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관련 해외현지조사
싱가포르 방문 결과보고

2019. 1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I. 출장 개요
□ 방문 목적
ㅇ 조정원 직원들의 싱가포르 조정센터(SMC)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조정능력 향상 및 조정원과 싱가포르 조정센터와의 지속적인 교
류를 위한 후속조치 논의
ㅇ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국제조정센터(SIMC)를 방문하여 중재
및 조정 제도의 운영 실태와 실적 등 정보 습득

□ 주요 방문 일정

일자

주요 일정 내용
□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 방문

10. 7.(월)
~
10. 8.(화)

ㅇ교육훈련 프로그램(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for Professionals
Program – Module 1) 참가
※ 강사
- Chee Wei-Lin, Associate of the SMC
- See Chen Yang, Principal Mediator and Fellow of the SMC

10. 9.(수)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방문
※ 면담자
- Michelle Chaim Xiu, Deputy Centre Director

10. 10.(목)

□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방문
※ 면담자
- Chuan Wee Meng, Chief Excu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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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 및 기간
ㅇ 출장자: 강지연(건설하도급팀 조사관), 문경현(제조하도급팀 조사관),
양현욱(제조하도급팀 조사관), 박가영(가맹거래팀 조사관),
오현주(운영지원팀 주임)
ㅇ 출장기간: 2019. 10. 5.(토) ~ 2019. 10. 10.(목) (4박 6일)

II. 주요 방문 성과

□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조정원 직원들의 전문적인 조정 노하우
습득과 향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 논의*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방문기관별 주요 논의내용 참고

ㅇ 싱가포르 조정센터(SMC)에서는 조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정인 양성 및 갈등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ㅇ 조정원 직원들의 ‘전문가를 위한 전략적 분쟁 관리(모듈1)’교육 참석을
통해 전문 조정기술 훈련 및 조정 노하우 습득(수료인증)

ㅇ 향후 싱가포르 외 타 지역에서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조정원 직원들의
참가 가능성

□

국제 주요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관을 방문하여 조정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 습득과 조정원과의 지속적인 교류 논의

ㅇ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의 업무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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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 후 계 획

□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운영 시스
템을 가지고 있는 SMC의 선진 조정 기법을 우리 원 조정 실무에 활용
(ADR)

ㅇ 당사자 출석 조사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역할, 비밀 엄수 의무, 조사관의
역할 등을 기재한 SMC의 조정 매뉴얼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

ㅇ 분쟁 조정에

유용한 당사자의 관심사(Interests) 파악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대안(Alternatives)과 조정안(Options) 제시 스킬 등을 직원들에게 전파

□

이번 방문을 통해 습득한 분쟁 조정 노하우(Know-How)를 향후 우리
원 직원 교육에 활용

ㅇ 조정 전문 교육을 수강한 직원이 분쟁조정실에 최초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분쟁 조정 스킬을 전파

□

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SMC에서 주관하는 조정인 전문
교육에 우리 원 직원들의 지속적 참여를 추진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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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방문기관별 주요 논의 내용
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방문

□ 면담자
ㅇ Michelle Chiam Xiu, Deputy Centre Director, SIAC

1. 국제중재센터 개관

ㅇ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1991년 설립된 국제분쟁 중재 기구로서, 아시아 최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관임

ㅇ 특히 2010년 7월 아시아 중재기관 최초로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ator)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임시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긴급중재인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2. 운영현황

ㅇ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2018년 402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무역
(Trade) 및 광고(Commercial) 사건이 46%를 차지하고 있음

년도
중재 신청건

2014년
222

2015년
271

분쟁 분야

Trade

Commercial

비율(%)

27

19

2016년
343

Maritime/
Shipping
18

2017년
452

Corporate
15

ㅇ 2018년 기준 SIAC의 사건 중 약 84%는 국제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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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Engineering
11

2018년
402

Others
10

ㅇ 특히 2018년에는 한국 국적의 분쟁 당사자가 접수한 사건이 41건으로 미국(109
건), 인도(103건), 말레이시아(82건), 중국(73건), 인도네시아(62건), 케이맨제도(53
건), 아랍에미리트(51건)에 이어 8번째로 많음

