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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의 지정 토론자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님과 강남대 공공
인재학과 유주선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제2주제의 지정토론자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현정 교수님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지원 교수님께서 참여하
여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플로어의 종합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현장에 참석한 회원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학술행사가 되어 학술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희
망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의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회 김세준 총무이사, 계인국 연구이사를 비롯한 집
행부 임원분들의 헌신과 학회에 대한 열정에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번 학술행사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도래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과 조정제도
의 변화를 탐색하고 실질적 논의속에 학문적 성과를 거두는 학술행사가 되기를 기
원합니다. 힘찬 기운으로 희망차게 도래할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壬寅)년 새해에
가내 평안과 행운 및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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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인공지능과 법
— 분쟁해결 절차의 새로운 지평 —
1)

김 광 수*

Ⅰ. 서론
Ⅱ. 인공지능법의 확산을 보는 시각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쟁조정제도 등
Ⅳ. 과학기술 발전에 따르는 분쟁의 성격 변화와 법원의 역할
Ⅴ. 법과 분쟁해결 지평 확장에 관한 법이론적 모색
Ⅵ. 결론

Ⅰ. 서론
존경하는 김용섭 회장님, 홍기태 원장님 그리고 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뜻깊은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맡게 되어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법: 분쟁해결 절차의 새로운 지평｣이라
는 주제로 얕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문장은 서술체로 작성되어 있습
니다.
최근 법학 분야의 연구주제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논문이 폭증하였다. 헌법, 행정
법, 민법, 형법 그리고 다른 법분야 등 전공을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이 인공지능법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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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그리고 배달 주문 등 비대면 활동이 는 현상도 전자
적 사회행위를 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장래의 사회는 곡절이야
있겠지만 전자사회로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대된다. 연자는 올해 여름에 ｢
인공지능법 입문｣이라고 하는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오늘 발제를 하는
인연을 얻게 되었다. 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서술의 구조를 설
명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설명하였다. 제2장
에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를 바둑(보드게임), 자율주행차, 첨단의료, 음성인
식을 대표로 하여 상황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공지능법의 일반론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의 바탕이 되는 법들 즉 ｢전
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놓았다. 제5장에서는 로봇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 가능할 것인지의 논의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인
공지능의 확산에 따라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중립성,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정책의 방향 그리고 새로운 복지 관념으로 부상하는 기
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제7장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인공지
능 확산에 대응하는 법학의 전망과 역할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오늘은 그간의 인공지능법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법적 분쟁
양상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법 체계에 관하여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법의 확산을 보는 시각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heaven)”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 말도 이미 구약성경 전도서에 나와 있
는 명구이다. 그간 법학 분야에서 전통적 법적 시각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준 분야
로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들 수 있겠다. 인공지능법은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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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의하여 촉진되는 분야인데 이미 환경법, 유전공학에 관한 규제 등에서 과학
기술이 법학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를 접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공지능법이라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법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인공지능에 관한 독립적인 입법이나 법체계는 완성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시각에 의하면 인공지능법은 아직 그 형상이나 대상
이 모호하기 때문에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공지능을 독립적인 테마로 하여 연구하고 논의를 확산시키
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발전단계에 있고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지 분명하
지 않지만 바로 지금이 규율의 방향을 정하기에는 적기라는 점이다. 나중에 인공지
능의 악형향이 분명해져서 이를 고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엄청나
게 들 뿐만이 아니라 수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1)
둘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용 방법에 따라서는
인류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양태를 미리
잘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그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논자
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핵무기,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라
고 경고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법분야가 증대하면서 기존의 법학적 체계로서는 대
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종래의 법이론은 일상에서(off-line), 사람들을 중심
으로(human–centered), 느리게(slow) 발생, 변경, 소멸하는 법 현상에 관해 다루었
다. 그러나 인공지능법은 통신망을 통하여(online), 기계와 사람 간에(between human
being and machine), 빠르게(at the speed of light) 발생, 변경, 소멸되는 법 현상도
함께 다루기를 요청한다. 그러기 때문에 종래의 법체계나 법이론으로 완전히 커버하
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기존 법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근대 서구를
좇아서 발전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선진 사회의 법
1)

