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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국제통상환경하에서는 경제주체 간 교역은 다자간 무역협정(WTO)과 양자간 무

역협정(FTA)속에서 교역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방식이 나타나 국경의 의미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의미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갈수록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에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전자상거래의 속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분

쟁이 발생야기 되는데, 소비자의 피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언어, 법제도, 상관행의

차이 등으로 분쟁해결에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경우라

도 국제거래에는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1)

특히 소액·다량의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마련 한다는 목적하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

하여 통상적인 사법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 옴부즈맨 등의 대체적 분

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성

에 맞게 분쟁을 신속하게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인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 : 이하, ODR)가 주목을 받고 있다.2)

이러한 ODR 제도가 국경 간 소액·다량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대안으로

서 검토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ODR의 본질상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 통일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UN 상

거래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는

2010년 43회 회의에서 ODR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한 후 2016년 본 회의에서 통일적 ODR

운영규범을 채택하여 ODR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 사법제도의 법규범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입법적, 기술적으로 뒷받

침하고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과제를 지니고 ODR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는데,3) 그 중에서 ODR을 법제화한 EU의 움직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 EU 의

1) 강이수, 박종삼,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04, 20면.

2) Marta Poblet, Pompeu Casanovas, Jose-Manuel Lopez-Cobo,Nuria Casellas,“ODR, Ontologies and Web 2.0”, Journal
of Universal Computer Science, 2011,Vol. 17, p.619; 성준호, “국경 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한국중재학

회, 중재연구, 제25권제1호, 2015.3,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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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이사회는 2011년 11월에 소비자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nsumer ADR, Directive No. 2013/11/EU, 이하 EU ADR)과 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No. 524/2013, 이하 EU ODR 규정)

을 제정하였다. 이 두 규범의 구체적인 실행의 결과물로서 2016. 1. 유럽연합내의 소비자

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범 유럽적 ADR 포탈인 EU ODR 플랫폼이 창설되

어 2016년 2월 15일부터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실질적인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었다.4)

이에 소비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적 법률관

계라는 점과 국내법의 현실적 적용 및 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EU ODR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ODR에 대한 일반적 개념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에서의 ODR 도입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어, EU ODR의 주요규정을 중심으로 EU

ODR 플랫폼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ODR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ODR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ODR의 일반적 개요

1. ODR의 뜻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ODR의 활용도도 증대되어 사법적 분쟁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온라인상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ADR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ODR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당

사자간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 등을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

3) 특히, 구속력 및 집행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CITRAL ODR Working Group에서는 협상, 조정, 중재

절차를 하나로 묶는 3단계 패키지 모델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소비자 사전 중재합의의 효력을 무효

로 하는 유럽 등 일부 국가의 문제제기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22권제2호, 2012, 86-88면)

4) 주강원,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럽의 ODR 법제의 발전과 현황”,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

학, 제50권, 2017.2, 773면; 손현, “EU의 소비자 ADR 및 ODR에 관한 새로운 규정 논의와 국내에의 시사

점”,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제23권제1호, 2013.3,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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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DR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ODR의 뜻을 좁게 이해한 것이며, 실제로 ODR은

온라인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분쟁을 컴퓨터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5)

2. ODR의 특징

ODR의 특징은 비대면성(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탈피, 개방성과 대중성이라는 특징

을 아래와 같이 지니고 있다.6)

첫째, 비대면성(익명성): 분쟁의 과정과 해결이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

고, 가상의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당사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 탈피: 인터넷망과 플랫폼을 통해 분쟁당사자가 접촉하게 되

므로 반드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당사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셋째, 개방성과 대중성: 가상의 웹사이트, e-mail, 채팅룸, 전자게시판, 화상회의 등의 공

간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그들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어 개방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3. ODR의 유형

ADR의 유형과 같이 ODR도 그 구현되는 방식과 채용되는 기술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ODR의 유형은 중개협상, 협상지원, 온라인 알선, 자동화 협상, 온라인 조정, 온라인 중

재 등이 있다. 그중에서 온라인 알선은 기존의 오프라인 방법에 의한 통상의 알선절차보

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현재

까지는 대부분의 온라인 자동화 협상이 비교적 사실관계가 분명한 소액분쟁에 국한되어

있고, 분쟁사안도 금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대와의 깊은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효율적인

5) 최승원, “EU 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727면.; 유병욱, “국

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중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4면; 온라인분

쟁해결의 등장배경에 관해서는 강성모 외,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2008, 94면.

