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12월 29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서울YWCA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업종인 상조업은 과거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
여 다수의 업체가 정리·통폐합되었으나 여전히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
습니다. 또한 폐업 후 해지환급금 반환불능 등 상조업체의 경영실패가 소비자 피
해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 금액은 매우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건전성 지표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무상태가 양호
하더라도 경영이 부실한 경우 재무상태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가입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의 시차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경영성과도 예측할 수 있는 경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조업체의 재무 현황 및 정보 제공의 개
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12월 29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 간

내 용

09:40~10:00

등록

10:00~10:10
(‘10)

인사말

발제자 및 토론자

남인숙 소협 물가감시위원회 위원장(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1.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0:10~11:00
(‘50)

발제

-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2. 선불식 할부사업자(상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 제공의 한계
-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좌장 : 한국YMCA전국연맹 신종원 이사
11:00~11:50
(‘50)

- 토론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지정토론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11:50~12:00
(‘10)
12:00

전체토론
폐회

-

자료집 목차

-

■ 발제
1.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p.3

2. 선불식 할부사업자(상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 제공의 한계
-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p.23

■ 지정토론
∙ 좌장 : 한국YMCA전국연맹 신종원 이사
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2.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3.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

p.39

⋯⋯⋯⋯⋯⋯⋯⋯⋯⋯⋯⋯

p.45

⋯⋯⋯⋯⋯⋯⋯⋯⋯⋯⋯

p.51

4.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

p.57

발제Ⅰ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목차
1. 상조업의 정의 및 유래
2. 상조계약과 소비자보호
3.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4.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5.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6.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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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조업의
정의 및 유래
❶ 상조업의 정의
❷ 상조업의 유래

I

상조업의 정의 및 유래
상조업의 정의

상조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상조업

상조업체로부터 혼례 또는 장례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혼식 또는 장례를 치루기 위해 제공에 관한 계약 중 재화 등을 제공받기 전에 소비자가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분납하기로 약정한 후
대금의 납입 도중 또는 이후에 상 등이 발생한 경우 재
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단,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지정된 경우에는 상조계약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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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조업의 정의 및 유래
상조업의 정의

예시 1) 소비자 갑이 추후 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사 A로부터 장례서비스 등의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
예시 2) 소비자 갑이 추후 상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사 A로부터 장례서비스 등의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장례가
종료한 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3) 소비자 갑이 2년 후 결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해당 일자에 상조회사 A로부터 혼례서비스 등의
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2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I

상조업의 정의 및 유래
상조업의 유래

우리나라
종래

1980년대 이후

두레, 품앗이 등 , 장례업체 등

전문상조업체의 등장(부산 및 경남 중심, 1999년 약 70개 업체)
상조업의 전국적 확산(2011년 약 300개 업체)
상조업체의 대규모화(자본금 3억원 → 15억원, 2021년 9월말 75개 업체)

일본 호조회(互助會 : 우리 상조업체에 해당)

1953년

1959년

나고야시 호조회
(최초)

전국관혼장제호조회연맹 결성
(약칭 : 전호연)

1971년

1973년

전호연공제제도 신설 할부판매법 개정에 따라 법 적용
의 대상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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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조계약과
소비자보호
❶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❷ 상조업에서 법적 소비자보호(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전)
❸ 상조업에서 법적 소비자보호(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후)

II

상조계약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모집인 등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한 상조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의 장기성
- 상조업체의 부도 등의 가능성에 따른 선수금 보장
- 중도 계약해소권의 불인정 및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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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조계약과 소비자보호
상조업에서 법적 소비자보호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후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전

상조업 : 등록제, 법인, 자본금(3억원 → 15억원)

상조업 : 자유업
방문판매 등의 경우에 舊 방문판매법 적용
청약철회, 계약해제(위약금 15%),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의무가입
(선수금 50% 한도)

한계 : 청약철회는 인정되지만,
해제권 등은 인정되지 않음.
선수금 보장장치 부존재

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❶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❷ 결합판매와 소비자문제
❸ 전환판매와 문제점

-7-

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체결방식의 변화
모집인의 방문 등을 통한 상조계약의 체결
⇒ TV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로 상조계약 체결

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①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부정
• 용역의 경우, 용역제공시까지 청약철회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5호)
• 통신판매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상이 발생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청약철회가능.
• 상조회사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만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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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②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규정 미준수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외에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한 경우에 그 대금을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예치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그 대금 전부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조회사는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24조)

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③ 전자상거래법상 환급금 위반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 상조업자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위약금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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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상조계약의 체결방식과 법 위반

- 소비자가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
-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할부거래법 제4조; 전자상거래법 제4조)
-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할 때 할부거래법보다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됨.
※ 소비자가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할부거래법만이 적용됨(방문판매법 제4조 제4항).

