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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ଡ
˔ԭ
أն

<ࢼ أ״390࣌(ॶࢄٖבପ˒ ܕଢ؎>)ەЕęॹהɼ ॹ ࢂהΰࡈ߾ ࣙࡵ ࢇଭࡶ ଜए ߅
Тଞ Ҷ߾Е ॹ̀Е ܘଥؑۘࡶ ঐ˱ଟ ܹ Ь. ̐ԜΟ ॶࡿ˅ ࡿבΜ ˒ࢄ ࢄߴݥପ
ଜ ܶ ߴʬ Ѷ ҳВ ̍ԙଙऌ ߂ПଙЩĚˈ ̍ࢽ(ˈࢂ ࢢ࣑ٕ ࢂݨ˕ : ॹ הऎ)
<ٖɹଡԬ>˕ ˗ଜࠆ ࡉչΟԂ શԷЕ ߾߶یʯ ߭۰ ٙɼତԯࢇԄęࡒࢆࢄ ̍ ۉ
߳ࡿ ऌ؎ࠏࠄ  ۭ۟ଛ ۉʟࡰԸۭ ̍ ߳ۉɹ ܶ ࡿەЬࡳ Щଙࠎߪѣ ࢄծ
ࠓەଙʝΜ ،ऌଙВ ʥࢄ ٖɹЙଙࠎࡵࢄ ࢆࢺѵВ ۉʟĚࢇԂˈ ࢽࢂ.
<سࢺۉʾ>˕ ˗ଜࠆ ࡉչΟԂ શԷЕ ę˃ߟ ۽վࢂ ̛টɼ ѹ ࢵୃ ࢇࢽی ضˁѸˈ
кیɼ ˃ߟࢂ ۽վ кࢇ ݤձ ࠖʺଟ ܹ ߷߹ࡳֲ, ̐Ի ࢉଜࠆ ˃ߟࡶ ̐оԻ ࡪएଜ
Е ʨࢇ кࢇ ࢂیଥ߾ ࣸоଞ ٙ̎ࡶ টԎଜʠΟ ˃ߟࡶ ʼଞ ּࢶࡶ б۽ଟ ܹ ߷
Е ˁࡉ߾Е ˃ߟࣱܹ ࡕࢂ ࠖ࠹Ի۰ ضࢽیˁࡶ ࢇࡪԻ ˃ߟࡶ ଥࢿଜʠΟ ଥएଟ ܹ
Ь. ࠆ̛߾۰ ֆଜЕ ࢇࢽیԄ кیҚ߾ʯ ˃ߟ ۽վࢂ ̛টɼ ѹ  ࡶࢽیɼչੁˈ,
кیҚࢇ ˃ߟࢂ ̛টԻ ۔ए ߉ࡵ ࢇࢽیΟ ߭Г ࢊ؏кیɼ ضˁ߾ Ҭհ ٙࢇ࢈ࢇ
Ο ࡢଵࡶ ҿ߇̛Ի ଞ  ࡵࢽی૦ଡѸए ߉ЕЬ. ˁࢿۘଢ଼ ҟࢂ ضѰࡳԻ к߾یʯ ܘଥ
ɼ ̛ۢшԂѦ ଢչࢶࢉ یԆࢂ ࢠ߾۰ ضࢽیˁࡶ ࠖʺଟ ܹ ߹Ьִ ضࢽیˁࡶ ࢇ
ࡪԻ ˃ߟࡶ ଥࢿଟ ܹ ߷Ь. છட ˀ ࢳܓˀߜۭВ ˀߜࡿ ʹ ࢄ ࠧݡପ  ࢄۉ ݡɻ
̎ࢄ ̘ ҳ הзۉҗࢄ ࠓەଜ ܶ ߴ߶ш سࢺۉʾࢄ ۟ଜ ɹЙ ࢄۺϦऌր, ࢄԙ
ଛ ʾࡆѣ  ˀߜࡳ ଢऌଙԫֱ ʾࢼࢳ ەࡿ ୕سԸ зۉʬ ٖࢄࢅࢄ ۟Щ
В ʥրࡰԸВ ْ࣍ଙ˅ ۭ ࠾ ؿʟࡳ স࣍ଙࠃߛ ଛЩĚ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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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ଡ
ٔࢧ
࣌ࢺ
בݥ

•
-

 ˃˗ݨیʦੵ ࣯߇ࢺ
ԻΟ 19ɼ ˃ߟࢂ ࢇଭ߾  ࢽѦ(˃ߟʼ ̛ݤ, ˃ߟࢇଭ  ̛ݤҟ)
˗ ࢽٕ к˲ࢂ ࣏
ߦ্ࢂ ଔଥࢂ ࢽѦ
 ࢂٸܕઞܹଞ ۘଢ଼˕  ࢂ߶یˁࢿࢶ ۘଢ଼

• ߟ˗ ҟ ˃ߟ۰ ʦੵ
- ٙɼତԯ, ضࢽیˁ ҟ ˗ ࣏ତ Еए ࠆٕ
- ઞࡪ ࢂ˗ߟط୪ ࢠ࣯  ۽ɼМ(ٕࠆ ۽ઞ ࠆଭ˃ߟࢂ ˁࡉ)
• ࢪٗٸܕଥʼ ࣱ̛ ʦੵ
- ࢪٗٸܕଥʼ ࣱ̛ ʎࢽ ࢷ
- ࢪٗٸܕଥʼࣱ̛ ʎࢽ ୯
• ˱ࢶ  ߾ࢽیҬԂ۰ הॹ ۘئٙࢇଭ, ٙɼତԯ, ضࢽیˁ ئչ ࢶࡈ
• ˱ࢶ  ߾ࢽیҬհ ࡕփଜˈ ଢչࢶࢉ ࣏ࢽ Ϡԯ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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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ଡ
ٔࢧ
࣌ࢺ
בݥ

• ࡪ طઞघ
(1) ˲࠹ ࠆଭ ˗ ˃ߟ ଥࢿ
- ˃ߟּࢶ б ۽ɼМ ࢇ۽ɼࢠ άࡸ(ࢇଭٙМ ࣱܹ)
-  ࢂ߶یଔଥɼ ɼࢠ ਾ
- ତ˓ی, ଥ࠹ ܺ ܕ߶ҟ ࢇଥ˗˃ ࣑ࢢ
- ˃ߟ ضˁ ɼМࡸࢶ ۽
- ઞ  ݤָ(ݕࢇ ࢂ˗ߟ ط۶ָ ࢂࢇ הଭ ࠆٕ)
- ࣏ࢽ ɼМ ࢇ۽ɼࢠ άࡸ
- ࢠ̛ɾ ࢇࡖ ؏(ݥcredit ٕࠆ) ঈչ ࡪѦ یԷ
(2) ˲ΰ ࠆଭ ˗ ˃ߟ ଥࢿ
- ؏ࠇ Я˃طԻ ˃ߟࢇଭ ɼМ ࠆٕ શЯ
-  ࢂ߶یଔଥɼ ˲࠹ࠆଭ ˁࡉؿЬЕ ࡸ
- Ьհ ࢇଥ˗˃ ࢶࡸ
- ٙ ̖ߖ ࣏ࢽ ؏ࡳݥԻ ࣏ࢽ ɼМࡸ ۽
17

ਊԸΜ 19 ˔ԭ ۉଡ
ٔࢧ
࣌ࢺ
בݥ

• ࡪ طઞघ(˃)ܖ
(3) ଭ(یʼݥ, Ѫ ҟ) ˗ ˃ߟ ଥࢿ
- ؏ࠇ Я˃طԻ ˃ߟࢇଭ ɼМ ࠆٕ શЯ((4)ࠪ (5) ؿЬЕ ࠒଯࢇ ਾ)
- ࢪٗٸܕଥʼࣱ̛ؿЬ ϩࡵ ࡢߟ̖ࡶ ̍ࢽଞ ߟ˗ࢂ ୪ԯ ࢇݕ
- ˃ߟ ضˁ ɼМ ࢽ࣏ ܹࡕࢉ(ࡸ ۽ӖЕ ࢊࢽ ضˁ)
- ٙ ̖ߖ ࣏ࢽ ؏ࡳݥԻ ࣏ࢽ ɼМࡸ ۽
(4) ଼ ݛҟ ˗ ˃ߟ ଥए
- ؏ࠇ Я˃طԻ ˃ߟࢇଭ ɼМ ࠆٕ શЯ((5)ؿЬЕ ࠒଯࢇ ਾ)
- ࢽۘࢶࡳԻ ࢇࡈ ɼМଞ ̛ɾ ˃߭ ࢂۏԮࡏ(ࢂ ࢶהஉ߶˕ ؈ࢶ உ߶)
- ˃ ࢂߟ˃ܖଥएԻ۰ ٙ ̖ߖ ࣏ࢽ ؏ࡳݥԻ ࣏ࢽ ɼМࡸ ۽

(5) ଝࡕ ҟ ̛ ˃ߟ ଥए
- ؏ࠇ Я˃طԻ ˃ߟࢇଭ ɼМ ࠆٕ શЯ(ۘоࢶࡳԻ ɼࢠ ࡵ ࠒଯ)
- ࢽۘࢶࡳԻ ࢇࡈ ɼМଞ ̛ɾ ˃߭ ࢂۏԮࡏ(ࢂ ࢶהஉ߶˕ ؈ࢶ உ߶)
- ˃ ࢂߟ˃ܖଥएԻ۰ ٙ ̖ߖ ࣏ࢽ ؏ࡳݥԻ ࣏ࢽ ɼМ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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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Դ – ˯࠶ ࠃପˀߜ ଢࢼ(1)
˔ݥۉˀ

• ݦঐࢉࡵ 2019. 12. 7. ೠೠ ܱଛ ؏ˈ˝ܞձ  ˈؿଔݦঐࢉ ȿȿઆ߭
ࢂ ࠆଭۘ૽ ęتઝΧ ЬΫ/ࢇ߇ 5ࢊĚ(1ࢉ 499,000ࡕ)ࡶ 3ࢉ ࠖߟ ݦঐ
ࡶ ଜࠑЬ. ݦঐࢉࡵ 2019. 12. 12. ଔݦঐࢉ˕ ࡪ۴ ۘжࡶ ଥ ࠆଭ ࢊ
ձ 2020. 2. 6. ষ؈, 2. 10. Ѧ९ࡳԻ ࢽଜࠑˈ ଔݦঐࢉࡵ ݦঐࢉ߾
ʯ ࠆଭ ࢊࢽ ؈ܞଜࠑЬ. ݦঐࢉࡵ 2019. 12. 13. ଔݦঐࢉ߾ʯ দ 3
ࢉ ࠆଭ߾ оଞ ˃ߟ̖ 600,000ࡕ (1ࢉк 200,000ࡕ)ࡶ ए̗ଜࠑˈ
2020. 1. 16. ̖ 897,000ࡕࡶ ଔݦঐࢉ߾ ए̗ଜࠆ 3ࢉ ࠆଭ˃ߟ о̖
দ 1,497,000ࡕࡶ ࠬΨଜࠑЬ.
• ̐Ԟі ԻΟ ࢇԜ ݛࡳۏԻ ࣸ˲ ୃए یɼ 100ָࢇ φЕ ۘ
ଢ଼ࢇ߹ˈ ࢇձ ݛ৷ࡶ ଥ ࢻଞ ݦঐࢉࡵ ࠆଭ ʎ(ݤষ؈)ࢊԻٕਫ਼ 9
ࢊ ࢷࢉ 2020. 1. 28. ଔݦঐࢉ߾ʯ ࠆଭ ˃ߟ ଥࢿձ ࡁঐଜࠑЬ. ̐ԜΟ
ଔݦঐࢉࡵ 2020. 1. 31. ݦঐࢉ߾ʯ ̗̖ࢇ ߷Ьˈ зضଜࠑЬ.
• ݦঐࢉ ࣯ࢠ : ݦঐࢉࡵ оଝה̒ ߾ࡕػଜЕ ɾֲࢇی, ˃ߟ۰Ѧ ˬٕ
؇ए ׃ଜࠑࡳֲ ࠆଭ یઞ ߾˗ߟطоଞ ࢽ ؿҙए ׃ଡ. 50% ٙஜ
• ଔݦঐࢉ ࣯ࢠ: ࠹ˬٕ  о ˗یࢉ ߾ݤЕ ࠆଭ ऑଭ߾Е एࢠࢇ ߷
ࡸࡶ ࢉѸ߹ˈ ୃए ࢉ ʼ˕߾Ѧ ষ؈  ଭ߾یѦ ߅הԞ ߭Ԯࡏࢇ
߷Е ʨࡳԻ ࢉѻ. ࣱߟ˗˕Е طʎԻ ઞࡈࢶ ࢇ˗ߟطѸЕ ۘ૽ࢇ
ֲ ઞ ˕˗ߟࣱ ࡵ˗ߟطЬծʯ طѦࢂ ɼ ܹܹՎɼ ؈ۢଡ
19

ਊԸΜ 19 ˔ԭ ۉԴ – ˯࠶ ࠃପˀߜ ଢࢼ(1)
࣌ࢺ߄

• ଔݦঐࢉࡵ ࢇ یʢ ˃ߟࢇ ઞࢂ ߾˗ߟطଞ ˃ߟ߾ ଥкଜװԻ দ ʼࢿ
о̖ࢂ 50%Е ٙࢇ ٙɼМଜЬˈ ࣯ࢠଜΟ, ઞ ߾˗ߟطоଞ ۶ָࢂ
ࢇ הଭ ࠆٕĜ, ‘ઞ ߾˗ߟطоଞ ݦঐࢉࢂ Ѱࢂ ࢸ८Ĝ ҟࡶ ଔݦঐࢉࢇ 
ऎଜࠆߞ ଡ߾Ѧ ٙ˱ଜˈ ϡী ࢿ˓ ҟ ࢶ̑ࢶࢉ  ࡶָܕଜए ׃ଜࠑЬ.
• Ьփ, ٗࢪ࣏ࢽࢂ ীएЕ ߦ кیɼ ۘ ߦؿଜࠆ ଢչࢶࢉ ࣏ࢽ߇ࡶ
Ѧষଜࠆ ࡳܞܕԻ ؈ۢଜʯ Ѻ یୣࢶ ܖݦ ˈࢇࣲ ࡶࡈٸଞ ٗࢪଥʼ
ࡶ ଜЕі Е ࢺ, ԻΟ19ࢂ ࠆળԻ ࢉଜࠆ ଔݦঐࢉࢂ ࠒ߶ࢇ ۘк
 ߭Ԯࡋ ࢺ ҟࡶ ֻѿ ˈԮଜࠆ ଔݦঐࢉࡵ ݦঐࢉ߾ʯ দ ʼࢿ о̖ࢂ
20%ࢉ 299,400ࡕࡶ ̗ଜЕ ʨࡳԻ ࣏ࢽଞЬ.
• ࣏ࢽٙ۽վ (ଔݦঐࢉ ܹٙ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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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Դ – ˯࠶ ࠃପˀߜ ଢࢼ(2)
˔ݥۉˀ