6) Alan L. Limbury, “Online Dispute Resolution-A Practitioner’s View,” Domain Name Systems and Internet Governance

Conference, 2002, 7면; 박정희·최석범, “무역기반 온라인분쟁해결(ODR)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

9(2),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1, 110면; 박종삼,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10(3),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2, 83-104면; 박지문, “초국경 전자무역거래의 온라인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8면.



EU의 소비자보호 ODR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93

분쟁해결이 가능하다.7) 이러한 자동화 협상의 주요 장점은 양 당사자들의 소송제기로 인

한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에 매우 적합

한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금전적 쟁점들을 배제한 채 금전적 쟁점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8)

온라인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온라인 조정 또는 전통적인 ADR로서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인의 조정안이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9). 일반

적으로 중재는 조정에 비하여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 그리고 전문적인 중재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서 중재가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10)

한편, ODR 유형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 대면 및 대화를 통한 설

득 등의 방법도 있고, ODR 기술지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도

ODR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DR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ODR의 유형

ADR 유형 ODR

중개협상
일방으로부터의 청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ODR의 웹사이트 상에서 서로가 주장

을 하면서 전자메일을 통해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협상

협상지원
분쟁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우선순위(금전, 시간, 언어 등)를 산출하는 컴퓨터 소

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방법을 지원

온라인 알선 일련의 알선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온라인상에서 수행

자동화 협상
제3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ODR 플랫폼에 의해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의 협상과는

달리 대개의 경우 합의 금액만이 분쟁의 이슈인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

온라인 조정
분쟁당사자들이 법률이나 해당분야의 상관습에 전문가인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

정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온라인중재
중재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로서의 중재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온라

인 또는 기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절차를 수행

자료: 저자에 의한 정리.

7) 배성호, “FTA 시대의 ODR을 통한 분쟁해결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 13(4), 국제e-비즈니

스학회, 2012, 97-120면.

8) 김선광, “소비자 구제수단으로서의 ODR의 잠재력에 관한 소고”,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2호, 2010, 80면.

9) 배성호, 전게논문, 101면.

10) 심상렬·이주원, “전자무역 시대의 국내 사이버알선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 3(2), 한국관세학

회, 2002, pp.221-243; 최석범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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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R의 활용성

ODR은 실제로 국경을 넘는 소비자분쟁에 있어 양당사자가 손쉬운 접근, 저렴한 절차

비용,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결과와 용이한 집행 등이 중요한 장점에 이라고 할 수 있다11)

또한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ODR은 분쟁해결의 장소를 세계 각국의 사

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송에서 불가능한 사이버상에서 분쟁해결을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당사자들의 독자적인 문화의 수용과 지속적인 정보통신 기술적 발전에 힘

입어 분쟁해결의 절차와 결과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입법이나 재판제도가 효율성과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O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분쟁해결방법이

될 것이다12).

따라서 ODR을 통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표준적이고 통일화된 규정 내지 일반원칙이 별

도로 마련된다면 가장 간명하면서도 적합한 분쟁해결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ODR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ODR을 통해 해결하는

모델은 재판관할권, 준거법으로 부터 당사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분쟁을 간명하고도 신속

하게 해결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13)

Ⅲ. 국내외 ODR 제도

1. 국내의 ODR 제도

(1) 우리나라의 ODR 제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에는 행정심판법에 의거한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전자거래법에 의거한 사이버 조정제도 등이 대표적인 ODR 제도이다. 전자

거래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콘

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부분적으

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분적 ODR을 시행하고 있다14)

1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 2013, 327면.

12) 박지문, 전게논문, 25-26면.

13) 이병준, 전게눈문, 86-88면; 오수근,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Ⅳ]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비교법제연구 , 11-16-1-4, 한국법제연구원, 2011, 1-115면.