이를 콜링리지(Collingridge) 딜레마라고 한다. “변경이 쉬우면 그 필요성을 예견할 수 없
다. 변경의 필요성이 명백할 때 변경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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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공부하여 이를 적용하면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전자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금의 상황은 종래의 법학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고 있
다.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와는 체계가 다른 영미법 기
반 위에 기초하고 있고, 거대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국의 국익과도 연결되므로 규제
에 소극적이다. 우리가 일부 법이론을 참조하고 있는 일본은 전자적 사회 경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팩스와 도장 문화에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어렵
다. 오히려 최근 이슈가 된 인앱(in app) 결제 등 규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촉발되
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 분야에서 우리가 벼랑2) 위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관련 법적 문제에서도 첨단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쟁조정제도 등
이상의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의 행사 주제인 분쟁해결로 넘어가기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
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3조)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는데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7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
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법 제49조 1항)
｢소비자보호법｣ 상의 소비자보호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의 비영리민간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2)

벼랑은 보통 막다른 장소나 퇴로 없는 곳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곤경에 처해 있지만 동시
에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무협지의 주인공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기연
을 만나 무공이 상승하거나 진검 비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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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작동한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들의 온라인 쇼핑, 뉴스보기, 위치 정보, 메신저 활동, 검색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하며 또한 이 공간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
빅데이터의 이용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침해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며 이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조정, 집단분쟁조정 그리고 단체소송이 전혀 새로
운 현상은 아니다. 그간 다수의 법에서 소위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이 규정되어 활용되어 오고 있다. 가령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2조) 이를 구체화하는 법으로 ｢환
경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임무를 맡고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이 법 제35조의2). 재정도 마찬가지이다,(법 제
42조 제3항)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이
법 제45조의2) 한편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조정은 재판과 다른 분쟁해결 절차로 유용하다. 즉 법관이 아닌 사람이 개입하여
분쟁에 대한 해결 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면 재판을 거친 것과 동일
하게 분쟁이 종결된다. 민사조정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민사재판
중에라도 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담당재판부 혹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은 정식의 재판보다는 유연하고 간이한 분쟁 해결의 기회
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런데 조정에
의한 사건의 해결은 기대보다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에 비례하여 재
판이 제기되는 건수가 많은데 소송당사자는 재판에 의한 종결을 원하고 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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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등의 방법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
한 사건의 종결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모양이다.3) 재정이 신청된 사
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 하는 등의 제도도 있지만 어디까
지나 재판이 우선적 절차로 인정된다.
민사조정에 비해 환경분쟁조정이나 개인정보분쟁조정은 법률가 이외의 위원이 관
여하고 집단분쟁조정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다. 조정 등의
자세한 사정은 개별 주제 발표로 미루고 여기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르는 분쟁의 양
상과 그 해결절차의 새로운 무습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Ⅳ. 과학기술 발전에 따르는 분쟁의 성격 변화와 법원의 역할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의할
때에도 법원은 사회적 갈등의 해결 중심지이다. 그리고 법관의 우수성과 사법제도의
중립성이 법원에 대한 신뢰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사건 해결을
하는 방법이나 양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하여야 한다. 여
기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변화의 모습을 약간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난 10월 25일 오전에 한 통신망 제공 업체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 89
분 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업체 통신망 3천 500만 회선의 사용자들은 전화
를 할 수 없었고, 배달신청을 못하였으며, 온라인 결제와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하
지 못하였다. 이 접속 장애로 인한 피해액은 350억 ∼ 400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았
다. 통신사는 개인에게는 일인당 일천원, 소상공인들에게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
기로 정하였고, 이 금액은 다음 달 청구액에서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
다. 그리고 전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용자의 고충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물론 개
인적으로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
는 방안은 열려 있다.4) 이와 같이 통신망의 장해로 인한 손해는 집단성, 소액성, 우
3)