청약철회기간

해제권
배제사유
선수금보장

할부거래법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전자상거래법
•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 채무불이행 : 안 날로부터 30일 또
는 공급일로부터 3개월

언제든지. 위약금(전납 기준으로 15%) • 없음
없음

• 용역의 경우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에 행사불가능

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III
ㆍ채무지급보증계약
ㆍ예치계약
ㆍ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
•
•
•

선수금의 50%

• 선수금의 90%(소비자가 20세 미만 또
는 60세 이상인 경우 100%)
• 1인당 보상한도 매 3개월기간 동안 2
백만원 이상
• 결제대금예치제도의 경우에 100%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결제대금예치제도(소비자 선택)

보장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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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결합판매와 소비자문제

(1) 결합판매방식
- 상조상품만의 판매 ⇒ 상조상품 및 가전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
• 결합판매(선불식 할부거래[상조계약] + 후불식 할부계약[가전제품])
• 상조금 납입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 납입한 상조대금 및 가전대금 전액 환급

(2) 소비자문제
-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니지만, 소비자는 사은품으로 오인
- 가전제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쌈(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50%)
- 가전제품 가격의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10년 또는 20년 후 해당 상조회사의 존속 여부 및 존속하더라도 그 대금 환급에 대한 불확실성)

III

상조업의 변화와 문제점
전환판매와 문제점

1) 전환판매
•
•
•

- 상조계약을 크루즈예행계약 등을 전환
상조계약에서 납입한 선수금을 크루즈여행계약의 대금으로 전환
소비자 :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음
사업자 : 회원 탈회에 따른 매출 감소 미발생

(2) 전환판매의 문제점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소에서 상조계약을 크루즈예행계약 등으로 전환할 경우에
할부거래법상 후불식 할부거래를 제외하고 보호방안이 없음
- 선수금 보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음
- 크루즈예행계약 등에 대한 선수금 중 50%를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할 경우에 공제조합의 부실 초래
(이 문제는 공제조합 부분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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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B I L E

IV.

S E R V I C E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G U I D E

❶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❷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점

IV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1)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상 확대
(개정배경)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내용)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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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제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나목에서 “가목에 준하는 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 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
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부수한 재화
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
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의례(장
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IV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2)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인하
(개정배경)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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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점

(1) 여행계약 및 가정의례
- 법률의 위임요건의 불충족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 용역만 제공되는 여행계약은 제외
-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의 적용제외
•
•

크루즈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행시기를 1년 후로 확정한 후 소비자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적용배제
장기간 동안 대금을 미리 분할납부하지만, 이행시기의 확정 여부에 따라 법 적용 여부 및 소비자보호가 상이하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

IV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계점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점

(2) 할부수수료요율
- 적용례 :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전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어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할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할부거래법 제42조의2)
- 개정안에 따른 최고 할부수수료요율은 연 2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지연이자율은 연 15%
-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고, 역으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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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❶ 공제조합
❷ 공제조합의 문제점

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공제조합

(1) 필요성
-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에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지만,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할 경우에
선수금을 환급받지 못할 우려가 높음
- 2010년 이전에 이러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함
- 소비자의 선수금에 대한 안전장치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게 선수금보장장치인 공제조합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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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공제조합

(2) 선불식 할부거래관련 현황(2021년 3월 말)
업체수 가입자 수
75개

684만명

선수금

공제조합

은행 예치

은행 지급
보증

중복 보증

6조 6,649억원

34개 사

30개 사

4개 사

7개 사

총 선수금 6,897억
원의
52.5%
인 3,622억 원을 은
행 지급 보증 으 로
보전*

총
선수금
2조
7,414억
원의
51.9%인 1조 4,235
억 원 보전

총 선수금 2조 8,718억 총 선수금 3,619억
52.1%
원의 50%인 1조 4,359 원의
인 1,887억 원을 은
억 원 보전*
행 예치로 보전

•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
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원, 2021년 7월 9일.

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공제조합의 문제점

(1) 담보금
- 공제조합은 가입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한 경우에 해당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의 선수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가입 상조회사로부터 소비자의 선수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받아야 함
-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의 방식을 도입하며, 소비자의 선수금 중 50%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받고 있음
- 공제조합의 설립을 위해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담보금의 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적은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됨
•
•
•

예를 들어, 조합의 설립시 100억원을 출자한 상조회사의 신용평가가 우수한 경우에 2중 혜택에 따라 출자금 100억
원은 200억원의 담보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출자금에 대해 50% 가산하여 담보금을 계산하면 담보금은 150억원임
이 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150억원을 납입하더라도 조합의 지급보증금액이 200억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합
은 선수금으로 100억원을 받았지만, 지급의무는 200억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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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공제조합의 문제점

- 이러한 문제점은 202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형이 아닌 중규모의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에 공제조합은 소비자의 선수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어 파산할 수 밖에 없음

당시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상조업
계에서는 “공제조합에 선수금 예치금액이 절반정도도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대형
상조회사 한 군데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너져서 가입 소비자들의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두 공제
조합 모두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 예치가 50%에 크게 못 미치고 대형 상조회사 마저 약 5.3%정도 선수
금 예치에 머물러 있어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상조업계가 공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해 있다(전자신문 2015년 2월 3일).