• ݦঐࢉࡵ 2019. 12. 8. ࠆݦଭࡶ ࡢଜࠆ ଔݦঐࢉ ח؏ ߾ࢠ߶یଜࠆ
೦೦೦೦೦ ݤફ٫2+೧೧೧(4ध הՎ) 4[չ ߵ؆ࡪ] ࠆଭ
˃ߟ(1ࢉк 2,500,000ࡕ)ࡶ ʼଜˈ ˃ߟ̖ 400,000ࡕࡶ ҖԻ ʼࢿ
ଜࠑЬ(ࢇଜ ěࢇ یʢ ˃ߟĜ). ࢇ یʢ ˃ߟ߾ Ҭծִ ষ؈ࢊࡵ 2020. 5. 4.
ࢇֲ ̆˲ࢊࡵ 2020. 5. 11.ࢇ߹Ь. ݦঐࢉࡵ 2019. 12. 11. ଔݦঐࢉࢇ
ࠉ˃ଜЕ ତ˓̀  ࡈٸ1,846,000ࡕࡶ ʼࢿଜࠑЬ.
• ଔݦঐࢉࡵ 2020. 3. 23. ԻΟ19 ˗ଜࠆ ೠೠೠ ˲ࢿଞ࣏ ΰࡈ
ࡶ ݦঐࢉࢂ  ࢉٕݦǸǸǸ߾ʯ ࢷбଜˈ ੫ הՎী ܕɼМ  Τजض
ˁࡶ ˈԮଥ كʨࡶ ߇ΰଜࠑЬ. ࢇ߾ ݦঐࢉࢂ  ٕݦǸǸǸࡵ 2020. 3.
24. ଔݦঐࢉ߾ʯ ࠖߟଞ ࠆଭࢊࢽ߾ ೠೠೠձ ʀ ܹ ߷Еए ࢂחଜࠑࡳ
ֲ ଔݦঐࢉࡵ ୃࢢ ೠೠೠ ࠆଭࢇ ٙɼଜˈ ʀ ܹ шԂѦ ੫߾۰ 
ɼʸչձ ଥߞ ଞЬˈ ߇ΰଜࠑЬ. ݦঐࢉࡵ ࡢࠪ ʋࡵ ݨیԻ ࢉଜࠆ ଔ
ݦঐࢉ߾ʯ ˃ߟଥࢿձ ࡁ˱ଜࠑࡳֲ ࢇ߾ оଜࠆ ଔݦঐࢉࡵ ܺ ܕ
ତ˓̀ࡵ הՎীܕɼ ɼМଜएփ ˃ߟ̖ 400,000ࡕࡵ ̗ࢇ ٙɼଜЬ
ˈ ߇ΰଜࠑЬ.
• ଞ, ݦঐࢉࡵ 2020. 4. 17. ତ˓یԻٕਫ਼ ࡢ ତ˓̀  ࡈٸ1,846,000ࡕ
ࡶ ̗؇ߑЬ.
21

ਊԸΜ 19 ˔ԭ ۉԴ – ˯࠶ ࠃପˀߜ ଢࢼ(2)
࣌ࢺ߄

• ٗࢪ࣏ࢽࢂ ীएЕ ߦ кیɼ ۘ ߦؿଜࠆ ଢչࢶࢉ ࣏ࢽ߇ࡶ Ѧষ
ଜࠆ ࡳܞܕԻ ࢉଜࠆ ؈ۢଜʯ Ѻ یୣࢶ ܖݦ ˈࢇࣲ ࡶࡈٸଜʯ ٗࢪ
ଥʼࡶ ଜЕі Е ࢺ, ԻΟ19ࢂ ࠆળԻ ࢉଜࠆ ଔݦঐࢉࢂ ࠒ߶ࢇ
ۘк ߭Ԯࡋ ࢺ, Ьհ ࠆଭˬٸ ࠪیଜࠑࡶ Ҷ ଔݦঐࢉࡵ ফоଞ ݦঐ
ࢉ߾ʯ ٙࢇ࢈ࢇ ߷ѦԼ ତ˓̀ ࢇࡈ ߾ࡈٸоଜࠆ ࡢߟ̖ ߷ࢇ ̗Ѹ
ѦԼ ফ۴ࢂ ࣏ձ Ь ଜࠑЬЕ ࢺ ҟࡶ ֻѿ ˈԮଜࠆ ଔݦঐࢉࡵ
೦೦೦೦೦ ݤફ٫2+೧೧೧(4ध הՎ) 4[չ ߵ؆ࡪ]’ձ ΰ
ࡈࡳԻ ଜЕ ࠆଭ˃ߟࢂ ࡪ୪̛ɾࡶ 2022. 12. 31.̧ए ࠉࢠଜЕ ʨࡳԻ
࣏ࢽଞЬ. Ьփ, ࡢ ࡪ୪̛ɾࢇ փՎѺ Ҷ̧ए ݦঐࢉࢇ ࡢ ࠆଭ˃ߟ߾
Ҭհ ࠆଭࡶ ଜए ׃ଟ ˁࡉ, ଔݦঐࢉࡵ ݦঐࢉ߾ʯ 400,000ࡕࡶ ̗
ଜЕ ʨࡳԻ ࣏ࢽଞЬ.
• ࣏ࢽ ٙ۽վ(ଔݦঐࢉ ܹٙ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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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Դ – ѧ
˔ݥۉˀ

• ݦঐࢉࡵ 2019. 10. 17. ଔݦঐࢉࢂ Ѫ ݤ۶ࡶ ؏חଜࠆ ϕࢂ Ѫ
(ଭ ࢊی: 2020. 3. 8. ࢊ. ࠝ୯ 12~ݤ14 ݤ30ٗ) ଭیձ ࠖߟଜˈ ˃ߟ
̖ 300,000ࡕ˕ ࢂۘ оࠆ ٸ200,000ࡕࡶ Җ ʼࢿଜࠑЬ(ࢇଜ ěࢇ ی
ʢ ˃ߟĜ). ݦঐࢉࡵ 2020. 2. 5. ଔݦঐࢉ߾ʯ ԻΟ19Ի ࢉଜࠆ ࢇ ی
ʢ ˃ߟࢂ ীܕձ ࡁঐଜࠑࡳΟ ী ܕо ݦଭ ࡶࢊی2020. 5. 24.Ի ضˁ
ଜ̛Ի к یɾ ଢࢂଜࠑЬ.
• ݦঐࢉࡵ 2020. 5. 22. ଔݦঐࢉ߾ʯ ٕঊ Ѫ ԻΟ ऑ ؈ۢࡳ
Ի ࢉଥ ࢢ८ Ѫ ࠖߟ ীܕձ ࡁঐଜࠑࡳΟ, ଔݦঐࢉࡵ ࡢߟ̖ࡳԻ
ଭ(ߖࢷ ࡈٸی2,201,500ࡕ)ࡶ Ψଥߞ ীܕɼ ɼМଜЬˈ зضଜࠑЬ.
• ݦঐࢉ ࣯ࢠ: Ѫ ଭ ࢊࢽࠖی3ࢊ ࢷࢉ 2020. 5. 21. ٕঊ ٦ Ѫ
ଭ߾ࢠی۰ ԻΟ ऑɼ ؈ۢଜࠑˈ ԻΟ ʃࠍ ࡉ ࡶۏԮଜࠆ
ࢇ یʢ ˃ߟࡶ ীܕଞ ʨࢇЬ. ଭ߲ ࢇࢊࢽࠖیց Χए ߉ࡵ ࢇ ߾ࢺݤ
یʢ ˃ߟࡶ ীܕଞ ʨࡵ ࢇ׃࢚ ࢂࢉقΟ ীࡳ̖ߟࡢ ܕԻ ଭࢷ ࡈٸی
ߖࡶ ؑۘଜԂЕ ʨࡵ ٕкଜЬ.
• ଔݦঐࢉ ࣯ࢠ: Ѫ ଭیձ ࡢଞ ࡸ ࣯ ࡶݥࡁࢊ߾ ؈࣯ଜװԻ ݦ
ঐࢉࢂ ࠖߟীࡁ ܕঐ к ࢇ ݤଭ ࢇח࣯ ݥࡸ یҚ߭ɾ ۘࠑЬ. ی
ୣ, یऑ̛ی, Ѱࠒۘ ࢿ ҟ ࠹ٕ ߶ࠪ ଭ ࢊࢽࠖ ی1ʎࡖ ࢷٕ
ਫ਼  ࡶࣲৼݛࢉଜࠆ ˃ߟࡶ ֙ˈ ࡳװԻ ݦঐࢉࢇ ࠖߟࡶ ীܕଜִ
ଔݦঐࢉ ্߾۰ ࡢߟ̖ࡶ एٙଥߞ ଞЬ.

23

ਊԸΜ 19 ˔ԭ ۉԴ – ѧ
࣌ࢺ߄

• ࢇ یʢ ˃ߟ߾ оଜࠆ ࠹ݥ۰ࠉ(߶ݛٸୣݤ۶ ࡋࠒ߶)߾ ˗ଞ ٸܕ
ٗࢪଥʼࣱ̛(˓ࢽʠԎࡢࡕୣ ˈࢿ ݤ2019-3)ࢇ ࢶࡈѹЬ. ݦঐࢉࡵ
ݦঐࢉࢂ ࡳࢽیԻ ࢉଥ ଭ ی3ࢊ ࢷ ˃ߟࡶ ଥࢿଜࠑЕی ࢂٸܕ 
ࢽࡳԻ ࢉଥ ࢊࢽࠖࡈیԻٕਫ਼ 7ࢊࢷ ࢇ୯߾ ˃ߟࡶ ଥࢿଞ ˁࡉ߾ ଥк
ଜװԻ ݦঐࢉࡵ ࢇ یʢ ˃ߟࢂ ଥࢿԻ ࢉଜࠆ ˃ߟ̖  দ ࢇࡈ̖ߖࢂ
10%ձ ٕжଜࠆߞ ଞЬ. ई, ݦঐࢉࡵ ଔݦঐࢉ߾ʯ ˃ߟ̖ 300,000ࡕ
 দ ࢇࡈ̖ߖࢂ 10%ࢉ 230,150ࡕࡶ ࡢߟ̖ࡳԻ ए̗ଜࠆߞ ଞЬ.
• Ьփ, ݦঐࢉࡵ ଔݦঐࢉ߾ʯ দ 600,000ࡕ(˃ߟ̖ ૦ଡ)ࡶ ࡢߟ̖ࡳԻ
ए̗ଟ ࢂیɼ Ьˈ ଜࠑࡳװԻ ݦঐࢉࢂ ࢂیձ ࣑ࣸଜࠆ ݦঐࢉࡵ
ࢇ یʢ ࣏ࢽ۽վؿձ ؇ࡵ ΤԻٕਫ਼ 3ࠒ߶ࢊ ࢇΰ߾ ଔݦঐࢉ߾ʯ ˃
ߟ̖ ࠹ ɼ ̖ߖ 300,000ࡕࡶ ࡢߟ̖ࡳԻ ए̗ଜЕ ʨࡳԻ ࣏ࢽଞЬ.
• ࣏ࢽ ۽վ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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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ԸΜ 19 ˔ԭ ۉԴ – ࡘҧғԣ ݘлࠃ
˔ݥۉˀ

• ݦঐࢉࡵ 2020. 1. 18. ଔݦঐࢉࡳԻٕਫ਼ 2020. 3. 6. ࡶ ࡛ ݥقҪҖ
Ԧ ݛ1أ, ߾ਫ਼ ҖԦ ݛ1 ࡶأоࠆଜЕ ˃ߟࡶ ʼଜˈ ଔݦঐࢉ߾ʯ
দ о̖ 7,000,000ࡕࡶ ʼࢿଜࠑЬ.
• ݦঐࢉࡵ 2020. 2. 24. ଔݦঐࢉ߾ʯ ԻΟ19Ի ʼ ࡶݥীܕଜʯ Ѹ
߭ ࠖߟ ী  ܕо̖ ̗ࡶ ࡁ˱ଜࠑࡳΟ ଔݦঐࢉࡵ ҖԦ ݛɼ هҟࢂ
ࢇࡪԻ ए̗ଞ о̖ ࣸ 6,000,000ࡕࡶ ࢿ࠹ଞ 1,000,000ࡕփ ̗ࢇ ɼ
МଜЬˈ ߇ΰଜࠑЬ.
• ݦঐࢉ ࣯ࢠ: ݦঐࢉࡵ ЯܻࡳݪضԻ ࡛ҪҖԦࢎ ݛо ˃ߟࡶ ীܕଞ ʨ
ࢇ ߅ТԂ ԻΟ19Ի ࢉଜࠆ ীܕଞ ʨࢉі ࡢ ̖ߖ ࣸ 6,000,000ࡕࡶ
ٸܕɼ ٕжଜЕ ʨࡶ ٕкଜЬ.  ࢇݦएѦ ߉ࡵ ҖԦݛձ ɼهବ
ЬЕ ࢇࡪԻ քࡵ ̖ߖࡶ ࡢߟ̖ࡳԻ ࢽۏଜЕ ʨࡵ ٕкଜЬ.
• ଔݦঐࢉ ࣯ࢠ: ݦঐࢉ˕ ʼଞ ˃ߟ ΰࡈ߾ Ҭծִ  ݥقɼ ه୯ ݥق
ࢊࢽࡶ ࣸЯଟ ˁࡉ দ̖ߖࢂ 80%ࠪ ɼ ࡈٸه500,000ࡕࡶ шଞ ̖ߖ
ࡶ ࢿ࠹ଞ Ο֞ए ̖ߖࡶ ٙଜѦԼ ࢽଜˈ Ь. ࡢ ̍ࢽ߾ Ҭծִ ଔ
ݦঐࢉࡵ 900,000ࡕࡶ ٙଟ ࢂהɼ एփ ୃ ԻΟ19یԻ
1,000,000ࡕ ̗ࡶ ߇ΰଜࠑЬ. ݦঐࢉࢇ 2020. 2. 1. ࡛ҪҖԦ ݛҟࡶ
एࢽଞ кࢊٕਫ਼ ଥк ҖԦ ݛҟࡵ Ьհ ˈʏҚ߾ʯ ࢷݤଜए ߉߅ Ьհ
߭Ӂ ˈʏѦ ࢇ یʢ ҖԦݛձ ۴ଟ ܹ ߷߹ࡳֲ ҖԦݛЕ 2020. 2. 3.
ࢇܹ ۴ࢇ ցהչ Ѹ߹Ь.