이영진, 법원의 조정제도의 현황과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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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등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
을 미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분쟁 해결 역할은 사안의 성격상 원천적으로 제한
되어 있다.
(2) 국내 다수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WfO)｣를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환
자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추천 치료법, 고려 치
료법 그리고 비추천 치료법을 제시한다. 이때 그 이유를 자료를 통하여 근거를 제시
함으로써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IBM 사는 “왓슨은 의사를 대체하지 않
는다. 왓슨은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5)라고 하여 법적 책임을 차단하고 있
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의 의료 기술은 스스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역할과
그 양향력에 비해서 법적인 논쟁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다.6)
(3) 미국의 가석방 조건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콤파스(COMPAS)의 활
용을 두고 위스컨신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 자체를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여
도 이 알고리즘의 결정이 유일한 판단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7) 신
체의 자유에 관련된 판단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에 맡겨서는 안 된
다고 본 것이다. 이는 영국의 자연적 정의에서 유래하는 사람(동료)에 의한 판단을
받을 권리와 결부되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8) 통계와 자료의 축적으로 인한
범죄 위험의 판단에서 기계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 기계는 감정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기에 속지도 않는다. 그러나 법정책의 오랜 전통은 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놓는다. 이 부분이 인공지능 사법의 앞날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
다.

4)

5)
6)
7)
8)

이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제26회 삼성화재배 준결승전 두 매치가 비대면으로 화상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접속장애로 인하여 당일 대국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날 다시 시작되었
다. 통신장애는 대국자들의 경기결과를 바꿔 놓았을 수도 있다. 단, 그 검증은 할 수 없다.
즉 다음날 패자가 전날의 통신장해로 인한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불가하다.
최윤섭, 의료 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8, 76면.
졸저, 인공지능법 입문, 내를건너서숲으로, 49면.
State of Wisconsin v. Eric Roomis, 7. 881 N.W. 2d 749.
졸저, 위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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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상은 발이 느리다(Ideas travel slowly).”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9)을
발표하며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60년이 지난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버틀러
법(Butler Act)을 제정하여10)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를 가르친
교사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스코프스(Scopes) 교사는 공개적으로 진화론을
교육했다고 선언함으로써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사건은 종교, 교육, 과학 그리고
법적인 쟁점이 혼재되어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의 거센 공격, 거물 정치인들의 기싸
움이 가미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재판의 미국 전역에 실황중
계를 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사안을 있게 만
든 버틀러 법은 주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스코프스 교사에
내려진 100 달러의 벌금은 배심원의 평결 없이 부과되었다고 대법원에 의하여 취소
되었다. 그 결과 사건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는 않았다.11) 변호인들은 진화론에 대
한 과학적 토론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실정법이 명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법정에서 과
학적 토론을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형식주의 혹은 법실
증주의를 취함으로써 법정이 과학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의
전통적인 기능은 사회의 질서유지이지 진리 탐구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대적 분쟁은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인공지능 거대기업의 정책에 의

9)
10)
11)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이 법은 테네시 주 하원에서 71 대 5, 상원에서 24 대 6으로 통과하였다.
Lawrence M. Bernabo / Celeste Michelle Condit, Two Stories of the Scopes Trial, Legal
Theory and the Natural Sciences vol.Ⅵ, p.80. 1925년의 재판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미국
법정에서 다루어진 첫 번째의 큰 사건이었다. 이후에 1968년 아칸소 주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 법률에 교육자들이 반발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진화론의 교육을 금지하는 이 법률은 특정한 종교관을 보호라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이후 1981년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육하는 때에는 창
조과학 이론도 함께 그리칠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the Balanced Treatment for
Creation-Science and Evolution-Science Act)을 입법하였다. 과학자들과 학술단체들은 이
법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여 이 법에 대
해 7대2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dwards v. Aguillard, 482 U.S. 578 (1987). L. 레너드
케스터 / 사이먼 정 지음,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현암사, 2012, 10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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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통적 정의 관념에 의하여 그리고 법원의 자율적 위치 정하기에 의하여 새로
운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분쟁의 해결에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임기응변 식으로 무마되거나, 학술적 논쟁으로 그치거나, 본질적인
해결에서 비껴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질서에 편승하는 식으로 외면된다. 그리고 때로
는 조정이나 화해 등의 대체적 분쟁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식적 분쟁 해
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Ⅴ. 법과 분쟁해결 지평 확장에 관한 법이론적 모색
1. 인공지능이란
오늘의 논의를 요약하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분쟁해결의 모델은 무
엇인가?”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늦었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 낸 지능이다. 계산, 추론,
예측, 음성 인식, 번역, 대화 등을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016년 알파고라는 프로그
램이 프로 바둑기사를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
었다.12) 인공지능은 단순한 코딩이나 계산기가 아니라 복잡한 추리와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 기계이다. 수학, 컴퓨터 공학, 뇌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첨단
과학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협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은 현대 과학기술의
총집합이며 또한 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기술이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어 인공지능의 존재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법원 밖의 인공
지능과 법원 내부의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종전의 규
칙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 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출현은 불법행위나 형사책임의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또한
12)