Ⅱ.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방문

□ 면담자

ㅇ Chuan Wee Meng, Chief Excutive Director

1. 국제조정센터 개관
ㅇ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2014년 11월 설립된 국제분쟁 조정 기구이며, 싱가포르
법무부가 SIAC의 성장을 모델로 삼아 설립함

ㅇ SIMC는 SIAC에서 접수된 중재 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하는 경우 조정으
로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시행하고 있는바(중재–조정-중재), 이는 중재 판
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른 분쟁 해결 및 비용의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음

2. 국제분쟁 조정규칙 소개
ㅇ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조정을 수행할 조정인을 공동으로 선정하며 조
정인 선정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SIMC가 조정인을 선정함
ㅇ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움
을 구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함

ㅇ 당사자들은 조정신청비용, 행정업무비용 및 조정인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고, 당사
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SIMC는 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음

ㅇ 중재-조정-중재에 따른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SIAC와 SIMC와의 협약 내에서 필요
에 따라 조정규칙을 수정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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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싱가포르 조정센터 (Singapore Mediation Centre) 교육

□ 면담자
ㅇ Chee Wei-Lin, Associate of the SMC
ㅇ See Chen Yang, Principal Mediator and Fellow of the SMC

1. 싱가포르 조정센터 개관

ㅇ 싱가포르 법학원(SAL)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사법부의 조정업무 규정에 근거
하여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조정기관임

2. 싱가포르 조정센터(SMC) 교육프로그램 개관

ㅇ SMC는 기관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음
- 협상 교육(Negotiation: From Deal-Making to Deal Management): Role Playing과 Simulation
Practice를 통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협상의 이해와 준비를 도와 협상력 향상을 도모함
- 조정인 교육(Mediation: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for Professionals – Module 1, 2): 분쟁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방향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를 통하여 분쟁 관리와 해결에 대한
기술의 향상을 도모함
- 준조정인 인증 평가(Associate Mediator Accreditation Assesment): 조정인 교육 Module2를 이
수하면 준조정인 인증평가를 통하여 조정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ㅇ SMC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싱가포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의
기관 및 개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조정원의 교육 참가는 이번이 여섯 번째 참가임

ㅇ 조정원 직원들이 참여한 ‘조정인 교육’의 경우에는 두 명의 강사가 약 20명의
참여자에 대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원 직원을 제외한 참여자들의 국적은
모두 싱가포르로 변호사, 사기업 직원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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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인 교육(전문가를 위한 전략적 분쟁 관리 Module 1)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ㅇ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됨
① 협상 (Negotiation): 최대한의 당사자 참여와 주도
② 조정 (Mediation): 최소한의 외부 개입
③ 중재 (Arbitration): 최소한의 당사자 참여와 주도
④ 소송 (Litigation): 최대한의 외부 개입

ㅇ 조정절차는 분쟁 해결에 당사자 외의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재나 소송과는 달리
제3자는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며 여전히 당사자
가 분쟁해결의 주체임

ㅇ 조정절차 진행 단계
- SMC에서 제시하는 조정절차 진행 단계는 크게 문제정의단계(Problem-Defining Stages)와 문
제해결단계(Problem-Solving Stages)로 나뉨

<문제정의단계>
① 조정인 및 당사자 인사
② 조정인 모두진술
③ 신청인 모두진술 및 요약
④ 피신청인 모두진술 및 요약
<문제해결단계>
① 의제 설정, ② 쟁점 탐구
③ 개별 회의, ④ 공동협상 회의
⑤ 합의
출처: Mediation: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for Professionals-Module1(7-8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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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정의 요소
-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인으로서는 ①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주된 관심사(Interests)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② 이러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사항(Options)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③ 이러한 선택사항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Criteria)을
찾고, ④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협조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s)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⑤ 함부로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지 않고 당사자와의 교감을 통한 관계(Relationship)를
설정하여야 하며, ⑥ 당사자의 의사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소통(Communication)을 하고, ⑦ 당
사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한 뒤에 실현가능한 약속(Commitment)을 이끌어 내어야 함