25

ਊԸΜ 19 ˔ԭ ۉԴ – ࡘҧғԣ ݘлࠃ
࣌ࢺ߄

• ԻΟࢇԜ ݛʃࠍऎ-19(ࢇଜ ěԻΟ19’)Е 2019. 12. ࣸ˲ ࡉଞ߾۰
ঈࡸ ؈ۢଞ ҋ ࢷ ˃ۿԻ ۏѸˈ Е ۚԻࡋ ࡪࢂ ̛ ओࡳԻ
2020. 2. 23. ࢽٕ߾۰Е ԻΟ19 ʃࠍ̛ࡢ ػˁؿձ ěˁ˃Ĝ߾۰ ěݪɽĜ
Я˃Ի ʸۘଜִ۰ ࣕࡵ ݨΰ˓ɾ߾۰ ʎফѸЕ ଭ یӖЕ Ьࣸࢇ ख
ଜЕ ଭیձ ࢿଟ ʨࡶ ̀ˈଜࠑЬ. ݦঐࢉࢇ ଔݦঐࢉ߾ʯ ࢇ یʢ ˃
ߟࢂ ଥࢿձ ࡁঐଞ ʨࡵ 2020. 2. 24.Ի ࢽٕࢂ ࡢ ̀ˈ߇ࢇ ؈ѹ ࢇ୯
ࢇװԻ ݦঐࢉࢂ ̆ॺࢂ ߾ࡪیଞ ଥࢿԂˈ ߭ ̛ؿԳЬ.
• ˃ߟ۰߾ ࢂଜִ ࠒ ऑଭ ୯  ݥقɼ ه୯ ࣸ ࢽࢊ ࢷ ݥقЯ  ݤদ ̖
ߖࢂ 80%+ɼ ٸه50փࡕԂˈ ̍ࢽѸ߭ ࡳΟ, ݦঐࢉࡵ ଔݦঐࢉࡳԻ
ٕਫ਼ ࠒࡈ ҖԦݛձ ࢎоଜए ߉ߑࡳװԻ ݦঐࢉࢇ ࣯ࢠଜЕ ࡢ ࣏ତ
ࡵ ࢶࡈѺ ܹ ߷Ь.
• ୃࢢ ۘଢ଼˕ ɼࢠ ࡪیଞ ۘଢ଼߾ ࢶࡈѺ ܹ Е ࢇ یʢ ˃ߟࢂ ߟ˗ ࢿ
4࣏ ࣸ ę˃ߟ ୯ ࠒ ɼ ه୯ ࠒ ࢷ ࢊࢽ ࣸЯ ̖ߟ˃ ݤ+ࠒҖԦݛ
ɼ ࡈٸه50փࡕТЬ.”ձ ࢶࡈଜЕ ʨࢇ ଢչࢶࢉ ʨࡳԻ શЯѹЬ.
ҬԂ۰ ଔݦঐࢉࡵ ݦঐࢉ߾ʯ দ ̖ߖ 7,000,000ࡕ ࣸ ˃ߟ̖
2,100,000ࡕ, ɼ ࡈٸه500,000ࡕࡶ ˓ࢿଞ Ο֞ए 4,400,000ࡕࡶ ̗
ଜЕ ʨࡳԻ ࣏ࢽଞЬ.
• ࣏ࢽٙ۽վ (ଔݦঐࢉ ܹٙԃ)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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ࢄѭ˔ ݘٵۭ ݣԭ ࣌ࢺ ۉʟ
ٔࢧ
࣌ࢺ
בݥ

• ࢇѰ ݦ3 ࢂی5G ট̛ ʎ к ࢂݤ۰˗ ߟ˃ ݛٸ ٗࢪ ࣏ࢽ ܹଭ
• Ьܹ ˗ ٸܕ یତ߾ оଜࠆ ٗࢪ࣏ࢽ

• ࣯ࡁ ˈԮ ࡁܕ
-

5G ࢇѰࢿ ࡈی ݦଞ یତ߾ оଞ ߟ˗ ΰ ۶ָࢂ ˱ٕࠆ ۽
5G ࢇѰࢿ ࡈی ݦଞ یତ߾ оଞ શࢂ ۶ָ ࠆٕ
5G ࢇѰࢿ ࡈی ݦଞ یତ߾ оଞ  ࢶݤָ ࢂٸܕѰࢂ ࠆٕ
࣯ ʠ࣯ए ה̒ ࣯ ए߾۰ࢂ 5G ࢇѰ ࡈی ݦɼМ ࠆٕ
5G ࢇѰࢊ(ࢶּ ࡈࢇݦ؆ࡈ vs. ࠒ߶ࡈ)
˕ࢠ ˈ˝ ݤҟ ˓ࢽʠԎࡢࡕୣ߾ ˈݦѹ یତ߾ оଥ۰Е ʦੵ ࡪؿ

27

ࢄѭ˔ ݘٵۭ ݣԭ ࣌ࢺ ۉʟ
ٔࢧ
࣌ࢺ
בݥ
בݥ
(ˀܓ
)ܓ

• ࣯ࡁ ؈ʺ یତ
- ࢇѰݦ۰ ݛٸɼ˃ߟ۰߾ 5G ࢿ ࡈیଞ ˗ ۶ָࡶ ҙˈ ѰࢂବЬ
Е ତּࢇ ̛Е ଜएփ ߭Ӂ ࢇѰیݦЕ ̐ ତּࢂ ̔ ̛ɼ οה
߅۰ ̛ؿѦ Қˈ ۰ָࢇ ߅Ф փ ଜѦԼ Ѹ߭ ̛Ѧ ଜࠑࡸ
- ࢇԞ ցࢵѦ ݪए߭ ٸܕɼ ߅ТԂ શжк ऐࡕࢇ оݦଞ ˁࡉѦ
߹ࡸ
- ࠟԂࢉ શ߾۰Е ࢇԜଞ Ѱࢂࢸ८ցࢵѦ ۢԘѹ ˁࡉѦ ߹ࡸ
- Ьհ ࢇѰیݦҚࢂ ˁࡉ߾Ѧ શ ˕ࢽ߾۰ ߾ٸܕʯ 5G ۰ݛٸɼ
ɼएˈ Е  ߾ࢺࢿחоଥ۰ ٗଞ ۶ָࢇ ࢇՔ߭࣌Еए ࢂ ࢇݪЕ
ۘଢ଼ࢇ߹ࡸ.
- 5G ۰ ݛٸট̛ ʎ к ݤશࡕҚ߾ оଞ ࢇࠪ ˗ѹ ˬՎɼ ߷ʠ
Ο ӖЕ Ьˈ ଜшԂѦ ̐ ΰࡈࡶ  ִؿк ݤ5Gࢂ ଞ˃ࠪ  ߾ࢺࢿחо
ଞ ࢽ˗ ˕˓ࢿ ؿѹ یତࡵ ٕ࣐ବы ʨࡳԻ ࢎؿ
• ࢇԜଞ یତҚࡶ ˈԮଜࠆ ɽ ط߇یԻ ٗࢪ࣏ࢽ ଢࢂ̖ࡶ бչଜࠆ ࣏ࢽ
ଜࠑࡳΟ ࣏ࢽࢇ ۽վଜए ߉ࡸ(߅ ࢇߖۘؿ۰ ࢊٕ ݦঐࢉࢂ ܹٙԃ,
ଔݦঐࢉ ࢷࡕࢂ ܹٙԃ)
• 5G ʎট̛ࠪ ʋࡵ ۘଢ଼ࢇ ࢢ؈ଜए ߉ѦԼ ࢿѦࢶ  ߶ࠬؿऑଭ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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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ۉԴ - ˀܓʝԋ
• ݦঐࢉࡵ 2020. 4. 8. ଔݦঐࢉࢂ एࢺࡶ ؏חଜࠆ ଔݦঐࢉ˕ ѿଔৼ߭
ָ৹ߪ
۰˗ ࠪݛٸଜࠆ ۘжଜࠑˈ ଔݦঐࢉࡵ ݦঐࢉ߾ʯ ěѿଔ˗չ 14ୣ
ۭݘٵ
ۭݘٵˀߜ
ݘٵ
ݘˀߜ
િੁएĜ ۘ૽ࡶ ঊଜࠑࡳΟ, ݦঐࢉࡵ ѿଔৼ߭۰ ݛٸ1ୣ ଵ ୯ ʼ
ଢऌ
ଢ
ऌ ۉʟ
ۉʟ
ࢽଜʵЬˈ ଜֲ 1ୣ ଵ ࡈٸ48,500ࡕࡶ Җ ʼࢿଜࠑЬ.
(˔ݥۉˀ
ˀ)

• ݦঐࢉࡵ 2020. 4. 9. ѿଔ˗չ ଵ ۰ݛٸձ 1ୣ ࢿ˓؇ࡵ ୯ ଔݦঐࢉ
ࡳԻٕਫ਼ ѿଔৼ߭˗չ ۰ ݛٸΧ۽खࣸੌֻৼ߭ձ 14ୣ ࢿ˓؇̛Ի
ଜЕ ˃ߟࡶ ʼଜˈ 1,000,000ࡕࡶ ҖԻ ʼࢿଜࠑЬ. ݦঐࢉࡵ
2020. 4. 16. ଔݦঐࢉࢂ ࢿ૽˱ ̀ࡪԻ ѿଔৼ߭ ࢿ૽(ۧ, ੵο)ࡶ
˱ଜˈ 189,000ࡕࡶ ҖԻ ʼࢿଜࠑЬ.
• ݦঐࢉࡵ ଔݦঐࢉࡳԻٕਫ਼ 4/16, 4/23, 4/28, 5/7, 5/12, 5/20, 5/27 দ 8
ୣ(1ୣ ଵ ۰ ݛٸ૦ଡ) ѿଔ˗չ ۰ݛٸձ ࢿ˓؇ߑࡳΟ ѿଔ ˗չձ
؇ࡶܹԼ ɼԮࡏ˕ ؈ࢶ, ˈղ ҟ ࠍऎࢇ ۢˀЬ. ࢇԻ ࢉଜࠆ ݦঐࢉࡵ
2020. 5. 28. ѿଔ˗չ ۰  ݛٸѿଔৼ߭ ࢿ૽ ࣸ ࡶࡈیЯଜࠑЬ.
• ݦঐࢉࡵ 2020. 6. 17. ଔݦঐࢉࢂ एࢺ߾ ؏חଜࠆ ˃ߟଥए  ̗̖
ए̗ࡶ ࡁঐଜࠑˈ ݦঐࢉࡵ ଔٕ˕߾ ؏חଜࠆ ֻΫࠍ ऑЯࡶ ؇ߑЬ.
• ଔݦঐࢉࡵ 2020. 7. 1. ݦঐࢉ߾ʯ ফࣗࢶࡳԻ ࡢߟ̖ 10% ˓ࢿ ߷ࢇ
۰ ࠆ ݛٸ7ୣ ̖ߖ 500,000ࡕࡶ ̗ଥ࣯ʵЬˈ ؿଜࠑЬ.
29

̘ ۉԴ - ˀܓʝԋ
• ݦঐࢉࡵ ؏חશࢿ ئ31࣏߾ ࢂଜࠆ ˃ߟ̛ɾ ࣸ ߯ࢿҘए ˃ߟࡶ ଥ
ָ৹ߪ
एଟ ܹ Ь. ࢇ یʢ ˃ߟࡵ 2020. 6. 17. ݦঐࢉࢂ ˃ߟଥए ࢂݤی
ۭݘٵ
ۭݘٵˀߜ
ݘٵ
ݘˀߜ
߾ ࢂଜࠆ ࢶئଜʯ ଥएѸ߹Ь.
ଢऌ
ଢ
ऌ ۉʟ
ۉʟ
• ݦঐࢉࡵ ଔݦঐࢉࢇ ࢿ˓ଜЕ ࢇ یʢ ˃ߟ߾ ࢂଜࠆ ࢿ˓ѸЕ Χ۽
(࣌ࢺ߄
߄)

खࣸ ੌֻ ৼ߭ ۰ݛٸԻ ࢉଜࠆ ѿଔ߾ ֻΫࠍࢇ ؈ۢଜࠑЬˈ ࣯ࢠଞ
Ь. ؆ִ, ଔݦঐࢉࡵ ࢇ یʢ ˃ߟʼ ٕݤਫ਼ ݦঐࢉࢂ ѿଔ߾ ࠍऎࢇ
߹ы ۘࠑЬˈ ࣯ࢠଞЬ.
• ଔݦঐࢉࢇ ݦঐࢉ߾ʯ ࢿ˓ଜЕ ѿଔ˗չЕ ѿଔ߾ ࠒߦսࡶ ծˈ
̛˃ձ ࢇࡈଜࠆ ѿଔࢂ ࠊࡶ ΰչЕ ؏ֲࢇݥ, ੌֻ˗չЕ ̳߭/ּ एߏ
ցیएࠪ ѿଔ ી, ଔٕ ࡈࡈЖࡶ ࡈیଞ ѿଔ ߙଐ ܹձ ঠऑଜЕ
؏ࢇݥЬ. ࢇԞ ্ִ߾۰ ۑִؿ, ݦঐࢉࢂ ѿଔɼ ߟଞ ۘ߾۰ ݦঐ
ࢉࢂ ѿଔ߾ एی ࢇ ࣯߭ ࡶ̑ ࢉࢶܖʢ ࢿחɼ ؈ۢଞ ʨࢇ ߅Фɼ
ଜЕ ଢչࢶࢉ ࢂ ࡶݪଜʯ ѹЬ. шࡊࢇ ଔݦঐࢉࡵ, ݦঐࢉࢂ ѿଔۘ
ɼ ࠟࢷଜए ߉ࡸࡶ ߊߑЬִ ۰ݛٸձ ࢿ˓ଡ߾ ߭ шࡊ ࣯ࢂଥߞ ଡ
߾Ѧ ٙ˱ଜˈ ٗଞ ࣯ࢂձ ̛ࡌࢇए ߉ࡵ ʨࢇ ߅Фɼ ଜЕ ଢչࢶࢉ
ࢂ ࢇݪҘЬ. ҬԂ۰ ࡕࡢ قୣЕ ٗࢪࢂ ࡕփଞ ଥʼࡶ ࡢଜࠆ ࠆ ۰
 ݛٸ୨ܹ߾ ҬԂ ˃ۏଞ ̗̖ 500,000ࡕ߾ ࢊࣗࢂ ࡢՎ ָּࡳԻ
200,000ࡕࡶ ɼଜࠆ ̗ଜЕ ʨࡳԻ ࣏ࢽଞЬ.
• ࣏ࢽ۽վ

- 17 -

30

̘ ۉԴ – ࢴەʝԋ(1)
• ݦঐࢉࡵ 2020. 3. 11. ೠೠೠܱଛࡶ ଥ ଔݦঐࢉࢇ શଜЕ ೦೦Ь
ଢ࠶ˮ֍
ଢ࠶ˮ
̛ۿઝձ 558,200ࡕ߾ ˱ଜࠑЬ. ݦঐࢉࡵ 2020. 3. 27. ଔݦঐࢉࡳԻ
лପ
ٕਫ਼ ࢇ یʢ Ь̛ۿઝձ ܹԶଜࠑࡳΟ ૦ࢠۘɼ ߺࢇ߹ࡳֲ ࢿ૽
(˔ݥۉˀ
ˀ)
Ӗଞ ݛԎ, ̛૦, ցʃ ٙԛ, δۚ ҟ ࠆԜ ଜձ ࢉଜࠑЬ. ݦঐ
ࢉࡵ ؑܞ؇ࡵ кࢊ ೠೠೠܱଛ߾ ଥк ی ࢿחऑࡶ ঌٕଜࠆ ؆૽ࡶ ݦ
ঐଜࠑЬ.
• ݦঐࢉ 2020. 3. 30. ೠೠೠܱଛࡳԻٕਫ਼ ࣯˃˗ ࢉ૽ۘࢿחԻ ؆૽,
ˬࢇ ٙɼଜЬЕ ߇ΰձ ؇ߑЬ. ݦঐࢉࡵ શࢉ ଔݦঐࢉ
ȿȿȿȿ˕  ݤѦଜࠑࡳΟ ࠉʼࢇ Ѹए ߉߅ חԻ ࡢ ଜ یऑࡶ
ؿηЬ.
• ݦঐࢉࡵ 2020. 4. 2. ଔݦঐࢉ ࢿ૽ ۘۿࢇए ΰ ě࣯ࢿח, ؆૽ٙɼĜ
˗ ˓एɼ ɼѹ  ࡶݨی؈ʺଜࠑЬ.
• ଔݦঐࢉ ࣯ࢠ: ଔݦঐࢉࡵ ˱оଭ߶Ի۰ ଥк ۘ૽ࡶ ऐࢻ ࢿ࣏ଜ
Е ߶Е ߅ТЬ. ˈʏ ࣯ ˕חѰ ߾ݤଥ࠹߾۰ ˱, ؑࠬ ࡶܞՎଜˈ
ؑܞоଭ߶߾۰ ଥк ۘ૽ࢂ ࢇۘ ࡪהձ ࢉଜЕ ʦܹձ ଞЬ. ʦܹ
߾ ࢿחɼ ߷ࡳִ ˗ࢸ८ձ ʠঙ ˲ΰؑࡳܞԻ ˈʏ߾ʯ ࢷбଜЕ ˱
࣏ࢇװԻ ଜ ʦܹЕ ؑܞоଭ߶ ॺࢎࢇ̛ Ҷ ߾חଜࢊ ˁࡉ ؑܞ
оଭ߶߾۰ Ի ؿɼ ѹЬ.