14) 이수경, “유럽연합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2016,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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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들은 각기 다른 유형의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협상·조정·중재 등 분쟁해결

의 수단이 상이하고 각각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방법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소비자가 이러한 기구들의 검색과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15)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소비자 ADR, ODR 및 UNCITRAL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

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ODR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볼 수 있다.16)

첫째, 현재 우리나라 분쟁조정기구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분쟁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

고, 그 접수신청 건수에 비해 실질적 구제장치 마련이 미흡하고, 인식 역시 낮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분쟁조정기구들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의 형태는 일반적인 ADR이며 비

록 온라인상으로 분쟁의 접수는 받지만, 그 대부분의 절차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분쟁조정기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부분적

으로 협상이 가미된 조정에 한정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UNCITRAL에서 논의되고 있는

ODR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협상, 조정, 중재를 모두 포괄한

완결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력이 있

고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는 중재절차까지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ODR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분쟁해결방법이지 모든 분쟁해

결방법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을 상호

보완하는 수준에서 분쟁해결의 제도가 되면서 갈수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화가 계속된다고 본다.

(2) 국외의 ODR 제도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입는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많다고

본다. 특히 피해 대상물의 공간적, 물리적 접근 한계점과 관련되는 법제도의 상이와 피해

구제 방법 등의 불확실성이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분쟁 시 이를 합리적으로

효율적 해결할 수 있는 ODR 제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국외의 ODR 제도의 특장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손현, 전게논문, 108면.

16) 이병준, 전게논문, 8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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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국외의 ODR 제도 특장점

ODR법규 특장점

OECD(1999, 2007, 201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행동규범 책정

-트러스트 마크 수립(3차 인증)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사항 규정

UNCITRAL(2010, 2011, 2016)

“UNCITRAL ODR운영지침”

-ODR 패키지 모델 구축

-소액대량의 신속해결과 집행력

-중재방식을 분쟁해결에 포함

EU(2011, 2016)

“EU소비자보호 ODR규정”

-다수의 역내시장을 단일경제권에 통합규범

-법유럽권 ADR, EU ODR플랫폼 개시

-EU회원국과 비회원국가도 활용가능

UNCTAD(2015)

“UN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상에서 유무형상품의 결제 및 보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마련

-소비자권리보호강화규정

ICC(2003)

“ODR모범실무지침”

-B2C와 C2C거래의 실무지침

-ODR 서비스제공자의 지침

-B2C 분쟁발생 시 구속력 있는 중재적용

미국(2000)

“DOC와 FTC의 초국경거래의 ADR”

-온라인거래 소비자 실익 검토

-주요국, 국제기구 및 이해관련자 의견개진

-ADR 시스템 개발로 소비자보호 강화

자료: 박지문, 전게논문, 61-66면 및 제반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리

Ⅳ. EU의 ODR 운용메커니즘

1. EU의 ODR 의의

EU는 많은 기간 동안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전통적 사법제도에 의

한 해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신속하

게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래서 ADR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ODR 모델이 국경 간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

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 결과 2013년 EU ADR 지침과 EU ODR 규정의 입법을 통해

2016년 EU ODR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EU의 소비자대체적분쟁해결(Consumer ADR: CDR)제도는 소비자와 기업간(C2B) 분쟁

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규제조치이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 조정, 중재, 중재조정 또는 구

속력이 있는 고전적 ADR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또는 옴부즈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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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유럽전역에 다양한 CDR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특징이다.

CDR 제도는 CDR 기관에 대한 단일모델이 없지만 많은 기관들의 자체의 다양한 방식

으로 소비자에게 소송보다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CDR

지침에 따라 EU는 현재 모든 종류의 C2B 계약위반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CDR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건강관리, 교육, 그리고 공공구분을 포

함한 다양한 분쟁을 제외하였고, 지침은 모든 CDR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운용요

건과 CDR 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일의 범 EU 온라인분쟁해결(ODR) 플랫폼이 있으며 특히, 국경 간 CDR 청구를

촉진할 것이다. CDR 기관들에 대한 국가 아키텍처(architecture)의 차이점이 있고 개별기관의

구조와 운영방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지침을 시행할 필요성은 정부와 CDR 기관에게 구조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그

것을 현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EU ODR 플랫폼을 통한 분쟁해결 절

차에 관한 정보는 EU ODR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7)

따라서 EU ODR은 우선, EU ODR 플랫폼 구축·운영, 기존 회원국의 ADR 제도와 연

계, 소비자와 기업자에게 EU ODR 플랫폼 정보접근성 제공, 관련당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감독 강화 등이 EU ODR의 주요한 특장점이라고 본다.

