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인년(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조정학회와 고려대학교 법률연구원이“조정제
도에 대한 공법적 쟁점”이라는 대주제 아래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무엇보다 금년은 검은 호랑이(Black Tiger)의 해로, 대학의 상징이
호랑이인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조정학회 제43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조정(Mediation)이 주로 민사사건 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적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반
면에,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공법영역에 있어서 조정제도는 그 도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
지 그 한계는 무엇이고, 조정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공법학 분야
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화해권고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공청회
를 개최한 후 이 부분이 빠진 채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다 철회하여 현재 답보상태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7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에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과연 조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제1세션의 좌장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제2세션의
좌장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조발제는
학회의 관례와 전통에 따라 “조정제도와 공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회장이 퇴임사에 갈음
하여 자유롭게 발표할 것입니다.
제1주제는 “행정소송에서의 조정제도의 도입방향”으로 한양대 로스쿨의 박현정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였고,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
점”이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여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이
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주제는“행정심판법상 조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과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는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조
정제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의 실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
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법정책적 고찰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주제의 토론은 이은상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과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의 구성원 변호사
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2주제의 토론은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왕승혜 한국
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활
발한 논의 속에 입법적 방향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학술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행사의 제의에 흔쾌히 수락하여 빛나는 공동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을 해 주신 김하열 고려대 법학연구원장님과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님, 그리고 법
률신문의 관계자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사회의 조정제도 발전에 의기투합하여 지난
2년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동고동락(同苦同樂)한 한국조정학회 집행부 임원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만 신춘지절(新春之節)에 개최되는 학술행사와 정기총회에 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고, 학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2. 1. 28.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한국조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한국조정학회 제43회 학술대회 -

일 시 : 2022. 2. 18.(금) 14:00~17:50
장 소 :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공동주최 : 한국조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후 원 : 국제조정센터(KIMC), 법률신문사
대주제 : “조정제도에 대한 공법적 쟁점”

- 프로그램 -

◯ 전체사회 : 김세준 (한국조정학회 총무이사)
시

간

14:00~14:20
14:20~14:30
(10분)

세 부 내 용
접

수

개회사 :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환영사 :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제1세션 좌장 :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조발제 “조정제도와 공법적 쟁점”
: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50
❏ 제1주제 :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 도입방향
(80분)
발표 :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이은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15:50~16:00
(10분)

휴

식

제2세션 좌장 :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 제2주제 : 행정심판법상 조정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
16:00~16:50
(50분)
발표 :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6:50~17:20
(30분)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17:20~17:50
(30분)

정기총회

17:50

폐회사 :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