V

할부거래법상 공제조합과 문제점
공제조합의 문제점

(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 공제조합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
- 공제조합 : 민법상 사단법인
- 사원 : 출자금을 출연한 자(상조회사)
- 의결권 : 출자금에 비례
- 최고의사결정기구 : 사원총회(상조회사로 구성)
-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 출자금이 많은 상조회사에 의해 공제조합의 의사가 결정
-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설립한 공제조합이 상조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그 의사가 결정됨으로 인해 소비
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조합원인 상조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전락
- 담보금 비율 결정 역시 공제조합에서 결정하며, 그 의사결정권이 상조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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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❶ 할부거래법 및 관련법령의 정비
❷ 공제조합의 개선

VI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할부거래법 및 관련법령의 정비

(1) 적용 법률의 정비
- 할부거래법만의 적용 또는 현행 유지
- 유동수의원안(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 : 소비자보호의 축소.
- 선수금보장범위의 확대 전제로 할부거래법만의 적용

(2) 적용대상 계약의 확대
- 모든 여행계약 및 가정의례로 확대는 과도한 시장 규제 및 상위법 위반의 문제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소비자피해가 현실적으로 증명된 일부 여행계약 등에 한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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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할부거래법 및 관련법령의 정비

(3) 선수금보장범위의 확대
- 현행 50%에서 소비자의 임의적 해제에 따른 환급금액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
- 점진적으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상조회사의 부담 완화

(4) 소비자의 해제시 위약금 정비
- 위약금 계산에 있어 선수금만이 아닌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

VI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공제조합의 개선

(1)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 공제조합을 사단법인으로 규정한 결과, 상조회사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의사가 결정됨
(1안)공제조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장악 원천적 차단
- 사단법인의 성격을 유지할 경우에도 총회의 의사결정권을 매우 제한할 필요가 있음
(2-1안)할부거래법 또는 시행령에서 공제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원총회의
결정으로 상조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
(2-2안)이사회를 공익이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사회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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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선불식 할부거래업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공제조합의 개선

(2) 출자금에 대한 담보금 전환시 우대적용 및 신용평가를 통한 담보금 지급비율 적용 폐지
- 출자금을 담보금으로 전환시 우대하는 것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한 담보금을 환수 조치 시행
-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용을 통한 담보금 감액제도 폐지와 이에 따라 감액된 담보금 회수

(3) 지급보장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제조합의 경쟁력 강화
- 출자금의 상향조정에 따라 이자수익 등의 발생 예상
- 공제조합이 출자금 및 이자 수익 등을 기초로 소비자피해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소비지피해보상제도(
예치제도 등) 대비 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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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Ⅱ

선불식 할부사업자(상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 제공의 한계

이총희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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ⅾ ᯱᔑ ᖁᙹɩ ᱽ ᇡ₥ ᖁᙹɩ 
ᝅḩ ⩥ɩᖒ ᯱᔑⅾᯱᔑ 
ᮁ࠺ ᯱᔑᮁ࠺ ᇡ₥ ⅾ Ł~ ⪹ɪ᮹ྕᧂ 
ᩢᨦ ⩥ɩ ⮱ ᖁᙹ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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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ࢺʝԋࡒୠ ٔ˒ʹ ۮ
ʟࢴۺ



ܶࢅۺ

ℎᔑaᱶၹ⪹ᮉ

ᩢᨦᯕᯖ

⩥ɩᖒ ᯱᔑእᮉ

ݚʑᙽᯕᯖ

⧕᧞⪹ɪɩ

⚍ᯱᖒ⨆

ᩢᨦ⩥ɩ⮱እᮉ

ᯱᅙᰁ ᩍᇡ

⩥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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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ϔ փ ̘࣮ ەݢ࢙ؿ ߳࣌ە
 ᖁᙹɩ ᨖᬱ ᯕᔢᯙ } ᨦℕ ᵲ ᯱʑᯱᅙᯕ  ᯙ ⫭ᔍ۵ }ᯥ
̘ॶْ  ی  ؿ
ᨦℕॅᯕ ၙ௹ᨱ ᙹᯖᮥ ԕᕽ ᯱᅙᮥ ᅖǍ⦹ḡ ༜⦽݅໕ 
Ł~ॅᮡ Ԋᇡ⦽ ࠩᮥ ࠭ಅၼḡ ༜⦹Ł ᕽእᜅෝ ၼḡ ༜⧁ a܆ᖒ ᳕ᰍ
˅ʌࡿ ۱ܶ̓ࡳ ْॶԸ ࢚В ୠˀঅն ࢆࢼה ࡿەɹ!
Ł~᮹ ᖁᙹɩᯕ ᇡ₥ಽ ᰂ⩡ᯩࠥ ⧕ ݚᯱᔑᮥ  ᮁḡ⦽݅໕
ᯱᅙᰁᨱ ḩ ᯕᮁa ᨧᮭ
ᖁᙹɩᯕ ᨖᮥ Ⅹŝ⦹۵ ⫭ᔍॅ ᵲ ᯱᅙᰁᨱ ḡḡ ᦫᮡ ⫭ᔍ }ᐱ
ᙹ႒ᨖᬱᮥ Ⅹŝ⦹۵ ᯱᅙᰁᯕ ᨦ᳦᮹ ✚ᖒᯕ۵ ᯕᮁಽ ⧊ญ⪵ࡹʑ۵ ᨕಅ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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ʀ˒ʹ ۉ࣌ ۭ˅ؼۉ
&Y᮹ ᯱᅙᮥ aḥ ⫭ᔍa Ł~ᨱí ᖁᙹɩᮥ ᮁ⊹⦽ Ğᬑ
ᯱᔑ  ᇡ₥  ᯱᅙ ᮹ ᔢ┽a ࢉ
݉ᙽ⯩ ᖁᙹɩᯕ ฯ݅Ł ⦹ᩍ ᯱᅙᰁᨱ ḡ۵ äᮡ ᦥܹ