2. EU의 ODR 추진경과

각국의 법과 제도가 다른 수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EU는 회원 국가간에 발생하는 소비

자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경제주체 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유럽 내에서 소

비자 보호를 위한 법정 외의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 EU 차원에서의 입법은 초기에는 EU 단일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실

체적 규범의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집행 등에 관한 절차적 법규에 관한 입법적

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18)

EU집행위원회는 소액다량의 국경을 넘는 소비자 분쟁해결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1998년 소비자 분쟁의 법정 외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권고

와 2001년 합의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기관에게 적용 가능한 원칙에 관한 권고를

통해 ADR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다만, 이러한 두 권고는 비록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2013년에 채택된 소비자분쟁의

17) 주강원, 전게논문, 785-789면.

18) Naomi J. Creutzfeldt,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ADR Directive”, Journal of European Consumer and

Market Law, Vol. 5, Issue4, Verlag Oesterrei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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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nsumer ADR, Directive No. 2013/11/EU, 이

하 EU ADR)과 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Consumer ODR,

Regulation No. 524/2013, 이하 EU ODR) 제정에 기초를 제공한 중요한 입법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어, 2016년에는 EU ODR 플랫폼의 개설로써 소비자 분쟁에 따른 그 해결

방안을 ODR 제도안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19)

3. EU의 ODR 적용범위

EU ODR의 적용범위는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유럽연합내에 설립된 사업자

사이의 전자적 물품 매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상 의무와 책임에 관련된 법정외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된다.

우선, EU ADR 지침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 소비자의 ADR 기구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에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EU ODR 규정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ODR 플랫폼을 이용하

여 분쟁해결에 적합한 ADR 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국의 입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ODR 플랫폼 상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 허용하고 있어 EU ADR 보다 주관적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EU ADR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

되는 것에 비하여 EU ODR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만 적용이 국한된다는 점에

서 EU ADR 지침에 비해 객관적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한다.20)

이어, EU ODR 해석상 기업의 위치가 회원국내에 소재하는 여부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어느곳에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되어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21)

4. EU의 ODR 주요규정

EU ODR은 제1장은 총칙(ALLGEMEINE BESTIMMUNGEN), 제2장은 온라인분쟁해결

플랫폼(OS-PLATTFORM)(이하: ODR 플랫폼) 그리고 제3장은 기타조항(SCHLUSSBESTI

19) Naomi Creutzfeldt,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Europe”, 2013.5,

227면. Available atSSRN: https://ssrn.com/abstract=2441069.

20) Joanna Page, Laurel Bonnyman, “ADR and ODR—achieving better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s in the

EU”, ERA Forum, Vol.17, Issue 2, The Academy of European law, 2016, 156-159면; 주강원, 전게논문, 785

면; EU ODR 규정 제2조제1항.

21) Colin Rule, “Quantifying the Economic Benefit of Effective Redress: Large E-Commerce Data Sets and the Cost-

Benefit Case for Investing in Dispute Resolution”, 34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Review, 2012,

Vol 34; 주강원, 전게논문, 772-7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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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UNGEN)으로 종래의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규정안이 총 3개의 장과 2

2개 조항으로 내용이 다소 보완되었다.22) 이하에서 확정된 EU 소비자분쟁 ODR의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1) 총칙

본 규정은 EU ODR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비

사법적인 ODR 절차에 의해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공

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높은 소비자보호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온라인 플랫폼 규정

제2장은 EU ODR을 운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절에서 자세하게 다

룬다.