알파고는 처음에는 수십만의 기보를 입력하여 이를 바탕으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국
하였으나 그 다음 버전은 바둑의 기본원리와 규칙만으로 스스로 수를 찾는 방식으로 변화
하였다.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바둑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 프로그램으로 발전
하였다. 여기에는 인간 뇌의 분석에 의한 신경망 기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

10

인공지능이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노동 시장의 지형을 바꿈으로써 노동법과 사회복
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적 대응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
는 입법 및 판례 분석 도구가 개발되어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 대응 및 해결
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법원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행정법
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
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국의 판례에서 가석방 결정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현재의 법감정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이다.

2. 사법제도의 변화의 세 가지 요인
그러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법관에 의한 판결 중심의 사법이라는 태평성대
(太平聖代)도 영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균열의 양상은 대략 세 가지로 예측된
다. 첫째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의 가능성이다.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결과적으로는 반쪽의 만족이다. 패소한 당사자는 억울함을 가슴에
묻는다. 결국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게 된다. 이
러한 신뢰가 깨어지면 현재의 사법은 변화를 요구받을 것이다. 둘째는 인공지능의
능력 상승이다. 기계가 입법과 판례와 법이론만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정서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법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 의한 재판이 아닌 기계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당장은 실현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공고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로봇
이 사람과 마찬가지의 능력을 보유하는 일은 당분간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나머지의 가능성은 인간의 의식 자체의 변화이다. 우리 법질서가 전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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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개개인의 자유와 이성적 판단에 대한 존중, 자신의 이익과 함께 공
동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가 효율성, 비용 중심으로 축이 이전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대체
하는 분쟁 해결 방법 혹은 글로벌 인공지능 거대기업 주도에 의한 사적인 해결 등
이 우세를 점할 수도 있다.
항상 모바일 기계를 옆에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이 첨단의 기계가 제공하
는 뉴스와 정보와 오락과 신상품 광고 속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법원이
라고 하면 서초동의 큰 건물이 아니라 핸드폰 안의 가상 공간에 있는 가공의 장소
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속의 재판관은 어떤 모습일까.

Ⅵ. 결론
이야기가 질서 없이 흘러왔지만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기
술 시대에 우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묻게 된다.13)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보
장’을 의미한다.14) 그 내용으로는 법원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적정한 비용부담에
의한 사법제도 이용, 신속한 사건의 처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사법권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혹은 법관의
직권으로 다양한 사건 종결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 즉 사법권의 내용이 반드시
정식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사건을 종료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조정이나 재정 혹은
중재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
앞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의 성질에 의하여, 거대기업
의 정책에 의하여, 자연적 정의의 원리에 의하여 그리고 법제도가 가지는 형식적 측
면에 의하여 법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성능과 무관하게 법원은 당분간 전통적인 사법의 역할을

13)
14)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1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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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산업, 노동, 물류, 소비,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의 구조를 바꾸고 종내 사람의 심성까지 바꾸어 놓을 가
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법원은 소극적 사법
혹은 형식적 법실증주의에 안주하여 사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위험에 처
할 수 있다. 현대 인공지능 모바일 시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법이론 및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법적 통제망의 사각지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어도 법이
나 법원이 혼자서 사회의 도도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품
어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법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더욱 선명히 함으로써 기계
시대의 진입에 대해 경계하고 나쁜 쪽으로의 변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은 할 수 있
을 듯하다. 하여간 사회가 변화하면 늘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핵심
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될 것
이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대책
부를 설치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벌써 시작되었다면 지원이 보다 강화되
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
다.

