모호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계약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귀하의 주법’에 대한 그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무효인 주법을 포함하지

않는 유효한 주법을 의미한다. 둘째, 캘리포니아 법 자체는 문제의 문구를 해석하는 방법

을 명확히 하고 있다.61) 셋째,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추론은 중재계약과 그 이외의 계약

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넷째, 항소법원은 중재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그것은

항소법원이 중재의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캘리포니

60) DIRECTV, INC. v. IMBURGIA, 136 S. Ct. 463 (2015) 468.

61) Doe v. Harris, 57 Cal.4th 64 (2013) 69-70, 일반적인 계약 원칙에 적용된다는 것은 “현존하는 법뿐만 아니

라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적인 법을 제정하려는 주의 유보권(reserve power)을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을 말한

다고 판결한 사건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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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Discover Bank원칙인 주 법률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된 후 독립적인 힘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FAA의 일반적 채택에 대한 ‘합의’의 ‘특별한 예

외’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의견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해석에 어디에서도 ‘귀하

의 주 법’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4) 반대의견

먼저, 반대의견에서 법관들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였다.62) 이들은

FAA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과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힘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와

집단중재포기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반대의견은 계약 작성자로서 DIRECTV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고, 그것이 DIRECTV에

대한 모호성을 해석하는데 특히 적절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DIRECTV와 계약을 체결한

2007년에 주정부의 Discover Bank규칙을 무효화시키는 대법원의 2011년 Concepcion판결

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63) 또한, 중재를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의 문

제”라고 표현하면서, “DIRECTV가 모호함의 이익(benefit of an ambiguity)을 얻도록 허용

하는 것은 단지 계약 당사자들의 엄청나게 불평등한 협상력뿐만 아니라 계약체결당시의

합리적인 기대도 무시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중재합

의에 대한 주법원의 해석을 존중해왔다. 이에 DIRECTV에 대한 다수의견이 Concepcion판

결에서 제시된 범위를 넘어 “DIRECTV가 2007년 서비스 계약의 초안을 작성했을 때 캘

리포니아의 ‘주법’을 의미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FAA이 당사자들에게 준거법을 선택할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반대의견은 FAA이 “중재에 우호적인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Concepcion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단중재금

지를 서면으로 명시한 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빼앗아가

는 FAA의 오판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FAA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비교적 평등한 협

상력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의

견에 대한 비판을 종결지었다.64)

4. 분석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Discover Bank 사건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Concepcion 및 Imburgia

사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62) DIRECTV, INC. v. IMBURGIA, 136 S. Ct. 463 (2015) 471.

63) Id. 472.

64) Id.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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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보호의 위축

먼저, 대다수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는 일방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를 소비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므로, 부합계약성을 띨 수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기업은 빈번한 거래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전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에 익숙하

고 분쟁해결에 능숙하지만, 그에 비해 소비자는 계약의 노출 빈도수도 떨어질 뿐만 아니

라 분쟁해결능력이 미흡하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계약조항을

숙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계약조항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계약조항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집단중재는 기업들의 틈새 관행으로 지속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비자 집

단중재포기 조항을 비양심적인 것으로 보는 Discover Bank원칙을 확립하였지만, Concepci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배제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의 Imburgia사

건은 계약의 해석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뒤엎는 위험한 첫 판결이 되었다. 이는 반대의견

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끝으로, 미국의 부합계약에는 보통 사전 중재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소비자 금융보호위원

회는65) 사전 중재합의가 소비자가 집단으로 법률적 위반에 대한 구제를 모색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고객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들에 의한 사전 중재합의

의 사용을 제한하는 원칙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FAA은 국내 및 국외 소비자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사전 중재조항을 무효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

제’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66)

(2) FAA 범위의 확대

미국 의회는 분명히 상인과 동일한 교섭력을 갖는 당사자 간 중재를 촉진시키기 위하

여 연방중재법을 의도하였으나,67)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협상력의 차이가 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중재조항에서도 FAA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

래 의회는 중재합의의 집행을 위한 절차적 기능으로 FAA을 제정하였으나, 판례가 축적되

는 과정을 거치면서 FAA이 실체법화 연방화되어 주거래 뿐만 아니라 주간통상거래, 국제

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Imburgia사건은 FAA의 확장에 정점을 찍

65)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028(b)조에 의거 시행중인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oard(CFPB)는 중재조항의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이후에 관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원칙을 제안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는 제공자(사업자)가 법원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을 방해하는 사

전중재합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공자(사업자)에게 이러한 제한을 반영하는 중재합의의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CFPB는 금융규제기구이므로, 이러한 원칙들은 금융서비스에 국한된다.

66) 김명수, 전게논문, p.143.

67) Kristina Moore, op. cit., 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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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볼 수 있다.

Imburgia사건의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과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은 여러 주들로 이루

어진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연방대법원은 주법원

이 자신의 주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존중하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FAA를 적용하는데 급

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이러한 일방적인 판결로 주의 자치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고 비난하였다.