31

̘ ۉԴ – ࢴەʝԋ(1)
ଢ࠶ˮ֍
ଢ࠶ˮ
лପ
(࣌ࢺ߄
߄)

• ݦঐࢉࡵ ࢷۘʠԎࢿ ئ17࣏ ࢿ1ତ߾ ࢂଥ ࢢ ҟࡶ ˓̗؇ࡵ ΤԻ
ٕਫ਼ 7ࢊ ࢇΰ߾ ˃ߟ߾ ˗ଞ ঐߟঋୣձ ଟ ܹ Ь. ݦঐࢉࡵ 2020. 3.
27. ଔݦঐࢉ߾ʯ ࢇ یʢ Ь̛ۿઝ߾ оଜࠆ ٙࡶ ࡁঐଜࠑࡳװԻ ঐ
ߟঋୣ ̛ɾࡶ ࣱܹଜࠑЬ.
• ଔݦঐࢉࡵ ࢷۘʠԎࢿ ئ17࣏ ࢿ5ତ߾ ҬԂ ࢿ૽ ؈ ܞк ݤଜɼ
߷߹ࡸࡶ ऎଥߞ ଞЬ. ̐ԜΟ ଔݦঐࢉࡵ ˱оଭ߶Ի, ؑܞоଭ
߶߾۰ ଥк ۘ૽ࢂ ࢇۘ ࡪהձ ࢉଜЕ ʦܹձ ଜװԻ ଔݦঐࢉ߾
ʯЕ ଜ߾ ॺࢎࢇ ߷Ьˈ ࣯ࢠଞЬ. Ьփ, ଔݦঐࢉࡵ ࢇ یʢ ۘ૽ ی
ऑࡶ ঈ ঁ̛ए ׃ଜЕ ܹݨձ ଞ ʨࡶ ࢉࢽଜࠑЬ. ̐ԜװԻ ଔݦঐࢉ
ࡵ ࢇ یʢ Ь̛ۿઝࢂ ଜ߾ оଜࠆ ॺࢎࢇ ߷Ьˈ ଟ ܹ ߷Ь.
• Ьփ, ݦঐࢉ˕ ଔݦঐࢉࢇ ࢇ یʢ ٗࢪ ଥʼࡶ ࡢଥ ߭Г ࢽѦ ̖ߖ ܘ
 ࡶݨʃܹଟ ࢂیɼ Е ࢺ, ٗࢪ࣏ࢽࢂ ীएЕ ߦ кیɼ ۘ ߦؿ
ଜࠆ ଢչࢶࢉ ࣏ࢽ߇ࡶ Ѧষଜֲ ࡳܞܕԻ ࢉଜࠆ ؈ۢଜʯ Ѻ یୣࢶ
ܖݦ ˈࢇࣲ ࡶࡈٸଜʯ ٗࢪࡶ ଥʼଜЕ і Е ࢺ ҟࡶ ֻѿ ˈԮଜࠆ,
ଔݦঐࢉࡵ ݦঐࢉ߾ʯ Ѧ ଥ࠹ ତ˓ ٸ100,000ࡕࡶ ˓ࢿଞ 458,200
ࡕࡶ ̗ଜЕ ʨࡳԻ ࣏ࢽଞЬ.
• ࣏ࢽ۽վ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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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ۉԴ – ࢴەʝԋ(2)
૯أ˅˚ݡ
૯˚ݡ
˚ݡ
˚˅ݦ • أঐࢉࡵ 2019. 5. 23. ೠೠܱଛࢇ ࢺѸ߭ Е ȿȿȿܱଛֿ߾۰
શ ଔݦঐࢉࡳԻٕਫ਼ о ઝչۿૻ ݛઝ(ࢿ૽ָ : ೦೦೦̔ݭ


ۉ ʟ
ۉʟ
о ࢇઝ ઝչۿૻ ݛઝ, ˱ ࡵ۽Ԧࢎ, ʀۑٿ, ઝչ)ࢎݛձ ˱
(˔ݥۉˀ
ˀ)

ଜˈ 375,000ࡕࡶ ʼࢿଜࠑˈ ࡢ о ઝչۿૻ ݛઝձ ߟ 7ʎࡖɼԛ
ࡈیଜࠑЬ.
• ݦঐࢉࡵ ࢇ یʢ ઝչݛձ ࡈیଟ Ҷ δۚɼ ΟЕ ҟ ೦೦೦ࢿ૽ࢇ ߅
Ф ʨ ʋࡵ ࢂ˱ ࢇݪҚ߭ 2019. 12. 26. ೦೦೦ࢠ߾ ؏חଜࠆ ೦೦೦
ऐࡕ߾ʯ ࢇ یʢ ઝչی ݛऑࡶ  ˈࣺࠆؿऐࡕࡵ ઝչݛɼ ěɂɂ
ઝչݛĜԻ ೦೦೦߾۰ શଜЕ ઝչݛɼ ߅ТԂˈ ߇ΰଜࠑЬ.
• ݦঐࢉࢇ खࡳԻ Ѫ߅ࠪ ࢉਫ਼ϒࡳԻ Ь ݤࢉଥ  قʼ˕, ݦঐࢉࢇ ˱
ଞ о Ԧࢎࡵ ೦೦೦ࢿ૽ࢇएփ, ࢇ یʢ ઝչݛЕ ೦೦೦߾۰ ࢿ
˓ଜЕ ʨࢇ ߅Ф ěɂɂઝչݛĜࢉ ʨࡶ ࢉଜࠑЬ. ݦঐࢉࡵ ଔݦঐࢉ
߾ʯ ࡢ ૻۿઝ ࣸ ࢇ یʢ ઝչ ߾ݛоଞ ̖ߖ߾ оଞ ٙࡶ ࡁঐଜ
ࠑएփ ଔݦঐࢉࡵ 7ʎࡖࡶ ࡈیଞ ઝչݛԂЕ ࢇࡪԻ ٙࡶ ʠٕଜ
ࠑЬ. ࢇ߾ ݦঐࢉࡵ 2019. 12. 27. ˓ࢽʠԎࡢࡕୣ߾ ̛ࢿ ࡶࡕଜࠑˈ
˓ࢽʠԎࡢࡕୣ߾۰ 2020. 1. 3. ࡕࡢ قୣ߾ ٗࢪ࣏ࢽࡶ ࢂՇଜࠑЬ.

33

̘ ۉԴ – ࢴەʝԋ(2)
૯أ˅˚ݡ
૯˚ݡ
˚ݡ
˚˅ • أଔݦঐࢉࡵ ࢇ یʢ ઝչݛձ શଜЕ ۘۿࢇएձ ଥ ěଞ˲ࢉ 
߾ ֍ʯ ۶˃ѹ ɂɂઝչݛĜԻ ̛ࢢଜࠆ શଜˈ Ьˈ ࣯ࢠଞЬ.


ۉ ʟ
ۉʟ
̐ԜΟ ݦঐࢉࡵ ࢇ یʢ ઝչݛփࡶ ˱ଞ ʨࢇ ߅Тˈ ěо ઝչ
(࣌ࢺ߄
߄)

ۿૻ ݛઝĜձ ˱ଞ ࢺ, یୣϙۘ о ઝչۿૻ ݛઝԂˈ ̛ࢢଜˈ
̐ ࢊձ શଜЕі ˱ ࢇ૽۽ɽɽ Ьհ ࢿ࣏ࡳ૽ࢿ ࢂیԻ શଞЬ
ˈ ࢊ؆ࢶ ٸܕɼ ࢉݥଜ̛ ߭Ԯࡋ ࢺ, ଔݦঐࢉࢇ ࢿ˓ଜЕ શࢽؿ
߾Е ۘ૽ָԄ߾ ě೦೦೦ ̔ݭо ࢇઝ ઝչۿૻ ݛઝĜԂˈ ̛ࢢଜ
ˈ ࢿ࣏یԄ߾ ೦೦೦փ ̛ࢢଜˈ ˈ ҡࢇοԄ߾ ೦೦೦ of ࢿ࣏ ˲
ɼָࢇԂˈ ̛ࢢଜˈ Е ࢺ, ݦঐࢉࡵ о ઝչۿૻ ݛઝɼ ೦೦೦
ࢿ૽ࢉ ʨࡳԻ ࢉएଜࠆ ࢇ یʢ ઝչݛձ ˱ଞ ࢺ ҟࡶ ࣗଢଜࠆ ˈ
Ԯଜࠑࡶ Ҷ ݦঐࢉࡳԻ۰Е ଔݦঐࢉࢇ શଜЕ ࢇ یʢ ઝչࠇ ݛ
 ݤ೦೦೦ ࢿ૽ࢇԂˈ ࠝࢉଟ ܹ߾ ߷ࡸࢇ ࢉࢽѸֲ ଔݦঐࢉࡵ ̐߾
Ҭհ ॺࢎࢇ Ь.
• ݦঐࢉࢇ ࢇ یʢ ઝչݛձ ߟ 7ʎࡖɼԛ ࡈیଜࠑЬˈ ଜшԂѦ ݤ
˝ˈࢿ ئ10࣏߾ ࢂʠଜࠆ ଔݦঐࢉࡵ ݦঐࢉࢇ ࡵ ଔଥ߾ оଜࠆ ܘ
ଥؑۘॺࢎࢇ Ь. ҬԂ۰ ࢇ یʢ ઝչ ݛɼʸࡶ ܘଥؑۘߖࡳԻ ࢉ
ࢽଜࠆ ؑ ࡶࡈٸܞଔݦঐࢉࢂ ٕжࡳԻ ଜࠆ ࢇ یʢ ઝչݛձ ؆
ଜˈ ଔݦঐࢉࡵ ࢇ ઝչݛձ ؇ࡵ ΤԻٕਫ਼ 3ࠒ߶ࢊ ࢇΰ߾ ݦঐࢉ߾
ʯ ̖ 100,000ࡕࡶ ̗ଜЕ ʨࡳԻ ࣏ࢽଞЬ. (࣏ࢽ۽վ)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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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ۉԴ – ݣ ەଢۉʟ
ࡵࢷݢ
ࢄࡅࣵ
ࡅࣵ
ࣵ
ݣ
ە
ەଢ
ۉ
ۉʟ
(˔ݥۉˀ
ˀ)

• ݦঐࢉࡵ 2020. 4. 3. ࠝ୯ 18 ݤˁ ۰ࡌ ೦೦Ѱ߾ Е ȿȿ ࣯֟ˈ̛ ೣ
ࢺ߾ ؑࡉ ǸǸǸ˕ ଡ͉ ؏חଜࠆ یݥձ ଜࠑЬ. ݦঐࢉࡵ ࣸ یݥ
Ьչձ ͖ˈ ߈ߑЬɼ ͰЕ ˕ࢽ߾۰ ߅ ݥԎԻ ઑ߭Οࠪ Е щ
߾ Ьչձ ݛঙ ࠻ु הո 5cmࢽѦ ߅Ԏ ۘࡶ ߹Ь. ݤɾࢇ एΟִ
۰ ଥк ٕٗࢂ ۘ ٕٗࢇ ш ߆Ѹ߹ˈ ݦঐࢉࡵ ଔݦঐࢉ߾ʯ ࢷ
ଜࠆ ߾ࡕػ۰ ՎଜʵЬˈ ࢂחଜࠑࡳֲ ଔݦঐࢉࡵ ܘଥؿଵ߾ Қ߭
ࡳװԻ ݦঐࢉࢇ ʎࢉࡳࡈٸԻ Վձ ؇ࡳִ ୯ ଥк ؿଵࡳԻ ଔ
ଥձ ঈչ ଥ࣯ʵЬˈ ߇ΰଜࠑЬ.
• ݦঐࢉࡵ 2020. 4. 6.ٕਫ਼ 2020. 4. 20.̧ए দ 5ୣ߾ ʤঙ ࠇ ɀɀػ
ࡕ߾۰ ࡢ ۘ߾ оଞ Վձ ؇ߑˈ দ 250,600ࡕࡶ ٕжଜࠑЬ. ݦঐ
ࢉࡵ ՎࠬՎ ୯ ଔݦঐࢉ߾ʯ Վܹࠒ ٸऎ ҟࡶ ؿηЬ.
• ଔݦঐࢉࡵ ࡢ ̖ߖ߾ оଜࠆ ؿଵܹࢻ ߾یଜࠑएփ ؿଵ(یೠೠܘଥ
ؿଵ-ؑۘॺࢎؿଵ)߾۰Е ߶࣯Ο ࣗ߶ࡕࢂ ܹݨԻ ࢉଜࠆ ̝ۢ ܘଥɼ
߅Тˈ ࢂ࣯ٕ ࢂࡈیԻ ࢉଥ ̝ۢ ܘଥ߾ ଥкଜװԻ  ࢇۘؿѸए ߉
ЕЬˈ з ࡶضଜࠑЬ. ଔݦঐࢉࡵ ݦঐࢉ߾ʯ ࡢ ˈ ࡶݨیएଜࠑˈ Ь
փ, Ѧࢂࢶ ॺࢎࡶ ָּࡳԻ 50,000ࡕ ࢽѦࢂ  ࡶ̖ۘؿए̗ଥ ࣯ʵЬˈ
߇ΰଜࠑЬ. ࢇ߾ ݦঐࢉࡵ 2020. 4. 27. ࡕࡢ قୣԻ ٗࢪ࣏ࢽࡶ ݦঐଜ
ࠑЬ.
35

̘ ۉԴ – ݣ ەଢۉʟ
ࡵࢷݢ
ࢄࡅࣵ
ࡅࣵ
ࣵ
ݣ
ە
ەଢ
ۉ
ۉʟ
(࣌ࢺ߄
߄)