ْॶ 

ی


ᯱᅙᰁ᮹ ᔢ⫊ᮡ ḡᗮᱢᯙ ᗱᝅ᮹ ၽᔾᮝಽ ᯙ⧕ ᯝᨕԉ
Ł~᮹ ࠩᮥ ⇵aಽ ᮁ⊹⦹ᩍ ᖁᙹɩᯕ ᯕ ࡹᨩᮭᨱࠥ 
ᬕᩢᨱ ෙ ᗱᝅᯕ ၽᔾ⦽݅໕ ᯱᔑᅕ݅ ᇡ₥a ⓑ ᔢ⫊ᯕ ࡹᨕ ᯱᅙ
ᰁᨱ ḡí ࢉ

 ؿ

ی


ْॶ 
ࢼה ࡿݢ࢙ؿ
 ߳࣌ەࡿ জ̘ ̘ ࢄ̓ؿҳ הȢ≓ⷓⵎ⊶Ꮖ ♿㭣
 ߳࣌ەࡿ জ̘ ࡈࠏۭ  ݥܕ۟ଙ̘ ҳ ה㶧#㍒㲂 ሾ㝞

 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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ʀ˒ʹ ۉ࣌ ۭ˅ؼۉ
࣏ۘ߶ࢂ ফ̒ ϗɾ ˁࠒ˕۽
Яࡢ߶ܹ

ࠏ
߳
ࢄ
ࢅ

з
̘
ܸ
ࢄ
ࢅ

 ֥ ᩑᗮᮝಽ ᩢᨦᱢᯱෝ ʑಾ⦽ ⫭ᔍ۵
}ᔍ ᵲ }ಽ ӹ┡ԉ


















ࢳࠆѣܶ
Яࡢ߶ܹ
























 ŝÑ ֥e ᔢ᳑ᨦℕ ᗱᯖᄡ࠺⇵ᯕ ᔕ⠕ᅥ

 ݉ ݚʑᙽᯕᯖᮥ ᔕ⠕ᅕ໕ ֥ ᩑᗮ ᱢᯱෝ ʑಾ⦽
⫭ᔍ۵ }ᔍᨱ ᇩŝ⧉֥ ᩑᗮ ⮲ᯱෝ ʑಾ⦽
⫭ᔍࠥ }ᔍa ᯩᮭ
ᔢ᳑ᨦᮝಽ۵ ⫭ᔍa ᯕᯖᮥ ḡ ༜⦹ḡอ
ᩢᨦᙹᯖ ᯕᯱᙹᯖ ⧕᧞ᙹᯖ ॒ ᮝಽ ᯕᯖ
ᮥ ԕ۵ ⫭ᔍa ฯᮭ

ࢳࠆ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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ଢߜܶࢌ ˒Щ ߳ ࣌ۉ
ଥߟܹ ۘࡢ ʎ ࣏ۘ߶ ফ̒ ϗɾ ଢ˃ߖ
Яࡢؒփࡕ






 ⧕᧞ᙹ᯦ ᔢ᭥ } ᨦℕ᮹ ↽ɝ ֥e ⧕᧞ᙹ᯦
⧊ĥ۵ ֥  ႒อᬱᨱᕽ ֥
 ႒อᬱᮝಽ ᔢ⧉
 ֥ ʑᵡ ᇡɩ⧕᧞ᙹ᯦ᮡ ᨖᬱᮥ ʑಾ⦽
"ᔍ᪡ ᨖᮥ ʑಾ⦽ #ᔍ ॒ᮥ ⡍⧉⦽ ᱥℕ᮹
᮹ ᨦℕa ⧕᧞ᙹᯖᯕ ᨖᬱᯕ չᮭ





 ᩢᨦᙹᯖᨱᕽ ⧕᧞ᙹ᯦ እᮉᯕ ᯕᔢᯙ
⫭ᔍ۵ } ⫭ᔍᯕ໑ ᯕᔢᯙ ⫭ᔍ۵
}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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ଢߜܶࢌ ˒Щ ߳ ࣌ۉ
ࠏ߳࠶ܶࢅ ࣵ ଢߜܶࢅࡿ ࡿײ