ㅇ 조정 면담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 조정 면담은 크게 ① 조정인 모두진술, ② 합동면담, ③ 개별면담, ④ 최종 합동면담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고, 각 단계마다 조정인으로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과정에서의 Role Playing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하
고 실제 조정 면담 시 적용하는 것이 중요

구분

고려 사항
- 인사 및 소개
- 조정인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고 조정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칠

The
mediator’s
opening
statement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조정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편파적이지 않음을 알릴 것
-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
- 조정절차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점을 알리기
- 해당 조정절차에 대한 규칙 정하기(상대발언 중 끼어들지 않기)
- 조정절차 참여 및 진행에 대한 당사자 동의 구하기
- 당사자 진술에 대해 기록하기

The first
joint session

- 자세, 시선처리 등 Body language는 공평하게 할 것
- 당사자의 주된 관심사를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이끌어낼 것
- 당사자의 진술을 잘 듣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 요약할 것
- 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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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사자의 별도로 조정을 진행하는 단계로, 개별 면담 과정에
Private
sessions

서 한 진술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것
- 당사자 스스로 해결안을 찾도록 유도할 것
- 진술을 잘 듣고 이해한 부분에 대해 요약할 것
- 개별 면담 종료 시에도 재차 비밀이 보장됨을 상기시킬 것
-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Subsequent
joint session

도록 격려할 것
- 조정인 스스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동을 삼갈 것
- 합의되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할 것
- 합의 후 사건처리에 대해 안내할 것

ㅇ 교육과정에서의 Role Playing과 Simulation Practice 참여

<사례 1>
참여자들은 Alpha Ltd와 Beta Ltd로 나뉘어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아래의 조건 아래 총 8회에 걸쳐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매출을 올리는데 최종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이 남도록
팀 회의를 통하여 제품을 가격을 설정하라
Price Charged by Alpha Ltd
$30
$30
Price Charged by
Beta Ltd

$20

$10

($10,000,000)
$10,000,000

$20

($16,000,000)
$1,000,000

($1,000,000)
$16,000,000

($7,000,000)
$7,000,000

($1,000,000)
$14,000,000

$10

($14,000,000)
$1,000,000

($14,000,000)
$2,000,000

($2,000,000)
$14,000,000

($4,000,000)
$4,000,000

<사례 2>
- Peh는 작곡가이고 Seng은 가수로서 같은 아파트에 이웃으로 살고 있다.
- Peh는 중요한 드라마 노래 작곡을 의뢰 받았고 Seng은 중요한 오디션을 앞두고 있다.
- Peh는 작곡을 위하여 집중을 하여야 하나

Seng의 소음으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Seng은

Peh의 항의로 인하여 연습에 방해를 받고 있다.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인의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시오.

- 9 -

<사례 3>
- Swa Lai는 Up and Up Manufacturing의 부서장이고 Avery Rozario는 이 회사의 사장이다.
- Swa Lai는 얼마 전 무단결근을 이유로 Avery Rozario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 그가 회사에 정식 휴가를 신청하거나 결근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갑자
기 아팠기 때문이며, 그는 이를 그의 동료에게 알렸으나 동료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회사의 해고는 형식상으로 정당하였으나 Swa Lai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인의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시오.

<사례 4>
- 주유소를 운영하는 Wong과 새로이 이웃으로 이사 온 이웃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이웃은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음과 오수로 행정기관 등에 계속해서 진정을 넣고 있고
이로 인해 Wong의 주유소 영업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
- 소음과 오수는 주로 주유소의 24시간 세차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 그런데 Wong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있고, 이웃은 그의 집에서 무허가 도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인의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시오.

4. 조정원 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혜택 확대 논의
ㅇ SMC에서 개최하는 ‘전문가를 위한 전략적 분쟁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Module1과 Module2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SMC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odule1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의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ㅇ 향후 조정원 직원들이 Module1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
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ㅇ 또한 SMC가 싱가포르 외 타 지역에서 조정 교육을 개최할 경우 우리 원 직원의
참여에 대해 SMC의 Executive Director인 Loong Seng Onn과 협의가능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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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MC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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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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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C

교육 및 기관 방문 사진

2019. 10. 7. ~ 8.
SMC 교육

2019. 10. 9.
SIAC 방문

2019. 10. 10.
SIMC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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