• ݦঐࢉࡵ ࡕՎձ ࡢଥ एষଞ ˬ ߾ٸоଜࠆ ۘࢂ ؿଵ ঐ˱ ٸ
ࡈ߾ ̒ʠଜࠆ 1ୣ 20,000ࡕ দ 100,000ࡕࡶ ঐ˱ଜࠑࡳΟ ݦ ࢿݨঐࢉ
ࢂ ʠ࣯एࠪ ଥк Վ  ࢂࡕػʠչɼ ̒ࢻଞ ʨࡳԻ ࢉ ࡵߖ̖ ࡢ ߅ؿ
ࢽଜए ߅ТଞЬ.
• ଔݦঐࢉ щࢂ ˁࡉ, ଔݦঐࢉࢂ ࣯ۘࢂ ࡁঐ˕ шٙ߭ ࣯ ࢂٸܕ
ࢂɼ ࡁ˱ѸЕ ˱࣏Ի ࢉѹЬ. ଔݦঐࢉࡵ ٸܕɼ ۘࡶ ࡶ ʨࡶ
ࡉԮଜࠆ 2020ϗ 2ࡖˁ ೠೠܘଥؿଵ-ؑۘॺࢎؿଵ߾ ɼବࡳֲ ؿଵ
߾ی۰  ࢇۘؿٙɼМଜ̛ Ҷ ࡶࢎॺ ߾חओ ܹ ߷Ьˈ ࣯ࢠଜΟ, ଔݦঐ
ࢉࢇ ؑۘॺࢎؿଵ߾ ɼଜࠑЬˈ ଜшԂѦ ଔݦঐࢉࢂ ؑۘॺࢎࢇ ִ
ॺѸЕ ʨࡵ ߅ТЬ.
• Ьփ, ٗࢪ࣏ࢽࢂ ীएЕ ߦ кیɼ ۘ ߦؿଜࠆ ଢչࢶࢉ ࣏ࢽ߇ࡶ
Ѧষଜࠆ ࡳܞܕԻ ؈ۢଜʯ Ѻ یୣࢶ ܖݦ ˈࢇࣲ ࡶࡈٸଞ ٗࢪଥʼ
ࡶ ଜЕі Е ࢺ ҟࡶ ֻѿ ˈԮଜࠆ ݦঐࢉࢂ ˕ ٸݨ60%, ଔݦঐ
ࢉࢂ ˕ ٸݨ40%Ի ࣏ࢽଞЬ. ҬԂ۰ ଔݦঐࢉࡵ ݦঐࢉ߾ʯ
100,000ࡕࡶ ए̗ଜЕ ʨࡳԻ ࣏ࢽଞЬ.
• ࣏ࢽ۽վ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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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ۉԴ – ५Ԙ ː֍ ۉʟ
५Ԙː֍
५Ԙː
ۉ
ۉʟ
(˔ݥۉˀ
ˀ)

• ଔݦঐࢉࡵ 2020. 4. 6. ଔݦঐࢉࢂ ࢇए߾ ೦೦ ८ԛֻљೠೠೠ߾
оଜࠆ ೦೦ળࢇβˈ˓˓ ࢂ܋ձ ʯݤଜࠑࡳֲ, ݦঐࢉࡵ 2020. 4. 7.
ଔݦঐࢉࢂ ࢇए߾۰ ࡢ ˓˓ˈձ ࢉ ୯, ॲݦঐࡶ ଜࠑˈ Π
ॲѸ߭ ଔݦঐࢉ߾ʯ кࢊ ˓ؿऎ̖ 2,797,500ࡕࡶ ̖ଜࠑЬ.
• ݦঐࢉࡵ ؿଵ ɼࡶ ࡢଜࠆ ८оءձ ࣏ୣଜࠑࡳΟ ࢿϗѦɼ
2015ϗࢇԂЕ ߊ ࡶݨیʯ Ѹ߹ࡳֲ, ଔݦঐࢉ߾ʯ ˓ ࢇי2016ϗ ࢿ
 ८ԛࢇ ߅Ф 2015ϗѦ ࢿ ८ԛࢎࡶ ࢇࡪԻ ࢇࢂࢿ̛ ؿ ऎ̖ 
ٙࡶ ࡁঐଜࠑࡳΟ ଔݦঐࢉࡵ ࢇձ ʠࢸଜࠑЬ.
• ݦঐࢉࡵ ࡢ یତࡶ ̖ঊ˱ঐ߾ ˈݦ ࡕଜࠑࡳֲ ̖ঊ˱ঐࡵ 2020. 5.
6. ࡢ یତ߾ оଥ ࡕࡢ قୣԻ ٗࢪ࣏ࢽࡶ ࢂՇଜࠑЬ.
• ݦঐࢉࢂ ࣯ࢠ: ଔݦঐࢉࢇ ʯݤଞ Ѱ८ҟԼऎࡶ ࢉଥ  ִؿফটҟ
Լࢊ, ֻ  ݥљࠉѦЕ ̛ࢢѸ߭ ࡳΟ ࢿϗѦ߾ оଜࠆ طѦԻ ̛
ࢢѸ߭ ए ߉Ь. ଔݦঐࢉࡵ ࢿϗѦ߾ оଜࠆ ˈएଜˈ ए ߉ߑࡳ
Ο  ߶یЕ ࢿϗѦ߾ оଜࠆ طѦ ̛ଜˈ Ь. ࢿϗѦЕ ࣸࡁ
ଞ  ߾ࢿחଥкଜװԻ ॲ߾ оଜࠆ ࢇࢂࢿ̛ձ ଞ ʨࢇЬ.
• ଔݦঐࢉࢂ ࣯ࢠ: ଔݦঐࢉࡵ ˓߾ ˗ଞ ئթ ҟࡶ ࣱ̛ࡳԻ ଥк ˓
 ߾יоଞ ˈए߾ ˕߷ ࢇݨЬ.८ԛۿݤЕ ࢿϗѦɼ ߅Ф ফটҟԼࢊ
˕ ֻљࠉѦձ ࣱ̛ࡳԻ ʼࢽѸˈ Ѱ८ҟԼऎ߾Ѧ ࢿϗѦЕ طѦԻ
̛ࢢଜए ߉ЕЬ. Ьփ, ˓ ߾יоଜࠆ ࢿϗѦձ ࢉ ଟ ܹ ѦԼ
یऑࡳԻ ˓ݤଥ ѿ߹Ь.

37

̘ ۉԴ – ५Ԙ ː֍ ۉʟ
५Ԙː֍
५Ԙː
ۉʟ
ۉʟ
(ળЬ
Ь)

• ए؏ۿघܹࢿ ئ78࣏ ࢿ2ତ, Ѱ८˗չࢿ ئ53࣏, ࢿ58࣏, Ѱ ݤଭ̍
ࢿ120࣏߾ Ҭծִ Ѱ८߶ɼ ࢉਫ਼ϒࡶ ଜࠆ Ѱ८ࢂ ˝ˈձ
ଜЕ Ҷ߾Е Ѱ८ҟԼء, ࣯ࡁࢿࡕ  ۴ࢶ ࢠ߾ ˗ଞ یତ, 
Ѱ८ࢂ ߏզ ࢵ к߾ ˗ଞ ࢽؿ, ࣸˈѰ८ ۽Мූۘࢺʦ̛Լٕ(
Ѱ८ɼʸ࣏ࢽۏූی۰), ࣸˈѰ८ ࢿءˈݦݤ, Ѱ८ ߶, 
࣏߶یଢࢂ ۘ, ࣯ࢷ  ܕ˗ ߾ءଞ یତ, ࣗࡕی ࢂࡕیऎ
˗ ߾ָ۽  ءଞ یତࡶ ʯࢢଟ ʨࡶ ࡁ˱ଜˈ ˈ Ѱ८˗չݤ ئ
ଭ̍ طए ࢿ82 ۰߾ݥѦ શ߾ʯ ࢿϗѦ߾ оଜࠆ طѦࢂ ˈ
ए  ۶ָࢂהɼ ٕ˕Ѹए ߉ЕЬ. ई, શɼ ܹࢉ߾ʯ ࢿϗѦ߾
оଜࠆ طѦ ˈएଜए ߉ߑЬˈ ଜшԂѦ ࡢئଜЬˈ ଟ ܹ ߷Ь.
• Ӗଞ ଔݦঐࢉࡵ ࢇ یʢ ˓ ˓ˈی ࢇ ݤʢ Ѱ८߾ ٕ९ѹ ࢿϗѦ
ɼ ̛ࢢѹ یऑࡶ ˈݤଞ  Ь. ݦঐࢉࡵ ॲݤɾࢇ ࢿଞѸ߭ ߭
ࢇձ ࢉଟ ܹ ߷߹Ьˈ ࣯ࢠଜΟ ࢇ یʢ ॲݦঐ ցʃ̛ɾࡵ 2020.
4. 7. 00:00ٕਫ਼ 2020. 4. 7. 16:00̧एࢇװԻ یୣϙۘ ˓ ּࢶ߾י
оଞ ΰࡈࡶ ࢉଜ̛߾ ٗଜࠑЬˈ શЯѹЬ.
• ҬԂ۰ ݦঐࢉࢇ, ଔݦঐࢉࢇ ࢿݨԻЕ ࢇ یʢ ˓ ˓ˈی ࢇ ݤʢ 
Ѱ८߾ ٕ९ѹ ࢿϗѦɼ ̛ࢢѹ یऑࡶ ˈݤଞ ɼ ߷ЬЕ ࣯ ࡶݨی
ࢠ  ऎଜए ׃ଜЕ ଞ, ଔݦঐࢉࢇ ࢇ یʢ ˓ձ ऑଭଜִ۰ ࢇଭ
ଜࠆߞ ଟ ࢿϗѦ ˈए  ۶ָࢂהձ ࢇଭଜए ߉ߑЬˈ ଟ ܹ ߷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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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ۉԴ – ५Ԙ ː֍ ۉʟ
५Ԙː֍
५Ԙː
ۉʟ
ۉʟ
(˽˅
˅)

• ࡢࢂ ΰࡈࡶ ࣗଢଜࠆ  كҶ, ݦঐࢉࢂ ࣯ࢠࡵ ࢇࡪ߷Ь(̛ɽ).
• ̀ˈیତ
ࡢࠪ ʋࢇ ଔݦঐࢉ߾ʯ ˓ࢿ ࢂיϗѦ߾ ˗ଜࠆ طѦࢂ ˈए  ۶ָ
ࡶ ଥߞଟ ࢂהɼ ٕ˕Ѹ߭ एЕ ߉Ь. ̐ԜΟ ߾ࢠ ࢂٸܕ۰ ˓
ࢿ ࢂיϗѦЕ ॲࡶ ऑଭଡ߾ ߭ ࣸࡁଞ ΰࡈࢇ Ѻ ܹ Ь. Ӗଞ ˓
ձ ऑଭଜЕ ࢊٕ ˓оଭ߶߾۰Е ˓ࢿ ࢂיϗѦ(ষ)ࢊݤձ 
ॲࡶ ࠖࢽଜЕ ɼ ߊ߅ݒ ̛ؿѦԼ ˓ݤଜˈ Е ʨࡳԻ ࢉѹЬ.
ҬԂ۰ ଔݦঐࢉࡵ ߔࡳԻࢂ ٗࢪࡶ ࠖ؏ଜ̛ ࡢଜࠆ ࢿϗѦ߾ ˗ଜࠆ
Ѱ८߾ ٕ९ѹ ݛફ৲ یऑࡶ ˓ݤଡ˕ Ѱ߾ݤ, ८ԛۘ ؿࢽۿࢉփࡳ
ԻѦ ࢿϗѦձ ࢉଟ ܹ ѦԼ طѦ ˈݤଟ ʨࡶ ̀ˈଞ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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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2020년 소비자법 판례 동향

서종희 교수 (건국대학교)

2020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서종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관련 판
결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관련 판결
IV. 소비자기본법 관련 판결
V.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할부거래법‘ )관련 판결
VI. 맺음말

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속에서 시대정신 등을
합법칙적으로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제정법이
가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하였던 판결이
나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한 판결은, 입
법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2020년에 선고된 판결 중 본고에서 다룬 10
개의 판결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
고 있으며, 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 이에 신속한 입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의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I. 들어가는 말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하되 그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법
리를 전개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다.1) 요컨대 판례는 과거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결론이면서도 미래의 사건의 결론을 도출할 예언의 조각이 내재되어 있다. 그
런 이유에서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
는 그의 저서‘법의 길'에서 판례를 예언의 잎새(sibylline leaves)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2020년에 선고된 소비자관련 판례들을 확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소비자

1) 법철학자인 드워킨(Dworkin)은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연작소설(chain novel)을 쓰는 참여자에 비유
한 바 있다. 법철학자인 드워킨(Dworkin)은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연작소설(chain novel)을 쓰는 참
여자에 비유한 바 있다.

- 1 - 35 -

보호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판례를 전망할 수 있다.2) 이에
본고에서는 무수히 많은 판결 들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10개의 판
결을 소개하면서 2020년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관련 판
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8184 판결(청약철회의 효과와 그 제
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8.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서 피고3)가 게시한, ‘강남가족사진, 스튜
디오, 리마인드웨딩 4만원’(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보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피고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촬영일을 2018. 9. 9.(일요일)로 정하고, 대금
은 19만원(촬영 4만원 + 메이크업 15만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하여, 네이버 쇼핑에
서 촬영대금 4만원을 별도로 결제하고 메이크업대금 15만원은 피고에게 별도로 송
금하는 대신, 19만원 전액을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8. 8. 29.경 피고에게 예정일에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금 전액
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내부규정상 주말 예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를 들어 원고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였다.