ᩢᨦᙹᯖ ᯕᯱᙹᯖ ⧕᧞ᙹᯖ
ᯕᯱᙹᯖ Ł~᮹ ᖁᙹɩᮥ ɩᮖʑš ᩩ⊹ෝ ☖⧕ ۵ ᙹᯖ
⧕᧞ᙹᯖ Ł~᮹ Ԋ᯦ɩ ˀ ⧕ḡ⪹ɪɩ ⧕ḡಽ ၽᔾ⦹۵ እᬊ



ᩢᨦᙹᯖᨱᕽ ⧕᧞ᙹ᯦ እᮉᯕ ᯕᔢᯙ ⫭ᔍ۵ } ᯕᔢᯙ ⫭ᔍ۵ }ᯥ
ଢߜܶࢌ ˒ ࡪٵЩଢߜ ˔ԭ ߜ˔ ʣੲ ଔ࠾
ᯕᯱᙹᯖᮥ ☖⧕ ݚʑᙽᯕᯖᮥ ʑಾ⦹۵ ᨦℕ᮹ Ğᬑ ᖁᙹɩ ᩩ⊹⩶ᯕ۵ ᨦ᳦᮹ ✚ᖒ
ᮝಽ ᯕ⧕⧁ ᙹ ᯩᮭ݅อ ⧕᧞ᮝಽ ᯙ⦽ ᙹᯖᯕ ŝࠥ⦹Ñӹ ᩢᨦᗱᝅᅕ݅ ⓑ Ğᬑ
⧕᧞ᨱ ᧞ ⦽ݡš ॒ᯕ ᗭእᯱᨱí ḡӹ⊹í ᇩญ⦹í ᱢᬊࡹŁ ᯩ۵ḡ ᩍᇡ 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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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ࢼ̊ ࡅࡈ ̓ ٵܒଔ࠾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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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ᔢ᳑ᨦℕᨱᕽ ⚍ᯱಽ ᯙ⧕ Ñᧂ᮹ ᗱᝅᮥ
᯦۵ Ğᬑ ݅ᙹ ၽᔾ

ʑ┡᮹ ݡᗱᔢbእ
֥ ᨖᬱ

 Ł~᮹ ᯱɩᮥ ⟡ऽᨱ ⚍ᯱ⦹ᩍ ᗱᝅ ၽᔾ⦹Ñӹ
ĥᩕ⫭ᔍෝ ☖⦽ ᇡ࠺ᔑ šಉ ᔍᨦ ᩢ᭥ ॒
 ᇩ⪶ᝅᖒᯕ ⓑ ᭥⨹ ⚍ᯱෝ ⦹۵ Ğᬑ ᯩᮭ

֥ ᨖᬱ
֥ ᨖᬱ
ⲷ
✚ᙹšĥᯱ ݡᩍɩŝ ᳦ᨦᬱ ⬂ಚ
šಉ ᗱᝅ ḡᗮᱢ ᯙ



 ᙹᯖᯕ ၽᔾ⦹ࠥ Ł~ᨱí ᙹᯖᯕ ႑ᇥࡹ
۵ äᯕ ᦥܭอⓝ Ł᭥⨹᮹ ⚍ᯱ۵ ᗭእᯱᨱí
ᱩݡᱢᮝಽ ᇩญ⧉

࣏ۘ߶ ੵԽୣ

߳࣌ەࡿ ࢟ࢼב૯ ٔۮ

ଞ˲ٸܕЯࢂୣ יɼʃ܁ݤ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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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ۉ
ᵝᵝ᮹ }ᯙ ၰ ✚ᙹšĥჶᯙ
%یЕ ѦɼМऎ̀߾ оଞ
ᨱí ᨖᬱ ᯕᔢ᮹ ᯱɩᮥ
ۘܘ८ ࡶܘϗ ߮
ݡᩍ⦹Ł ᯩᮝ໑ ᯕ ᵲ ᨖᬱ
ϗ ߮ ࢉݥଜˈ ߭
ᯕ ⫭ᙹa ᨕಖ݅Ł ❱݉
આ߾ оଞ ˕۽ɼ ࣚए ߉
ⲱ֥ ݡᗱᔢbእಽ ᨖᬱ
ࡸ
ᯙ⧉
!הչଞ આԻ ࢉଞ ݨܘ

㶧#㡷⟖ኾኂⵎ⯾ⴖ ሮᵖḚ
ⴶ㬚 ❎⢢

$ۉ

%یЕ ѦɼМऎ̀߾ оଞ
ۘܘ८ ࡶܘѦɼМऎ̀߾
ๅࠥa܆᷾ǭᨱ  ⦽ݡᗱᔢ₉ᗱᮥ
оଞ ۘܘ८ ࡶܘĜϗ 
֥ ᨖ ֥ ᨖ
߮Ĝϗ ߮ ࢉݥ
ᯙ⦹Ł ᯩᨕ ⚍ᯱᨱ  ⦽ݡᖒŝ
આ߾ оଞ ݨٕ˕۽ଡ
a ᳬḡ ᦫᮭ
㶧#Ὢ㬚 㟪ⵎḚ ⴶ㬚 ❎⢢
ϗ ߮ϗ ߮
ࢉݥଜˈ ߭ આ߾ оଞ
˕۽ɼ ࣚए ߉ࡸ
㶧#Ὢ㬚 㟪ⵎḚ
!הչଞ
આԻ ⴶ㬚
ࢉଞ ❎⢢
ݨܘ