(3) 집단중재 제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Concepcion과 Imburgia 판결에서 소비자의 집단중재포기가 비양심적

이라는 Discover Bank 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부합계약에 사전중재조항이 포함

된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재를 하는 경우에도 집단중재가

아닌 양자 중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 Discover Bank 사건에서 원고 개

인의 청구금액은 29달러, Concepcion 사건에서는 30.22달러에 불과하였다. 물론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자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분쟁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가

소액이라는 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이나 양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68)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얼마 안 되는 소

액의 청구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소비자가 소송이나 개별 중재를 진행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중재는 저-비용, 고-효율성을 지향하지만, 집단중재는 개인의 권리보호가 일차적인 목표

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재와 집단중재를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4) 공정중재법안 제출

Concepcion과 Imburgia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막고 있어 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다각적으로 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입법적 노력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사전중재합의를 금지하고, 분쟁 후 중재와 소송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공정중재법이 제안되었다.69) 만약 공정중재법이 제정되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중재인의 권한 배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중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0) 가장 최근 법안은 2017년 3월에 제출

된 것이다.71) 해당 제안서에 따르면, FAA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전문성과 교섭력을 가진

68) 고형석, “소비자분쟁과 중재의 필요성”, 계간중재 제34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6, p.39

69)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 전게논문, p.152.

70) 김명수, 전게논문 p.139.

71) 115th Congress 1st Session, H.R.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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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기업 간 분쟁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한 일련의 판결

에서 의회의 의도와는 반대로 동법이 소비자 분쟁과 고용분쟁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하였다.72) 이에 FAA에 고용, 소비자, 반독점 및 공민권(civil right) 중재라는 별도

의 장을 추가하여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전중재합의도 고용분쟁, 소비자분

쟁, 반독점분쟁 및 공민권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면 유효하거나 집행되어 질 수 없다고 밝

히고 있다.73)

Ⅴ. 결 론

소비자중재제도는 현대 미국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FAA의 입법의도와 관련 판례들, 그리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비자집

단중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을 통해 실제 미국 내에서 소비자중재와 집단중재

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문제는 첫째, 상이한 교섭력을 갖는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거래이

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합중재합의를 통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형태이다. 즉,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

를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이 유효한 중재합의에 구속되어 국가

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사실 즉, 방소항변이 된다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미국에 FAA의 입법의도가 전문적인 상인

간 거래에 절차적 효율성을 위하여 적용을 의도하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연방법원을

통하여 그 범위가 실체적인 부분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근로자 계약에 까지 확장되었으며, FAA 자체도 연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캘리

포니아는 FAA에 대한 저항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중재조항이 비양심적이

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집단중재포기 조항에 대한 양분된 연방법원들의 입장을 연

방대법원이 Concepcion판결을 통해 통일된 해석을 제시하고, FAA의 목표달성과 실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Imburgia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FAA를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제도 자체에

72) Id. Sec. 2. Findings.

73) Id. Sec. 3. Arbitration of Employment, Consumer, Antitrust, and Civil Rights Disputes.

“§ 402. Validity and enforceability

“(a) In General.—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title, no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valid or enforceable if it requires arbitration of an employment dispute, consumer dispute, antitrust dispute,

or civil right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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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FAA는 국내ㆍ국외 소비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74) 본 연구에서 살펴본

Concepcion과 Imburgia판결은 사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분

쟁이 소액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소액청구를 위하여 양자 중재나 소송을 택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이다.

사실, 한국 중재법은 국제상사를 대상으로 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 민사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75)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중재에도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국 내에서 미국의 소비자중재합의와 집단중재라 것이 매우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

자의 영역이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중재제도가 갖는 지위와 미국이 한국 기업

의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미국의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에도 미국 내에서 집단중재포기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해당 사안에 어떠한 입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74) 김명수, 전게논문, p.143.

75) 석광현, 전게논문, p.112.; 중재합의의 대상은 사법상의 분쟁이므로(중재법 제1조) 민사에 관한 것이든 상사에

관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목영준, 전게서,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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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U.S. Courts Case Study on Arbitration Clause and Class

Arbitration Among Consumers

Na-Hee Han

Choong-Lyong Ha

Ye-Rim Kang

Consumers repeatedly make small sum purchases through business-to-consumer contracts,

usually without incident. Consumer areas have been increasing; therefore, consumer dispute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as well.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solve consumer disputes by applying the laws of different countries. Resolving disputes

by using th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can be a measure to protect consumers. In the

U.S., a class arbitration is being operated as a mixed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class

action and arbitration. Consumer Arbitration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It is therefore a lesson for us to examine related cases. A recent U.S. Supreme Court

decision, DIRECTV v. Imburgia, was looked into and after a summary of the facts, issues,

and opinions and opposing opinions that had a tight controversy, a close analysis was done.

The analysis through this judgment is as follows: first, the contraction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expansion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cope; third, the class

arbitration’s restriction; and fourth, the submission of the arbitration fairness act.

Key Words :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Adhesive Contract, Pre-arbitration Clause,

Class Arbitration, the Federal Arbitra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