[자료 1: 환불 조건]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포털사이트(https://m.smartstore.naver.com)에
‘환급 조건: 10일 전 100%, 7일 전 50%, 당일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원고 주장 환불 조건’이라 한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위(자료 1)에서 제시된
환불 조건(이하 ‘원고가 제시한 환불 조건’)에서 10일 전 해제한 경우 전액을 환
불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촬영 예정일(2018. 9. 9.)로부터 10일 이전인 2018. 8.
2) 본고가 2019년 소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수의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증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별 판례에
대해서는 추후의 판례 평석 등을 통해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피고는 ‘더라임스튜디오’란 상호로 사진촬영업 등을 하는 자인데, 웨딩촬영 등의 상품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쇼핑(https://m.smartstore.naver.com)에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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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불을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청약을 철회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전액인 1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조건은 ‘평일 예약 상품’에 관한 것이
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촬영일을 주말로 정한 경우에는 피고 주장 환불 조건이
적용되므로, 설령 원고가 촬영예정일 10일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포털사이
트에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한 상품정보에는 잔액 환급조
건에 관하여, ‘평일기준 : 10일 전 100%, 7일 전 50%, 당일 : 환불 불가. 주말 및
공휴일 예약은 환불불가(연기로 대체, 연기는 최대 2개월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피고 주장 환불 조건’이라 한다).
(2) 판결 요지4)
피고가 내부 방침을 피고 주장 환불조건과 같이 변경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
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주장 환불조건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
거도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
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에서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 철회에 관하여 원고 주장 환불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 예약의 경우 환불을 금지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 환불조건이 적용
된다고 볼 수 없다.5) 요컨대 원고는 원고 주장 환불조건에 따라, 촬영 예정일 10일
이전에는 주말･공휴일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
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분석
사업자는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상세한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
는 단계에서 상품(용역)의 핵심 내용, 대금 등 주된 부분 외에 부수적 부분(환불 규
정 등)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포털사이트 광고에 기
재된 상품 정보를 신뢰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포털사이트 광고란에
상품 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다면,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에 따른 위
4) 판결 요지는 필자가 대상판결의 이유를 보고 정리한 것이다.
5) 대상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소2689249 판결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한 것이며, 대상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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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부담은 광고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쟁의
원인은 피고가 포털사이트 광고업체에 환불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알렸는데 광고업체 실수로 환불 규정 일부를 누락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데, 어느 경우라도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귀속시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
기 어려울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
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타당
하다.6)
1) 촬영과 메이크업의 구분할 것인지 여부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이 사건 상품은 촬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메이크업은 원고와 피고가 유선상으로 별도로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메
이크업도 결국 촬영을 위한 것이므로 촬영에 관한 부분과 메이크업에 관한 부분을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
2) 피고 주장 환불조건이 원고에게 고지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에 대한 예견(전자
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한 무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구
매 후 일정기간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
하면 제17조 내지 제19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환급 조건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급의 조건이 전
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회 이
후에 환급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
다.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에는 주말예약의 경우에 환불은 불가능하지만 연기로 대체
(연기는 최대 2개월 가능)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는데도 연
기로 대체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환급을 못받게 하는 불가를 의미하므로 그 조건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의 1심 판결이 본 사건이 전자상거래법
이 적용되는지가 모호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전자상거래법을
직접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시한 환불 조건 및 피고가 제시한 환불조
6)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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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대상판결이“설사 원고가 제
시한 환불 조건이 피고에게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환불 조건은 전자상거래법 제
3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가소1723989 판결을 확인하면, “항공사
환불수수료, 발권대행수수료 등은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항공
사 환불규정에 명시된 요금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한 뒤 예약 및 대금결제를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공권의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9항 등)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발
권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 앞으로 결제된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그 합계액 전부가 항공권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매무 바람직한 판단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6392 판결(청약철회 등에 의한 반품
비용 부담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29. 네이버쇼핑에서 피고7)로부터 크리스탈 생수 2L 24병을 30,900
원(= 생수대금 27,900원 + 배송비 3,000원)에 구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삼다수 생
수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생수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즉 피고의 네이버쇼핑 생수
주문 페이지는 별지와 같이 삼다수 생수 이미지와 총 7개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
고, 그 순서는 (1) 제주 삼다수 500ml 40병, (2) 제주 삼다수 2L 12병 (-5,500원), (3)
제주 삼다수 500ml 20병 (가격 미기재), (4) 크리스탈 생수 500ml 40병 (-9,000원),
(5) 크리스탈 생수 500ml 80병 (+2,000원), (6) 크리스탈 생수 2L 12병(-9,600원), (7)
크리스탈 생수 2L 24병이다. 피고의 네이버쇼핑 생수 주문 페이지 하단에 옵션별로
삼다수 생수 이미지, 크리스탈 생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위 옵션 중 크
리스탈 생수 2L 24병을 선택하여 주문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구매한 크리스탈 생수의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왕복배송비 20,000원
을 부담하여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7) 참고로 피고는 인터넷쇼핑사이트인 네이버쇼핑에서 ‘엔조이맘’이라는 상호로 생수, 주방세제 등의 물
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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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삼다수 생수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네이버쇼핑 페이지에 대표
이미지로 삼다수 생수만을 등록하였고, 상품 구입 옵션에 삼다수 생수와 함께 판매
마진이 높은 크리스탈 생수를 교묘하게 판매수량을 달리 하여 포함시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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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만적인 광고에 속아 착오를 일으켜 크리스탈 생수를 주문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 공정화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
항 제1호를 위반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피고가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속아 착오로 삼다수 생수 대신 크
리스탈 생수를 주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8)
(3) 분석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에 반품비용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의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
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해 보면 2만
원의 비용이 반품비용으로서 과다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반품비용에 해당한다면 소
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표시·광고 공정화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
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
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
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ㆍ
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
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
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8) 대상판결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가소1757429 판결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소액사건이므로 1심 법원은 판결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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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
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9)
피고의 네이버쇼핑 생수 주문 페이지의 옵션 순서상 삼다수 생수가 (1) 내지 (3)번
으로 앞쪽에, 크리스탈 생수는 (4) 내지 (7)번으로 뒤쪽에 각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구입한 상품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7)번 옵션에 해당한다. 피고의 네이버쇼핑 생
수 주문 페이지에서 상품의 기본 가격은 20,000원이고, 이는 (1)번 옵션인 제주 삼다
수 500ml 40병 가격에 해당하며, 동일 수량의 크리스탈 생수는 (4)번 옵션으로
9,000원 저렴하다. 한편 피고의 네이버쇼핑 생수 주문 페이지의 옵션은 생수 종류와
수량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에 맞는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옵션별로
가격도 다르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삼다수 생수와
크리스탈 생수를 구분하여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쇼핑은 판매자에
게 대표이미지를 최소 1개 필수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1)
번 옵션 삼다수 500ml 40병 이미지만을 대표이미지로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
비자를 기만하여 삼다수 생수 대신 크리스탈 생수를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광고를 기만적 광고를 보고 있지 않아 표시·광고 공정
화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생수대금과 배송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3.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플랫폼제공자의 법적지위)10)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ooking.com)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11),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이다.12) 한편 원고는 자신의 플랫
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하 ‘환불불가 조항’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였
는데, 그 환불불가 조항에 의하면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
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한다.
9)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10) 대상판결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본고의 취지가 하나의 판결에 대한 평석이 아니기 때문
에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평석은 추후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숙박예약은 장래의 특정 기간에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숙박예약이 완료되면
고객은 별도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이 없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숙박계약’이
다. 이하에서는 ‘숙박예약’과 ‘숙박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다.
12) 원고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40여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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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
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에 따
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이
하 ‘이 사건 시정권고’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 7. 시정권고서를 수령하
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11. 의결 제
2019-032호로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
라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3) 이에 원고는 문제된 약관은 원고의 약관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숙박계약의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엑스트라넷에 입력하여 결정한다. 환불불가 조
항을 숙박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숙박업체가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
업체의 약관이지 원고의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엑스트라넷에 숙박업체가
숙박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틀(도구)을 제공할 뿐 숙박조건 자체를 결정하지 않으므
로, 원고가 숙박계약의 내용 중 하나로 환불불가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환불불가 조항이 포함된 숙박상품을 검
색하고 숙박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숙박계약을 중개하
면서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숙박업체가 결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차원이므
로, 제안의 주체도 원고가 아닌 숙박업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고객에게
자신의 약관으로서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전자상거
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서 책임을 질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하
여 지거나 대신하여 지도록 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
업자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숙박업체가 통신판매중개의
뢰자,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위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규정만으로 원고가 숙박
업체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약관법은 사업자의 요건으
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13) 시정명령
1. 원고는 다음의 약관 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온라인 숙소 검색․예약 플랫폼 상에서 호텔 등의 검색 시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
사항>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
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 조건
2. 원고는 위 약관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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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곧바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약관법상 환불불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분석
1)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원고는 네덜란드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회사로서 원고와 고
객 사이에 적용되는 플랫폼 이용약관은 네덜란드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원
고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므로, 각 당사자 별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정해진다. 국
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
서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
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할 때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원고의 이용약관
제11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운영
하고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며, 숙박업체는 원고
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국내에서 원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숙박예약의 청약 및 결제를 하는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그 플랫폼 이용계약 및 숙박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강행규정인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인지 여부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에
서 환불불가 상품과 그렇지 아니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 환불불가
상품의 계약에 포함된 환불불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즉 환불불가 사유, 환불불가
시한 내지 환불불가의 범위(위약금률)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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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환불불가 조항은 원고
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특정 숙박상품을 선택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과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해 게시되어 있다.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조건을 검색하면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상품의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문
자로 표시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3) 원고가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숙박업체, 고객의 계약체결
구조
원고는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체결한
다. 등록약관에 의하면 숙박업체가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며,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체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형성되
고 숙박업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며, 원고는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특정 결제 시스
템을 제공하여 결제 중개를 할 뿐이고 객실의 (재)판매인이 아니고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한편 원고는 이용약관을 이용하여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고객은 구글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숙박시설을 검색하기도 하는데,
검색 결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원고 등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시하는
최저가 상품이 노출된다. 고객이 그중 특정 플랫폼 사업자로 원고를 클릭하면 원고
의 예약 화면으로 이동한다. 고객이 원하는 숙박상품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면 선불
또는 후불로 결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를 입력하면
숙박예약이 완료된다. 환불불가 조건이 있는 숙박상품은 선불로 결제해야 한다. 원
고의 플랫폼에서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된 대금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숙박업
체에게 직접 지급된다.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
지 않는다. 고객이 대금을 결제하여 숙박예약을 완료하면 원고의 플랫폼에서 확정
된 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확인서 출력 및 모바일 저장, 객실업그레이드,
예약 변경․취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약관14)에 의하면 숙박업체
는 플랫폼에 제공하는 모든 요금/비용/가격, 예약 가능 여부 정책·조건 및 기타 관
련 정보를 유지하고, 숙박업체가 제공하는 특가 상품에는 취소 불가 또는 환불 불
가와 같은 별도의 제약 및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예약 시 명시된 요금을 숙박업체에 지불하면 되고, 숙
박업체는 고객이 숙박상품을 이용한 경우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고가 숙
박업체를 대신하여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나, 고객이 지급한 금액은 제3자의
결제 처리업체를 통해 숙박업체로 지급되고, 원고가 최종 판매 책임자의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고객이 숙박업체별 약관을 해당 숙박업체를 통해 확인하되,
14) 이용약관에는 안내 도입부에 여행업체의 개념으로 숙박업체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여행업체를 숙박업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약관에서 언급된 여행
을 숙박으로, 여행업체를 숙박업체로 한정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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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의 기본 취소 및 노쇼 정책은 원고의 플랫폼에서 각 숙박업체 정보 페이지
에 명시되어 있고 숙박업체의 정책에 따라 예약 취소 시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원고는 숙박의 (재)판매자가 아니고, 숙박(제공가격, 정책 또는 고객의 별도 요청)과
불만 또는 이의 제기는 숙박업체에서 처리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불만,
이의제기 및 (상품 관련) 채무와 관련한 책임 또는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하여 숙박예약을 함에 있어 원고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
요하지 않으며 원고는 숙박대금을 결제하는 단계에서 고객에게 이용약관을 제공한
다. 고객과 숙박업체는 직접 대면 없이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숙박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숙박업체는 고객에게 숙박기간 동안 숙박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공동당사자인지 여부
이하는 대상판결이 원고를 숙박계약의 당사자 및 공동당사자로 보지 않은 이유이
다.
① 원고는 숙박업체와 등록약관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등록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체가 원고의 엑스트라넷에 숙박조건을 입력하면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
에 숙박상품을 게시하는데,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검색한 해당 숙박상품을 선
택하여 숙박예약을 완료하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원고는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숙박업체의 숙박시설 정보 등록과정에서 숙박시설 정보를 바르게 입력하였
는지를 검토할 뿐이고, 이후 숙박업체는 원고의 엑스트라넷에 접속하여 숙박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하며, 숙박업체가 입력한 대로 숙박상품이 원고의 플랫폼에 게시되므
로, 환불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조건은 숙박업체가 결정한다. 원고는 중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숙박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고객과 이용약관을 이용하여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고
객이 원고의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한 다음
숙박예약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고객과 숙박업체의 숙박계약 거래를 중
개한다. 원고는 고객에게 인적사항 입력 단계에서 환불불가 조항이 호텔(숙박업체)
의 정책임을 알리고, 결제수단 정보 입력단계에서 숙박예약이 숙박업체와 직접 체
결됨을 알리며, 아울러 이용약관을 제시하여 ‘숙박업체가 숙박조건을 제시하고 고
객이 결제한 숙박대금이 숙박업체에 지급되며 고객이 해당 숙박업체를 통해 숙박업
체별 약관을 확인하고 숙박업체의 정책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원고가 판
매 책임자가 아님’을 알리고 있다.15) 원고는 고객이 숙박대금을 결제하면 고객에
15) 원고의 플랫폼은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고객이 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일반 약관(이용 약관)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면서 고객이 이용약관을 클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클릭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약관의 내용이 외국어의 번역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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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내는 결제 문자메시지에 숙박업체 이름을 명시하고 있고, 역시 고객에게 보낸
예약확인서에 최종요금은 숙소 측에 지불한 요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고객은 원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숙박업체에게 숙박대금을 지급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 내용 중 숙박대금 조건의 하나이
다.
④ 위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 숙박계약의 내용 및 그 취지, 원고가
예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고지한 내용, 숙박예약의 거래 방법, 숙박조건을 결정하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며 숙박대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모두 숙박업체인 점, 환불불가
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금의 귀속주체도 숙박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
체와 고객 모두 숙박계약의 당사자를 숙박업체와 고객으로 인식하고 숙박계약을 체
결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숙박업체이다. 원고는 숙박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고객
이 숙박예약을 완료하는 경우 숙박업체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업체를 위해 숙박예약 접수, 예약 확인 이메일
송부, 숙박대금 결제 대행, 예약 취소 접수, 예약취소 확인 이메일 송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숙박업체와 체결한 숙박시설 등록계약,
고객과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숙박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숙박업체로부
터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숙박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가 숙박계약의 공동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
은 상품을 발견하면 예약한 숙박상품과의 차액을 환불해주는 최저가 맞춤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나, 최저가 맞춤이 환불불가 조건과 당연하게 결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록약관에 의하면 숙박업체는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게시할 때 최저
가 맞춤 정책에 부응하여 최저가로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숙박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가 최저가 맞춤이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최저가와의 차액을 환불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최저가 맞춤 정책의 홍보를 들어 원고가 숙박계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상품과 함께 렌트카 예약 등 다른 관련 상품
을 취급하여 홍보하고 시크릿 특가, 적립 등 고객유인 및 혜택 제공행사를 하고 있
으나, 숙박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영업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원고가 숙박상품의 재판매 사업자로서 재판매계약의 당사자 내지 숙박계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의 한쪽 당사자이나, 환불불가 조항
느껴져 다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
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의 의미를 본문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원고가 이용약관에 대한 고객의 확인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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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박시설 등록계약, 플랫폼 이용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
하여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⑦ 원고를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을 경우 국내외 수많은
숙박업체를 사업자로 하여 피고가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
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약관법상 사업자 개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3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만약 원고와 숙박업체 및 고객 사이에 상호 밀접하게 견련된 하나의 3면계약이 성
립되어 원고가 고객에게 숙박조건을 최종 결정하여 제시하고 숙박예약·결제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원고는 3면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숙박업체와 숙박시설 등록 계약을, 고객과 플랫폼 이용계
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고객이 원고의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완료함으로써
숙박업체와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숙박업체, 고객 사이에 각
각 3개의 개별계약이 성립하였을 뿐 3면계약이라는 하나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약관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신판매중개자 등 지위에 기초한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3항, 제20조의3 제1호가 정한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을
지고 책임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
제된다.16) 원고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숙박업체가 게시한 숙박상품의 정보를 제공하
고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며,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숙박예약과 관련하여 숙박업체를
위하여 청약의 접수, 대금의 결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
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업으로 하
고 있으므로, 원고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
개자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제1호,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4조 제1
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청약의 접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16)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
는 것을 말하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란 사이
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20조 제1, 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2.라.에 의하면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
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
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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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①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ㆍ행사방
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청약의 확인, ③ 그 밖에 소비자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전자상
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위
(4)에서 본 바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
매의 특수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
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거나 대신하여 지도록 하는 것일 뿐 이
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하는 것
이 아니다. 숙박업체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위 전자상
거래법상 책임 규정만으로 원고가 숙박업체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요컨대 약관법은 사업자의 요건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일 것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상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곧바
로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약관법상 환불불
가 조항에 관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법리적으로 중개와 판매는 엄연히 다르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중립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위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7) 이런 이유에서 비교법
적으로도 소수의 예외적 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역할에 초
점을 맞추어 중개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18)
특히 미국의 주류적인 판결이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대위책임 및 기여책임론으로
이끄는 것도 플랫폼 제공자가 가지는 중개업자의 지위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
다.19) 물론 최근에 일부 판결에서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도 하
였으나20), 이를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해석
으로 책임을 부과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인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며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과정인지
를 확인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21)
17) 이러한 비판은 박신욱, 앞의 논문, 285면 이하에서도 확인된다.
18) 미국 판례로는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독일 판례로는 BGH, NJW 2004, 3102, 3105;
BGHZ 158, 236, 251.
19)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이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서 부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규율하
고 있을 뿐이다.
20) Oberdorf v. Amazon.com Inc.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이병준/정신동/김세준, 앞의 논문,
144면 이하 참조.
21) 온라인 중개 플랫폼 지침에 관한 토의 초안(the Discussion Draft for a Directive on Online