%ۉ
ⲱ֥ ⬂ಚྙᱽಽ ᯙ⧕ ʑ┡
᮹ ݡᗱᔢbእಽ ᨖᬱ ᯙ
%ݨܘ

㶧 ኾὪ❊㯾Ḛ ⴶ㬚 ❎⢢

ᗭእᯱ᮹ ᯱᔑᮥ ᇡᝅ⦹í ᬕᩢ⦽ äᮥ ᨦ᳦᮹ ✚ᖒᯕŁ չʕ݅໕ ᯕ۵ ᗭእᯱෝ ʑอ⦹۵ ä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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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ːࢺʝԋࡒୠࡿ ࢟ ؼࢺבː ݡʅ୕
• ᖁᇩ ⧁ᇡÑ௹᮹ Ğᬑ ᰍྕᔢ┽a ᧲⪙⦹ࠥ Ğᩢᯕ ᇡᝅ⦽ Ğᬑ ᰍྕᔢ┽ ᦦ⪵ࢁ ᙹ ᯩᮭ
• ✚⯩ a᯦ᱱŝ ᕽእᜅ ᱽŖᱱ᮹ ₉a ⓑ ᔢ᳑ᨦᮡ ᗭእᯱ᮹ Ğᩢᖒŝᨱ  ⦽ݡ໕ၡ⦽ ❭ᦦ ℎࢉ

• ⫭ĥᱶᅕ۵ ݅ᙹ᮹ ᯕ⧕šĥᯱෝ ᱥᱽಽ ݉ᯝʑᵡᨱ  ᯲ᖒࡹᨕ ᗭእᯱ ᯕ⧕ ᱽŖ ᇡᝅ
• ŖᱶÑ௹᭥ᬱ⫭᮹ ᰍྕᱶᅕ Ŗ ᗭእᯱa ᛞí  ᙹ ᯩí Õᱥᖒ ḡ⢽ ᨱ
ᙹᯖᖒ Ğᩢᖒŝ ᩢᨦᯕᯖ ᯱᅙᰁᩍᇡ ॒ ḡ⢽ ॒ᮥ ᱶʑᱢ Ǎℕᱢᮝಽ 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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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ːࢼ࣌ଟࡿ ࢟ ؼࢺבːʋ ଔ࠾
• ᔢ᳑ᨦℕॅ᮹ ᖁᙹɩ ᵲ ᯕᔢᮥ ᩩ⊹ ੱ۵ ᅕ᷾ᨱ a᯦ ᮹ྕ⪵ ⧩ᮝӹ ᅕ᷾᮹ ᝁࠥ ᩍᇡ۵ ⪶ᯙ
ᨕಅᬡᯕ۵ Ŗᱽ᳑⧊ᮡ ᰍྕᨱ š⦽ ᔍ⧎ᮥ Ŗ}⧁ ᮹ྕ ᨧʑ ভྙ
• ⧁ᇡÑ௹ჶ ᱽ ᳑۵ ŖᱶÑ௹᭥ᬱ⫭a ⦥⦽ Ğᬑ ᨦྕ ၰ ⫭ĥᨱ šಉ⦽ ᅕŁᕽෝ ᱽ⇽⦹ࠥಾ ⦹Ñӹ
Ŗྕᬱᯕ ᯕෝ ᳑ᔍ⦹í ⧁ ᙹ ᯩᮭ

  ؼࢺ ࡿٵܒࡅ ЙԬ ବ ࡳەଛ ˩ࡨ ࢼː
• ᗭእᯱa ᔢ᳑ᕽእᜅ ᖁ┾ ၰ a᯦ ᵲᨱࠥ ᨦℕᨱ  ⦽ݡᰍྕᱶᅕ ॒ ݅᧲⦽ ᱶᅕෝ ᱢɚᱢ á☁⦹Ł
⪽ᬊ⧁ ᙹ ᯩࠥಾ Ʊᮂ ᱽ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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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ࢼ ֱ
  ࡅࡈ ی ࡿ߳࣌ەлଛ ̊ࢼ ଔ࠾
• ᔢ᳑ᨦℕa ✚ᙹšĥᯱ᪡᮹ Ñ௹ᨱᕽ ၽᔾ⦽ ₥ǭᮥ ᱽভ ⫭ᙹ⦹ḡ ༜⦹Ñӹ ✚ᙹšĥᯱᨱí ᯝqᮥ ༑ᦥ
ᵝ۵ ॒᮹ ⧪᭥۵ ᗭእᯱ᮹ ࠩᮝಽ ᔍᱢ ᯕᯖᮥ ⇵Ǎ⦹۵ äᯥᔢ᳑ᨦℕ᮹ ḡӹ⊽ ᭥⨹⚍ᯱᨱ ᯩᨕ ⚍ᯱ
a ᝅ➉⦹۵ Ğᬑ ᗭእᯱ۵ ᱢᱩ⦽ ᕽእᜅෝ ᱽŖၼḡ ༜⦹۵ ᭥⨹ᨱ ⧉
• ᯱɩ ᬕᬊᨱ  ⧕ݡᇥᄥಽ ᔢ⦽ᮥ ࢱ۵ ॒ ᗭእᯱ ᯱɩ ᬕᬊᨱ  ⦽ݡȽᱽ ษಉ⧕