(3) 최종규정

제3장 최종규정(SCHLUSSBESTIMMUNGEN)에서는 위원회의 절차(Ausschussverfahren),

대표단의 활동(Ausubung der Befugnisubertragung), 재제(Sanktionen) 등을 비롯한 부칙사항

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EU의 ODR 플랫폼 메커니즘

1) ODR 플랫폼의 의의

EU ODR 플랫폼은 회원국의 기존 ADR 기관을 기반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회원국 자체

적인 법률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ODR 플랫폼을 통해 불만사항이 전송된 ADR기관

은 비용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여 자체 절차 규칙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 다만, EU ODR

플랫폼 규정은 분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공통규칙을 확립하는데 의

의를 두고 있다. 예컨대, 공통규칙 중 분쟁해결을 위하여 ADR기관 앞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제참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규칙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ODR 플랫폼을 개발해야 하며 본 규정 목적상 필요한 모든 번역 기

능을 포함하여 그 운영, 유지관리, 자금 조달 및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ODR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고, ODR 플랫폼의 개발, 운영 및 유지, 보

22) 한편, EU ADR은 총5장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성준호, 전게논문, 40-43면.

24)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목적),제2조(범위), 제3조(유럽연합 기타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정의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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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설계 단계(설계상 개인정보보호)로부터 존중되고 ODR 플랫폼

이 가능한 한 취약한 사용자(모두를 위한 디자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ODR 플랫폼은 이 규정에서 다루는 분쟁의 법정외 해

결책을 찾는 소비자와 거래자를 위한 단일 진입점이어야 한다. 이 플랫폼은 EU의 공식

언어로 전자적으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웹 토탈사이트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ODR 플랫폼이 적절한 경우 EU의 소비자와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

트 그리고 특히 결정 2004/387/EC에 따라 설정된 ‘유럽 포털(Your Europe portal)’을 통해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2) ODR 플랫폼의 기능

ODR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a) 제8조에 따라 청구당사자가 작성할 수 있는 전자청구양식을 제공하는 것

(b) 청구사항에 관해 피청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

(c) 유능한 ADR기관을 확인하고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ADR기관

에 청구 사항을 전송하는 것

(d) ODR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와 ADR기관이 온라인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사례 관리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e) 당사자와 ADR기관에게 분쟁 해결에 필요하고 ODR 플랫폼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

의 번역을 제공하는 것

(f) ADR기관이 제10조 (c)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전자형식을 제공하는 것

(g) 당사자들이 ODR 플랫폼의 기능과 분쟁을 처리한 ADR기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h) 공개적으로 다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i) 법정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ADR에 관한 일반 정보

(ii) 본 규정에서 다루는 분쟁을 철리하기 위한 유능한 지침 2013/11/EU의 제20조 (2)에

따라 열거된 ADR기관에 관한 정보

(iii) ODR 플랫폼을 통해 청구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온라인 안내서

(iv) 본규정 제7조 (1)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ODR 접점에 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

한 정보

(v) ODR 플랫폼을 통해 ADR기관으로 전송된 분쟁의 결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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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R 플랫폼의 특징

EU 플랫폼의 특징은 당사자들의 물리적 출석 불필요, 정보보호, 정보 기밀유지 및 보

안, 소비자 정보이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EU ODR의 플랫폼의 특징

특징 내용

당사자들의 물리적

출석 불필요

ADR 기구의 절차적 규정이 허용하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ADR 기관은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물리적 출석을 요구하지 않음

정보보호

ODR 기관은 분쟁의 처리 또는 플랫폼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6

개월)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ODR접속기관은 해당회원국가의 법령에

따라 기밀유지와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함(6개월 후 삭제).

정보 기밀유지 및

보안

ODR 조정기구와 ADR 기관은 전문가 기밀유지 규칙이나 국내법에 규정되

는 해당기밀유지 의무가 준용

소비자 정보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고 역외 온라인 물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

는 거래업자는 ODR 플랫폼과 이메일 주소를 소비자에게 통보

소비자 불만 처리시스템, 회사 옴부즈맨에 불만 양식을 제출할 경우 거래

업자는 ODR 플랫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

자료: 저자에 의한 정리.