【제1주제】

1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15

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17

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19

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21

2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23

2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양천수

25

26

【토론문】

28

토론문 / 계인국

29

【토론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토론문
1)

유 주 선*

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법과 분쟁해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양천
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행 분쟁해결 모델의 기본 구조’를 검
토해 주셨고, ‘제4차 산업혁명과 분쟁해결 모델의 토대 변화’와 함께 ‘분쟁해결 모
델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 교수님은 특히, 18~19페이지에서 ‘소송폭발 사회와 법원의 부담 증대’를 인식
하시면서 ‘소송폭발과 분쟁해결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과학기술과 분쟁의 결합 및 법원의 역량
문제’ 및 ‘대법원의 전문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행정부의 조정제도의 활성화 또한 그 의미가 퇴색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정제
도와 같은 ADR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역시 분쟁해결의 경제성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1)
가운데 조정제도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토론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1) 2021년 6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 제45회 입법정책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이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2층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유
주선, “데이터 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기법조 제27호, 경기지방변호사회,
2020, 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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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분쟁제도 실질화 개정방안
1. 필요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소송보다 신속하게 침해중지, 손해배상 등을 통한 구제 방
안으로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조
정절차가 종결되고,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진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입법례
참고할 입법례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
취와 환경분쟁조정법 제3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
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13. 8. 6.>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토론문 /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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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
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
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
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
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3.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정참여 의무화를 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실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출석･진술요구, 자료제출 요청, 사건 관
련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불응이나 거
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합니다. 셋째, 조정안 수락 간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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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일정기간 내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
우 거부에서 수락한 것으로 간주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Ⅲ. 결론
오늘 “인공지능과 법: 분쟁해결 절차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해
주신 김광수 교수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조정은 재판과 다른 분쟁해결 절차로서 정식
의 재판보다는 유연하고 간이한 분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
만,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이 기대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신청 당사자
들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결론 도출의 의문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
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조정불응건수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1건, 2020년 29건
등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관의 조사권 부재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대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문 26페이지와 관련하여, 행정형
분쟁조정의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
다. 또한 ‘일반 조정법’ 제정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영미
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2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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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분쟁해결 절차와 수단의 변화: 리걸테크와
플랫폼, ODR”에 대한 토론문
1)

박 현 정*

한국조정학회･사법정책연구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
회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이신 김병필 변호
사님의 발표는 먼 미래의 일, 혹은 저와 관계없는 일 정도로 생각해 온 리걸테크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리걸테크가 가져올 편이성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이러다가 정년퇴직 전에 교수라는 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
는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발표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리걸테크의 활용 범위를 소송사건에서의 사실관계 분석 및 리걸 리
서치, 특히 판결문의 검색과 분석, 결과 예측 외에도 계약 자문과 규제 준수 관련
자문 및 및 Reg-Tech, Sup-Tech 등 규제감독 및 법률 서비스와 행정･사법 작용 전
반에 리걸테크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리걸
테크의 활용 전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리걸테
크가 하나의 시장으로 안착한 상태에서 우리 법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그러한 시도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걸테크가 우리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호사 제도와의 조화와 공존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 리걸테크 서비스와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법률서비스)와의 공존
최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
*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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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1) 위 사건에서 1차적 쟁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
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
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이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 아닌 자가 일반인에게 형량예측 서비스를 할 수 있
는가, 그리고 같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소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떠한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
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
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
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대한변호사협회는 로
톡의 플랫폼 서비스가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값으
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
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로톡의 사업
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사등
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
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
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들의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2) 표면
적으로는 로톡의 변호사소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문제의 전면에 서 있는 듯하지
만, 결국 형량예측서비스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전체의 미래가 위 분쟁의 결과에 달
려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1)
2)

머니투데이 2021. 11. 29.자 기사, “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76426 <2021. 12. 7. 최종검색 >
법률저널 2021. 9. 15.자 기사,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두고 법률플랫폼 갈등 증폭”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329 <2021. 12. 7.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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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는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변호사가 전담하는 “법률 사무”
내지 “법률 서비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헤치지 않는 조화로운 공존 방안은 없을
지요? 이에 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리걸테크 서비스와 데이터의 수집･집중
앞의 질문이 기존 법제도와의 조화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의 질문은 리걸테크 서
비스의 정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리걸테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서
비스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은 2013. 1. 1.부터 확정된 사건,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은
2015. 1. 1.부터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공개되고, 신청사건의 결정문 등은 제공되
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서나 기타의 관련 문서도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개
선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리걸테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어떠
한 방식으로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집중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리걸테크의 미래와 법이론의 혁신
마지막으로, 혹시 리걸테크의 본격적인 활용이 법이론에 혁신에 걸림돌이 될 우려
는 없을지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법률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따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기존의 결과가 비판없이 수용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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