 ଢߜୗ̔̓ ˔ԭ ૯࣮ߜ˔ ʣੲ 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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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Ⅰ

이승혜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목차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규제의 연혁
상조업체 재무정보 분석 현황
상조업체 정보제공 개선방안

1.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규제의 연혁
□
⇒

년대에 상조 분야에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년 월 할부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 대한
규제 도입

□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
⇒ 재무상태 파악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을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상향

년 할부거래법 개정

□ 결과적으로 규제 도입으로 과거 대비 소비자피해는 감소 추세로 보이나
여전히 선수금 미예치 폐업으로 인한 납입금 손실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
⇒ ①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향상 유도방안 ②소비자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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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조업체 재무제표 분석 현황
□ 공정위는

년 상조업체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후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한 편 이를 가공 분석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 중
ㅇ 특히 회계감사보고서 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 자료요청
선제적인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
□ 한편 현재 회계감사보고서의 분석은 건전성 분석에 치우쳐 있어
앞으로는 건전성 수익성 특이사항 특수관계자 대여 자본잠식 등
다각도로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범위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적인 분석 범위에 대해서 유관기관 및
업계와 논의가 필요
□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은 연

회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제출과 제출 사이 기간에 일어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어려움
⇒ 연중 발생하는 재무상태 악화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나 감시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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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조업체 정보제공 개선방안
□ 결론적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 향상 유도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임
ㅇ 공정위의 법령 개정 공제조합과 협업을 통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제공 역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그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구두 서면 등으로 제안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
□ 두 번째로 상조업체 재무정보의 분석 범위와 재무상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임
① 먼저 어떤 회계지표를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 수익성을 판단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② 또한 상조업체의 자본잠식 특수관계자 대여 등에 대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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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Ⅱ

변웅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선불식 할부사업자(상조업) 제도 개선 관련 토론문
변웅재 변호사
이총회 회계사님과 고형석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즉 상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흔히 상조업은 일반 소비자가 향후의 장례를 대비하여 미리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매우 특수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도 적지 않은데,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조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는 사례
둘째, 원래의 상조회사의 사업이 다른 회사에게 이전되어 상조계약이 승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상조계약 해지에 의한 해약금 반환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
셋째, 상조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원래 사은품이라고 생각되었던 상조결합
재화의 대금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사례
위와 같은 분쟁들을 처리하면서 어떤 상조회사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약금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해약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을
일종의 사업모델(business model)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총회 회계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른바 해약수익
금이 상조회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
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조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원래 사은품이라고 생각되었던 상조결합
재화의 대금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사례 관련
해서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상조계약을 가입하면
금붙이와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서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상조회사
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계약을 해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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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은품으로 주었다던 금붙이와 가전제품의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
다는 통지를 받고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전제품의 대금은 일
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금보다 더 고액이었습니다. 이후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셔서 다행히 상당한 비율의 대금의 감액
을 받으시고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출연했던 어느 상조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들 일부는 심지어 상
조업 자체가 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장기간의
불입을 통해서 향후의 장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상조업 자체의 기능
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거 무수히 난립했던 상
조회사들이 정리되면서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대형 상조회사 하나가 잘못될 경우 소비자들에
게 미칠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예
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두분 발표자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상조업을 계속해서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고형석 교수님의 깊이 있
는 분석을 들으면서 할부거래의 한 종류로서 상조업을 규율하다고보니 소비자
나 사업자, 그리고 규제당국 모두 법률적, 제도적 처리에 있어서 점점 더 복잡
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거
래법에서 상조업에 관한 규정들을 분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추
가하여 상조업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간
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렇
게 되면 더욱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할부거래법에도 다양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기는 합니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개념틀을 유지하다 보니, 소비자가 보기에는 당
연히 상조 서비스에 포함되어 규제되어야 할 것들이 이 개념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한 할부거래법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다보니 상조업에 관하여
충분한 규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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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여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상조의 결합상품 판매를 규율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할부거래법의 규제 방식을 넘어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단순
히 자산 규모나 업계 순위를 가지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조업의 특성상 고령소비자의 보
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기존의 할부거래법이라는 틀이 적절한지 의
문이 듭니다. 이점에 관한 두분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상조 서비
스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토론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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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Ⅲ

박준승 실장
(상조보증공제조합)