(4) ODR 플랫폼의 분쟁해결 절차

ODR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분쟁해결의 일반적인 절차는 1) 신청서의 제출과 수령: 당

사자가 EU ODR 플랫폼에 전자적 신청서 작성 제출하고 ODR 플랫폼은 상대방에게 당사

자들은 ADR기관 선정에 합의하여야 함. 합의가 없을 경우 ADR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불가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ADR 기구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및 사건의 이송: 당사

자가 EU ODR 플랫폼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양당사자는 분쟁해결을 담

당할 ADR 기구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3) 합의된 ADR기구에서의 분쟁의 해결: 분쟁

해결 기관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ODR 플랫폼은 분쟁을 지체 없이 합의된 ADR 기관으

로 전송하며, 이후 당해 ADR 기관은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지 여부에 관하여 3

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당사자에 대한 결과의 통보:

원칙적으로 ADR 기관은 신청서 파일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

사안이 극히 복잡한 경우 재량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기간의 연장과

사안의 종결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통지받아야 한다. 등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23개 공식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EU ODR의 분쟁해결의 효력은 ADR기관의 분쟁결과가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ODR플랫폼을 통한 분쟁해결의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ADR기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구속적(non binding) 결정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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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나, 사업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평면적 결정인 경우나 당사자의사에 따라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서 구속력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결과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25)

Ⅴ. ODR의 효율적 운용방안

최근 B2C 해외직구 거래인 인터넷을 활용한 소액다량의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

서 발생되는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ODR은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대체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ODR은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특히 EU ODR은 전통적 소송절차에서 구제가 미흡하였던 소비자의 소액분쟁을 구제

절차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U는 역내시장을 단일경제권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

를 위한 통일적인 규범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EU ODR이다. EU ODR은 국경을 넘는

소비자분쟁에서 ODR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여 단일창구 역할과 각

국에 ODR 접속기관을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상대방과 ADR 기관에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하면서 기존 ADR 기관을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을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운용상 특징이다.26)

ODR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EU ODR 플랫폼과 유사한 ADR 기관의 정보를 제공

하고 절차의 신청부터 분쟁해결 결과의 통지까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교하

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쟁의 신속한 종

결과 소비자 와 기업에게 장기적인 이익과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거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ODR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판매자는 시장 확보를 통해 자국 판매자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도 국가간 교역의 촉진 및 상대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소비자와 외국사업자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

제 수단으로 EU ODR 분쟁해결수단이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거래당사자간에 효율적으로

25) 성준호, “인터넷을 통한 국제소비자거래에서의 분쟁 해소방안”, - ODR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중재학회지, 2018.6, 268면.

26) 주강원, 전게논문, 7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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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R의 시스템을 구축: 전자상거래에 있어 ODR의 특장점인 신속성, 비용의 효율

성, 공정성, 투명성, 접근의 용이성, 국제적 통용성, 신뢰성, 기밀성, 준수 및 집행의 원칙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ODR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27)과 같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절

차와 규칙을 모델로 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다량의 소액분쟁이 대부분이므로 온라인 중

재의 법적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 속에 조속한 제도적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EU의 ODR 플랫폼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구축하는가에 따라 ①단순플랫폼형(플랫폼만 제공), ②정보제공형(관련법제도 제

공), ③알고리즘형(분쟁관련정보제공)으로 구분되지만,28) 세 가지 시스템만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각각 유형의 중간적인 단계의 형태로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쟁당사자

들이 분쟁해결을 신청한 후 알고리즘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

한 형태는 정보제공형과 알고리즘형의 중간단계의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ODR 시스템을

구축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 유사한 ADR 기관을 통합하여 전문적 ODR 플랫폼 구축: 국내외 유사한

ADR 기관을 통합 하여 전문적인 ODR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

경간 전자상거래로 국제적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적 성격을 가진 온라인 분쟁이 많이 발

생하면서 국제성으로 인해 그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제

적 공동체에 의한 합의를 통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ODR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U ODR 제도는 각 회원국의 ADR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와 연계하여 유럽 전역의 싱글

포인트 개념의 ODR 플랫폼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ODR 기관을 하나의

통합적인 허브로 구축하고 이에 관련된 ODR의 구속력과 집행력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도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 다양한 구현방식을 채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 ADR기관이 ODR

시스템을 어떠한 서비스와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절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상담단계, ②

분쟁해결 접수단계(e-mail, 홈페이지 접수 등), ③협상단계, ④조정 및 중재 단계 등으로

단계별 ODR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단계에 ODR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ADR기관의 유형 및 선택에 따라 각 분쟁해결단계별로 ODR을 적용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접수단계부터 종료까지 ODR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수

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현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반드시 각 단계별로 분쟁당사자의

요구사항과 조정이나 중재 등에 ODR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한 조정과 중재의 효력을 유

지하기 위해 문서의 효력,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동우, 전게논문, pp.67-68 참조.