- 15 - 49 -

요컨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단면만을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계약책
임법리와의 충돌, 디지털시장의 안정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
고 있으며 향후 이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책임을 귀속하는 것과 그
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은 별개이며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그 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은 해석으로는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
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므로, 원고는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은 해석을 한계를 고려한다면 타당하다.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관련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27543 판결(기만적 광고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탈퇴)과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RB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
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탈퇴 전 피고는 승계참가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승계참가
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수행, 자급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신탁받
은 수탁자이다.
피고(탈퇴) 등은 광고지(브로셔),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
한 홍보를 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광고지에서의 홍보문구의 구체적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도면 및 면적 층별 소개]
○ B1F 층고: 4.8m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기상 지하 1층이지만, 차도·인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여 실질적 1층으
로 사용됨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건물모형 하단에는 ‘본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7. 1. 5. 피고(탈퇴)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 826,990,000원(계약금
82,699,000원, 1차 중도금 82,699,000원, 2차 중도금 82,699,000원, 3차 중도금
Intermediary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Draft Model Rules om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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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9,000원, 잔금 496,194,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82,699,000원, 2017. 1. 20.부터
2017. 9. 20. 사이에 1 내지 3차 중도금 각 82,699,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승계참
가인과 피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3. 27. 이 사건 건물 중 잔여 신
탁부동산 등에 관한 최종정산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로서의 피고(탈퇴)의 권리 및 의무(분양계약서 상 매도인의 지위, 인허가 상
건축주로서의 지위, 소송당사자의 지위, 사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분양대금 반환, 하
자보수 책임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는 승계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인접한 인도에서 성인의 허리 정도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출입문이 있고, 도보로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와 점포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으며 인도에서 도보로 이 사건 점포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울타
리의 시작지점에 설치된 2-3단의 계단을 내려와 점포의 정문으로 몇 걸음 더 걸어
가거나 울타리를 따라 걸어 올라가서 이 사건 점포 정문을 지난 위치에 설치된 5~6
단의 계단을 내려와 몇 걸음 더 걸어가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광고지에는 이 사건 점포가 ‘지하층’임을 명시하면서도 ‘실질적 1층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이는 보통의 지하층 점포들이 건물의 외부
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아 점포의 자연스러운 홍보가능성이나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지상에 위치한 점포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지만 이 사건 점포의 경우 그 대부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이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어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분양홍보관 등에서 설치한 건물모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 앞에 설치된 인도 및 차도가 경사를 따라서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와는 단차가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원
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점포의 대부분이 지상으로 드러나지만
점포 자체는 인접한 도로보다는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위 건물모형에는 ‘본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
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20조에는
‘② 분양홍보관(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시
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
부 변경될 수 있다.’, ‘⑪ 분양홍보관 등에서의 분양상담직원의 행위는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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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탈퇴), 승계참가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특약 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으며, 분양계약서상의 권리 이외에 어떠한 권
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분양카다록에 입주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
용한 모든 조감도, 투시도, 아이소 등 이미지 CG(컴퓨터 그래픽) 및 사진은 본 사업
지와 상품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름을 정확히 인지하며, 분양계약 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
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탈퇴)에게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시
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구조나 형태 등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인도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는 하남시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것을 요청하자 승계참가인 측에서
그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위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
결 무렵인 2016. 1. 5.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시공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
생할 경우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에 동의합니
다’라는 내용의 설계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기각하였다.
① 분양광고의 경우 상품의 구매소비자의 기대와 희망을 자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
정을 방해하여 상품의 구매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광고가 장점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보
통의 경우 분양광고 내용 자체를 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곧바로 편입시킬 수는
없음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모형 하단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0조 제2항은 ‘분양홍보관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
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
다’, 같은 조 제5항은 ‘건물 시공 중 피고(탈퇴)의 형편에 따라 증축 또는 설계변
경을 하고자 할 때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모형이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가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
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점포는 등기부상 지하층
이고, 분양계약 당시에도 지하층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1층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따로 없고, 원고도 분양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였다. ④ 건물모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도로 사이에 정확한 높이
를 알 수 없는 단차가 존재하고 있어 원고로서도 어느 정도의 높이 차이는 인지하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중 행정관청의 요
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도 사이에 울타리(╔╦╦╗모양)를 치게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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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울타리가 이 사건 점포의 전면을 완전히 가려 인도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지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승계참가인 측에서도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위 울타리의 설치를
예상할 수 없었고 행정관청의 울타리 설치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분석
1) 계약의 해제 여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
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
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고,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
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분양광고의
내용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
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
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
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86051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 문제되는 점포의 접근가능성의 확보는 아파트의 외
형․재질 등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점포의 접근가능성의 확보를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될 뿐인데, 대상판결은 원고가 예측할 수 있었던 접근가능성의 확보
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이에 대해서는 판단이 매우 어려울 것이
지만 청약의 유인으로서 광고가 가지는 의미, 피고 등이 분양홍보관 등에서 설치한
건물모형 등을 통해서도 예층할 수 있었던 범주 내의 접근성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보통 건물의 1층처럼 도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점포로의 직접 접근가능성의
확보’를 분양계약상 피고(탈퇴)의 채무라고 보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
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
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고,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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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
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69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이 사건 점포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점포의 지정업종(부동산중개업소),
인도와 차도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지가능성 및 접근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 건물의 1층처럼 도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점포로의 직접 접근가능성의 확
보’라는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응 타당하다.
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능성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광고지, 분양상담직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가 ① 인도에서 계단 없이 곧바로 접근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앞에 설치될 턱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외부에서 보기에 지상 1층과
동일하게 보인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 등을 듣고 이 사건 점포의 현황에
대하여 착오하게 되었으며, 피고(탈퇴)가 원고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탈퇴)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
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
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
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
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우리 판례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
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
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여야 한다는 본다.22) 이러한 판례에 따
르면 당사자 일방이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23) 즉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상황
에 대한 오신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까지
22)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2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
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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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장래에 대한 기대와 실제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더라
도 이는 민법상 착오의 문제로 포섭될 수 없다.24)
예컨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
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다.25) 또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신뢰하여 매수인이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는 착오취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판례에 의하면 장래 사실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의사표시를 착오를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를 둘러싼 경제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자가 그로 인한 위험
도 부담해야 한다.26) 참고로 독일민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착오는 원칙적으
로 현재 또는 과거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장래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장래 상황에 대해서는 기대할 뿐 착오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장래 다가올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대해 잘못 진단했더라도 착오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27) 반면에 이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 장래 계약에
관련된 변화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그의 의사표시와 인과관계 있는 잘못된 오해를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한 것이라면 장래 변화에 대한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유력하다.28)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좌절된 기대
의 영향을 받은 자 스스로가 그 좌절된 기대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확실한 것
으로 보였던 미래의 상황 또는 현재 상황의 계속을 양당사자가 기대한 경우 이는
양 당사자의 행위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29)
생각건대 위 계약에서의 울타리 설치 및 계단에 의한 출입으로의 변경은 양당사자
가 충분히 예견하고 합의했던 내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피고측에서
그러한 변경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착오
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나.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24)
25)
26)
27)
2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MünchKommoBGB/Kramer, 5. Aufl., 2006, BGB § 119, Rn. 117.
Staudinger/Singer(2012), BGB § 119, Rn. 87.
MünchKommoBGB/Kramer(2006), BGB § 119, Rn. 117; MünchKommoBGB/Armbrüster, 7.
Aufl., 2016, BGB § 119, Rn. 117.
29) 그리고 이 경우 착오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독일민법 제313조 제1항과 경합할 수 있다고
한다. MünchKommoBGB/Armbrüster(2016), BGB § 119, Rn.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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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광고지의 기재 내용과 분양상담직원의 설명을 통하여 보통 건물의 1층처럼
도로에서 곧바로 이 사건 점포로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
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
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
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
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30) 한편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
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
(소위 ‘객관적 기준설’)31)” 또는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
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
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경우(소
위 ‘이중기준설’)32)”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주류적인 판례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
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
야 한다고 본다.33) 생각건대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인은 계단
을 이용할지라도 바로 1층을 통해 지하를 내려가는 구조가 아닌 바로 분양받은 건
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3)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참고로 원고는 ‘분양홍보관 등에서의 분양상담직원의 행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탈퇴), 승계참가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5조, 제6조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분양담당직원이 상가계약과 관련 없는 사항에

3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31)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3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24334, 24341, 24358, 24365, 24372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다수.
33)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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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담당직원의 행위에 관해 피고(탈퇴)이 책임지
지 않는다’고 축소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탈퇴)가 원고와 같은 다수의 계약 체결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미리 ‘분양계약서’라는 명칭의 서면 형식을 갖추어 구비하여
온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
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
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
며,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
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
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25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가 ‘분양계약서 상에 명
시된 사항 이외에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특약 또는 개별 약정을 한 바 없
으며, 분양계약서상의 권리 이외에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
다’는 내용으로 위 조항과 동일한 취지의 별도의 확약서도 작성하였는바, 분양계
약서에 위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분양상담직원의 설명 등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선분양․후시공된 건물로 신축 과정 중에 법령의
변경 또는 정책의 변경, 공법의 변경 등으로 완공 시 처음 광고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를 예상하여 피고(탈퇴)는 광고지, 건물모형,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
에 관련된 내용을 고지한 점, ③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서의 접근이 완전히 제한되
거나 차단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조항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해당 조항을 피고(탈퇴)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약관의 내용은 개
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
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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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2007다512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문언과 체계상 객관적이고 획
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9. 15. 선고 2020나2003015 판결(한정근저당과 설명의무 사
건)
(1) 사실관계
피고 은행은 2012. 11. 9. 소외 회사와, 계정과목명 기한부수입신용장 발행, 거래구
분 한도거래, 여신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19.까지, 여신(한도)금액 미합중
국통화 2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자금용도 수입물품대금으로 각 정하
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은
행과 소외 회사는 2013. 12. 9.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만료일을 2014. 11. 19.
로 변경하는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는 2014.
3. 5.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50만 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
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에 담보제
공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4. 3. 5. 피고
은행과,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기한부수입신용장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60만 달러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은행은 2014.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3. 5. 접수 제35702호로 채권
최고액 60만 달러,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그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
는 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한정근저당의 내용 또는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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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
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 유형 중 한정근저당을 선택한 다음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정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제1항에 “한정근저당”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같은 조항의 한정근저당을 설명하는 부분인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
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문
구 아래에 거래의 종류로 “기한부수입신용장거래”라고 수기로 기재한 사실은 앞
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근저
당권이 기본거래의 종류를 기한부수입신용장거래로 하는 한정근저당이라는 점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한정근저당은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기본거래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기본거래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
므로,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존 기
본거래계약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는다면, 물
상보증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채무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거래
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석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
다.34) 약관규제법이 고객의 개별적 능력과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이행 여부가 달
라지는 맞춤형 설명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계약내용으로의 편입을
위한 단계로서 설명의무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소송당사자인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상 의무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녀야 한
다는 점에서 고객 보호는 설명의무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약관 또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체결의 대
상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달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이다.
3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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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관에서의 설명의무는 열위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통
해 역학적인 불균형성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러한 열위적 지위에 있
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대상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대상판결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 소비자를 기준으로 설명
의무의 면제여부를 판단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한정포괄근저당의 의미를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35) 대상판결의 결론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원고의 주관
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은 판결의 임의적 축약이자 생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고입장에서는 그 판결의 결론을 관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512114 판결(약관상 부제소합의의
효력 등)
(1)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 홍보물에 “대기업 2만명 고정
수요”, “은행금리의 4배!, 수익률 8% 이상 확실한 수익 창출 가능! 40만 임대수요
독점! 공실제로!”, “인접 지역 분양 상품 최저가!”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이러
한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유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공장 입주율은 60% 정도에 불과
하여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근로자수가 2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상가는 대부분이 공실인 상태로 임대 가능성이 없어 은행금리의 4배 수익률 창출하
는 것이 어려우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는 인접 상가와 비교하여 최저가도 아니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와 같은 허위 분양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을 기망하
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장 부본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로 사기에 의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매도인인 피고 무궁화신탁은 주위적으로, 위탁
자 피고 더누림은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6)
이에 피고들은 피고 무궁화신탁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들이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37)상 시행사인 피고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
35) 참고로 대상판결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6. 선고 2018가합589056 판결에서는 약관
규제법상의 설명의무가 문제되지 않았다.
36)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피고 더누림’이라 한다)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1341외 4필지
지상 누리자타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이고, 주위적 피고 주식
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고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더누림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더누림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 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37) 서명·날인한 후 교부한 계약상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말미에 “화성바이오밸리
더누리자 타운을 공급받음에 있어 유의사항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
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미인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행사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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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
제소특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 무궁화신탁은 2018. 6.경 피고 더누림과의 이 사건 상가 관련 신탁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무궁화신탁의 권리·의무를 피고 더누림이 면책적으로 승계하였으므
로38), 원고들은 피고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더누림은 이 사건 각 분약계약의 체결 시 원고들을 기망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결요지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원고들은 피고 무궁화신탁이 주장하는 부제소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무궁화신탁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
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14조에서는 “소송 제기 등
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
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유의사항에
대한 미인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고객의 소제기만을 일방적으로 금지하
고 있을 뿐 매도인 등의 소제기는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부제소합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
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것이다. 더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무궁화신탁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무
궁화신탁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면책적 승계주장에 대한 판단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이하 ‘이 사건 부제
소합의’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8)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면책적 승계 조항‘이라 한다)에는, ‘매수인은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일부세대의 소유권 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피고 더누림과 피고 무궁화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 무궁화신탁의 모든 권리의
무는 피고 더누림 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피고 무궁화신탁의 수분양
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피고 더누림 또는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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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먼저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이 2018. 6.경 해지되어 이 사건 상가 중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이 2018. 6. 또는 2018. 9.경 피고 더누림에게 각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면책적 승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인 피고 무궁화신탁의 권리·의무는 면책적으로 피고 더누림
에게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
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면책
적 승계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면책
적 승계 조항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규정일 뿐, 수분양자들의 취소권·
해제권‧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의무 자체를 경감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 부
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
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
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면책적 승계조항은 토지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조항
으로서 계약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따라
서 이 사건 면책적 승계 조항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가의 홍보 및 광고에 유동인구, 수익률 및 분양가에
다소 과장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홍보 및 광고는 일반 상거래
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의 내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39) 따라서 피고 더누림의 이 사건 분양광고가 기
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더누림에 대한 청구는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먼저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
39) 특히 대상판결은 “피고 더누림으로서도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의 근로자 수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할 때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하여 손해를 회피할 만한 수단이나 방법 등을 가지고 있지
는 못한 점, 이 사건 상가의 홍보물에 적시된 약 8%의 임대수익률의 계산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홍보물에 “예상”수익률이라고 명시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약정
한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 더누림이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8개의
도시형생활주택들의 분양가를 비교하여 최저가라고 홍보한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인근의 모든 상가와
비교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가 최저가라고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입지, 인근 유사한 상가의 분양가 및 수익률, 향후 경기 상황 내지 부동산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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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무효론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
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
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
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조항’인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생각건대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분양계약에서 면책적 승계 조항은 거
래통념상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 약관 작성자의 지위남용으로 보기는 무
리가 있다는 점, 이 조항에 의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를 통해 실질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수분양계약 체결이 유도된다는 점, 수분양자들
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의무 자체를 경감한 것이 아니라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관규제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대상판결은 타
당하다.
마지막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
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
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
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
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품판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다소의 과
장이나 허위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
유가 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판단은 소위 로마법상 ‘선의의
기망’(dolus bonus) 법리와 유사하다. 즉 선의의 기망과 악의의 기망(dolus malus)을
구별하여, 판매자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더라도 그것이 거
래계에서 일반적인 발언이라면 상대방이 기망당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0)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 더누림
의 광고를 기망행위로 보지 않은 것은 일응 타당하다.
40) A. Schurr, Geschäftsimmanente Abstandnahme, 2006, S. 235;
obligations, 12e éd., 2010, n°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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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비자기본법 관련 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2074793(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4. 16.부터 2015. 10. 7.까지 정수기제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정수기
에 제빙기능을 겸한 모델번호 CSPI-370N, CPI-380N, CHPI-380N, CHPCI-430N인 피
고 제조의 정수기 중 위 목록 ‘모델’란 기재 각 해당 코웨이정수기(이상은 370N
모델, 380N 모델, 430N 모델 등 3가지 모델로 통칭되는데, 이하 위 3가지 모델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 관한 임대차(‘렌탈’) 혹은 매
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CODY)41)은 2015. 7. 23.경 이 사건 얼음정수기 중 모델번호
CPI-380N인 고객의 정수기를 정기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
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5. 8. 2.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모델번
호 CPI-380N 정수기 1대를 수거, 검사한 결과 냉수 순환냉각 시스템의 얼음정수기
인 이 사건 얼음정수기 중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인 증발기42)의 외부
니켈도금이 박리되어 그 아래 설치되어 있던 냉수 탱크에 니켈도금이 떨어진 사실
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5. 8. 중순경 위와 같은 니켈 박리가 나타난 정수기와 이
사건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필터 교환 및 탱크 청소 서비스 과정에 이 사건 원고들 및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였고, 2016년 5월까지 판매
된 정수기 중 97%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였다. 피고는 위 플라스틱 커버 장착의
계기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명분으로는 업그레이드(전기요금 저감, 얼음 저장고 무상 교체로 내부
위생 강화, 내부 유로 세척 서비스 등, 갑 제38호증의 3 등)를 내세웠을 뿐이다.43)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2016. 7. 3.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건 얼음정수기들과 관
련하여 ‘피고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인 니켈)가 검출되었고 제조업
자인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피고는 SBS 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 날인 2016. 7. 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① 니켈 검출 정수기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1) 'Coway Lady'의 약어로 피고의 정수기 점검 직원을 지칭한다.