토론 자료

202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무제표
정보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토론자료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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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상조 찾아줘 상조 포탈(Portal)화


상조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지 않음
- 상품 정보를 찾고, 사용 후기를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한 후에 상품을 구입하게 됨
- 소비자가 회사의 경영(재무회계) 정보을 접했을 때 이를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가
도 회사의 정확한 미래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임
- 따라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복잡한 숫자 정보가 아닌, 직관적으로 상품을
비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회사의 평판, 상품 품질(구성), 가
격 정보 등임


비교 가능한 상조 관련 정보를 모아 놓은 상조 포탈 필요
- 소비자가 상조회사, 상조상품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음
※ 보건복지부 산하 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e하늘장사시스템에 장례식장, 장례식
장 상조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는 있지만, 상조회사, 상조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는 없음

- 공정위가 주관하고 상조 공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상조
포탈화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장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상장
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상조회사(11개사) 안내
㈜대명스테이션, 부모사랑(주),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우정
라이프, ㈜보훈상조, ㈜위드라이프그룹, 디에스라이프(주), 더케이예다함상조(주), ㈜평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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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상조 그대로 법제화


좋은 취지, 저조한 이용 실적
- 내상조 그대로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 실적이 저조함
- 내상조 그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예) 공정위가 고시를 제정해서 절차에 따라 내상조 그대로 참여 회사 선정(참여 회사
에 대한 평가와 보상 필요), 내상조 그대로 가입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고시에
명확히 함
※ 현재 15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회사 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50% 현금 보상 대신 100% 서비스 이행 보증
- 폐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50% 현금 보상 대신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한 상조
서비스 100% 이행보증이 효과적임

- 폐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50% 현금 대신 100%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
우처(이행보증증서) 지급
- 소비자는 상이 발생했을 때 이 바우처(이행보증증서)를 사용해서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내상조 그대로 참여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이행 후 피해보증기관에 피해보상금 청구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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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법제화 기대 효과
- 일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피해보상기관의 부실화 위험 해소
- 소멸시효(3년) 종료로 인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 보증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구
제 방안 마련 가능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상조회사에 대해 공정위, 지자체가 적시에 법 집행 가
능
※ 현재는 공정위, 지자체의 강력한 법 집행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
해 신속한 법 집행을 주저하게 하고 있음


기타 고려 사항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혼례, 여행, 크루즈 등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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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Ⅳ

이흥근 사무국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제공 개선 토론자료
대한상조산업협회
(업계상황)
□ 출혈경쟁, 많은 회사들 적자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선수금보장범위의 확대_ 현행 50%에서 임의적 해제 환급금액까지 보장범위 확대
□ 선수금 보전제도(50%)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류로서 기능
□ 보장범위 확대는 업계부담
2. (선수금보전관련) 출자금에 대한 담보금 전환시 우대적용 및 신용평가를 통한
담보금 지급비율 적용 폐지
□ 특정회사의 납입금에서 아닌 전체 Pool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ㅇ‘내상조 그대로’제도도 적극 활용(소비자에 유리)
ㅇ 가장 안전한 것은 현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산의 효율적 활용 안됨
□ 따라서 우대정책은 상조업계의 기반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ㅇ 가용자산 확대운용을 통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 소비자보호 연결

(선불식할부사업자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
3. 공정위 재무정보 공시강화
□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지표 제공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소비자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공
□ (장기적으로) 협회차원에서 제공 필요
ㅇ 금융업계에서는 소비자(투자자)보호 교육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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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조업 자산운용 규제 필요
□ 자체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 필요
ㅇ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지침」(권고사항)을 준수
(소비자보호지침 Ⅲ. 권고사항/ 5. 기타권고사항) 라. 대주주, 계열사 등
을 위한 대출 투자 등을 지양하고, 장례발생 빈도 등 회사 특성을 감안
하여 상조서비스 제공, 해약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

6. 해약환급금 관련 표준약관 검토필요
해약으로 인한 수익이 과도하거나 영업손실보다 큰 경우 해약에 대한 약관 등
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 여부 검토필요
□ 상조업계 아픈 모습(출혈경쟁)
□ 해약이익의 대응으로 해약손실도 존재 → 과도한 이익발생 어려운 구조
ㅇ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해약이익)에 대응되는 해약손실이 영업외비용 또는
다른 곳에 계상되어 있기도 함
A사
해약이익
해약손실

FY2020
37.5억
54.7억
(영업외수익)

B사
FY2019
30.8
29.2
(영업외비용)

FY2020
64.7
51.5
(영업외수익)

FY2019
28.8
67.2
(이연모집수당 주석)

ㅇ 영업모집수당과 해약손실(예)
온라인영업/ 모집수당(70)/ 1회납입(1.8)_39회납입(70.2) 손익분기점(관리비 미감안)
→ 39회 前에 해약하면 전부 손실발생(70+해약환급금)
□ 최근 해약환급금관련 개정(2021.11.19 시행)
ㅇ 환급률(81%→ 85%)/ 모집수당(15.3%→ 10%)/ 관리비(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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