28) 윤민섭,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해석과 적용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6,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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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 간 ODR에 관한 협정체결과 협력을 강화: 국가 간 ODR에 관한 협정체결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성(국경을 넘는 거래, 소액거래, 소

비자가 구제활동을 하기 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

여 국가간 협정체결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직접협력은 정보공유 등 사전

적 협력수단으로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우리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협력 내

용들은 국가 간 협정이나 협력을 통해 국제 소비자분쟁처리의 기본원칙, 국제 소비자분쟁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업자의 피해보상 방식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소비자 피해보상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국가기구가 일정 부분 피해보상

부담: 국경 간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소비자 피해나 분쟁조정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소비

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공감대만 형성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은 국가간 협약을 통해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문제, 보안문제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

여 국제적인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ODR은 개인이나 민간기구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정

부나 국가기구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고 피해보상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ODR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ODR의 실무적, 기술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ODR의 실무

적, 기술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ODR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분쟁해결로서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잡한 장치나 장비 없이도 이용자들이 손쉽게 OD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ADR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각각 이를 법제

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ODR 보장에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ODR의 구속력

과 집행력의 보장에 관한 제도적인 방안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소비자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구축: 국제 소비자피해구제(분쟁조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내 국제소비자피해 및 분쟁조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상호간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와 사업자가 일정한 합의

를 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ODR과 관련하여 자국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국제소비자분쟁의 범위, 분쟁처리기관의 역할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일반원칙으로 수용하고 구속력이 있는 통일법이나 협약

은 아니더라도 국내법이나 국제법규의 해석근거 또는 지침으로써 각국의 ODR 기관이 이

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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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상기에서 EU의 소비자보호 ODR 제도를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효

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인 ODR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국가 간 공조체제와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간 협약을 맺고 국가내에 국제소

비자분쟁조정을 처리할 기구를 지정하며, 자국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비자분쟁의 당사자와 조정자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이다. 또 조정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행

하는 당사자 소재 정부기구로 한다. 그 처리방법은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의 정부의 분쟁

조정기구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접수하여 판매자 소재 정부기구에 통보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 ODR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소비자의 비용문제와 분쟁해결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비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보상

기준의 적용원칙은 거래의 약정, 국제적인 규범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정하는 순으

로 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장치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

화를 도모하는 취지하에서 ODR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EU의 소비자보호 ODR 제도가 EU를 넘어 범 글로벌화 되는 소비자보호 분쟁

해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ODR 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요약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ODR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내외 유사한 ADR 기관

을 통합하여 전문적 ODR 플랫폼 구축되어야 하고, ㉰단계별 다양한 구현방식을 채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고, ㉱국가간 ODR에 관한 협정체결과 협력을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적 소비자 피해보상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국가기구가 일정 부분 피해보상 부

담하여야 하고, ㉳ODR의 실무적, 기술적 장치를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되어야

하고, ㉴국제 소비자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제소비자분쟁은 표시·광고행위, 거래의 공정성, 대금결제, 수입 식품 및 공산품

의 안전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국내에서 정부부처 간

상호협력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국가 간 협력체계 및 공조의 노력도 선행되

어야 한다.

앞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ODR에 관한 입법제정이 과연 우

리의 소비자보호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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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다만, 본고에서 충분히 연구치 못한 각국 및 국제기구 등의 ODR 입법을 상호 비

교 및 사례분석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면서 이만 결론

에 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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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DR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 EU

Jong-Sam Par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of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ek out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based on these regulations. Third, this stud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transactions by proposing effective and satisfactory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international e-commerce.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cross-border e-commerce, generally explores

ODR, and creates comparisons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ubsequently,

this study looks into domestic ODR system and analyzes the regulations of EU ODR.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ODR regulations in the conclusion.

The EU ODR platform is considered great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s in small disputes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ADR

procedures.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for Korean companies to resolve

disputes that may arise in e-commerce with EU by using the ODR platform.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EU market.

Both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ODR of the EU and establishment of the EU ODR

platfor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in Europ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our businesses in the EU in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U ODR regulations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e useful in relation to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in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Key Words : cross-border transaction,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DR, ODR, EU ODR

Plat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