42)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적인 부품으로, 제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재질을 사용하였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하였다.
43) 피고가 제출한 위 업그레이드 방안 자료인 ‘냉각성능 개선을 위한 증발기 커버 장착’의
작성일자는 2015. 9. 24.로 위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사건 발생 이후이다(을 제4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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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얼음정수기(모델번호 CSPI-370N, CPI-380N, CHPI-380N, CHPCI-430N) 중 일
부이고, ② 피고는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뒤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지만
입고수리, 제품교환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 현재 97% 이상의 서비스를 완료하였고,
③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고, 만약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
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6. 7. 7. ‘①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이 사건 얼음정수기 3종 모델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하며, ② 이 사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렌탈료 전액을
환불하고, ③ 이 사건 얼음정수기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고객이 해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하며, ④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6. 7. 7.자 사과
문에 따라 피고가 판매, 임대한 이 사건 얼음정수기 중 96%의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일정을 확정한 후 2016. 9. 30. 이 사건 정수기 사용기간을 고려하면 위해 우려
는 낮은 수준이지만, 민관 합동조사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객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하와 같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얼음정수기 임대에 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
들에게 이 사건 얼음정수기 및 그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건
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얼음정수기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
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음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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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고지의무 위반 등에 기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 판결은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44)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2)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45)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 1년간 이 사건 얼음정수기의 정수(냉각) 과
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
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그 냉수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로
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얼음정수기의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
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음용을 계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
았으리라고 추론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석을 통해 인정되
는 그에 관한 정당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원고들의 상당한 정신적인 충
격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상 생활환경에서도
섭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적은 중금속의 부지불식
간 섭취가능성을 걱정하는 감정적인 꺼림칙함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
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보도로 밝혀지
기 이전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고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함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3) 검토
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
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수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6가합17182 판결.
4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의 300백만 원의 청구 중 일백만 원만을 인정한 1심
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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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무의 일환으로서, 계약의 목적 내지 보호법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 및 그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조치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수적 의무
의 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채무의 위반이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불
완전이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숙박업자가 고객 안전배려라고 하는 신의칙상 인정되
는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
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
43590 판결 등 참조). 어느 경우이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고의, 과
실 등 채무자를 비난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배
상책임을 지울 수 있고,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
도 그것이 예견 가능한 것인 한 배상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계약의 부
수적 의무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계약과 관련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여부는, 당해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그 계약의 체결에 이
르게 된 경위와 의사 형성의 동기 및 내용, 계약이 예정하거나 그 해석상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법령의 규정, 기타 신
의성실의 원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학교법인의 소속 학생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의료상 설명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대상인 계약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 포괄적인 소비자 계약법이 제정되지 않은 우리 법제 하에서는 정보 등의 불
공정한 격차를 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소비자가 그 계약 및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형성 및 자기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의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가 그 계약관
계의 해석을 통해 고지의무 등 부수적 의무의 일환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도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이때 그 거래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당
정보의 의미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그에 입각한 선택의 기회 부여의 필
요성, 쌍방의 신뢰관계의 수준 및 정도(계속적 채권관계, 전문적 영역의 거래관계
등) 등이 그 부분 판단의 기준 내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소비자기본법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물품 등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
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제1조),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
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사업자는 물품 등
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한다. 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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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성실하고 정확한 제공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인 선택권과 이익의 보장에 관한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의
정신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얼음정수기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계
속 제공함에 있어 니켈 등 중금속 오염물질의 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합
목적적 해석상 고객들에게 고지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는 사
항이라면,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부수적 의무로 주
장하는 고지의무 및 그 위반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취지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 모델의 정수기에 발생한 니켈 박리 및 이를 계기
로 실시한 피고 자체 검사결과 드러난 니켈성분 검출 사실에 대해, 방송 보도로 밝
혀지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에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도출되는 원고들의 알 권리 및 그에 입각한 선택권의
행사와 유지 등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호,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1년
가까운 장기간 은폐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
고측이 ‘니켈에 의한 인한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인체유해성이 확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법적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손해
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실(니켈 검출)을
인지하고 자발적 선택을 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유해성의 확증에 대
한 확률을 가지고 이를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소비자 그러한 위험회피가능성
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며, 니켈 등 중금속의 검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니켈로 인
한 건강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될 수밖
에 없다. 일찍이 C.스타가 기술적 위험확률을 사회적 이득과 비교분석하면서 확률
적으로 인지하는 객관적 위험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위험과 큰 차이를 보인
다고 주장한 것처럼46), 그 위험을 자각한 상태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 위험성이 희
박하더라도 소비자의 위험 체감지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
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백수오 사건)
(1) 사실관계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내츄럴엔도텍’이라 한다)은 2001. 5. 24.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0. 31. 코스닥증권시장
에 상장되어 주로 천연호르몬을 이용한 신약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제조·판
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46) Chauncey Staar, “Social benefit versus technological Risk: What is our society willing to
pay for safety?”, 165 Science(1969), 123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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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아래와 같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보도자료를 공표한 이후 그
주식을 매도한 내츄럴엔도텍의 주주들이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경 백수오47), 속
단, 당귀 등 한약재를 함께 우려낸 복합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
매하였는데, 피고 A와 B는 피고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백수
오 관련 조사 및 보도자료 공표를 직접 담당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 한
국소비자원은 2015. 4. 21.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 60% 이
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2015. 4. 22. 이를 배포하였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 4. 22. 이 사건 제1차 공표에 대하여, 종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라 한다)가 공인된 검사방법인 PCR 분석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유전자 분리 및 증폭반응검사) 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
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임의로 위 PCR
분석검사가 아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시험법으로 행한 조사결과를 신
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2015. 4.
23. 및 2015. 4. 27.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
다. -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해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2015. 4. 30.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내
츄럴엔도텍은 2015. 4. 30. 및 2015. 5. 6. 비의도적이었으나 자사의 제품에서 이엽우
피소가 검출된 것에 대하여 공식사과문을 발표하였다.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2015.
4. 30.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발표내용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종전 시험결과와 일치하는바, 백수오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공표하였다.
그 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2015. 5. 4.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대
응방안 - 내츄럴엔도텍의 사과문 및 대책에 진정성 부족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
료에서 내츄럴엔도텍이 식약처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소비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주장까지 개진
하면서 피고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민사소송,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조사결과공표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공식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2015. 5. 4. ‘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015. 5. 8. ‘홈쇼핑
사 등, 백수오 소비자피해 보상에 미온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공표하였
47) 백수오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덩굴식물인 큰조롱의 덩이뿌리이고,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마찬가지
로 박주가리과 덩굴식물로서 말린 뿌리 모양이 백수오와 매우 유사하지만 백수오보다 번식력이 강하
고 성장속도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 이엽우피소는 중국에서 도입된 종(種)으로서 백수오의 대체작물로
인식되어 1996년경부터 농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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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각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로
확인되는데도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백수오 제품을 제조·판매한
홈쇼핑사들이 관련 보상에 미온적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4월경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와 이엽
우피소를 혼입하여 백수오복합추출물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5. 6. 26.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내츄럴엔도텍과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
였다.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2015. 6. 30.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긍하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 및 손
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백수오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2015. 4. 21. 86,600원에서 2015. 4. 22.
하한가인 73,700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공표된 2015. 4. 30. 34,100원으로, 그 이후에 2015. 5. 22. 8,550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상 명단공표는 국가기관의 높은 주의의무로 인해 의심의 여지없
이 인정되는 확증과 근거를 가진 사실만을 공표해야 하는데,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 각 공표내용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도 타당한 근거도 없이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판매하는 백수오 제품에 관한 허위사
실을 공표하였다. 특히 이엽우피소는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 부족으
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
할 근거가 없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신뢰할 수 없는 연구논문 등만을 근거로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또한 ⑵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수거한 시료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양이 극히 경미하여 내츄럴엔도텍이 고의로 혼입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섭취로는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지 않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
음에도 이를 고의로 묵비한 채 내츄럴엔도텍이 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엽우피소를 백
수오로 둔갑시켜 가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
표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히 이 사건 각 공표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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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5조 제3항 단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혼란이 유발되고 백수오
재배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내츄럴엔도텍이 피고 한국소비자
원을 상대로 신청한 명단공표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15. 4. 29.로 지정되
어 있었으며, 주무관청인 식약처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공
익상 필요성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공표를 강행한 것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사실공표의 필요성 과 충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보유주식
수에 상응하는 주가하락분을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표내용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각 공표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은 백수오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엽우피소 검출 사실
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도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부인하면서 이른바 ‘백수오 파
동’을 유발한 내츄럴엔도텍의 경영진 측에 있고, 이 사건 각 공표는 내츄럴엔도텍
에 대한 것으로 그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은 자는 내츄럴엔도텍이지 원고들이 아니
므로, 이 사건 각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가 하락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48)
(3) 분석
1) 허위사실의 유포인지 여부(위법성 평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
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
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
용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
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
라, 그 표현행위의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
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
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
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
48) 대상판결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가합522350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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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
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
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생각건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의 부작용, 유해가능성을 공표한 것이 허
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8. 8.
13. 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08-51호)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백수오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이엽우피소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공표 당시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품 원재료 사이트에서 이엽
우피소에 대하여 ‘약용으로 사용된 이외에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 10월경부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제품에 혼입되어 유통되는 현상을 포착하
여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수
치를 적시한 부분 또한 식약처가 매년 공지하는 객관적 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 이
엽우피소의 독성이나 인체유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이엽우피소는 가짜 백수오로 불리고 있고,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검사
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32개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이엽우피
소가 검출되었으며, 특정한 기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는 식품의 성격과 그
원재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등을 고려해 볼 때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원재료 대체 물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가짜’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섭
취할 경우의 부작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내츄럴엔도텍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백수오 제품의 회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 한국소비자원으로서는 소
비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1차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등 32종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91%에 이르는 29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
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그 섭취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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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공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소비
자보호법 제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익상 필요성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
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5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어 공표한 이상 사후적으로
공익상 필요성을 따져 그 공표의 위법성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주
들의 손해 등이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공익상 필요로 볼 것인지도 의
문이다.
2)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한국소비자원으로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그 섭취
에 주의할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공포행위와 원고들이 주
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공표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은 내츄럴엔도텍으
로49),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표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매
출량과 매출이익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은 내츄럴엔도텍이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주
인 원고들은 단지 내츄럴엔도텍이 입은 자산가치 상실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반
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12941 판결(자동차 DPF 결함사건)
(1) 사실관계
피고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포르쉐코리아’라 한다)는 독일 자동차 제
조업체인 Dr. Ing. H. c. Porsche AG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지정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스투트가르
트’라 한다)는 피고 포르쉐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한 회사이다. 원고
는 2016. 5. 11. 피고 스투트가르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31,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0.경

메

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료 월 1,854,8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9. 22. 이 사건 자
동차에 관하여 메리츠캐피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피고 스투트가르
트는 2016. 9.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며 피고 포르쉐코리아가 작
49) 이 사건 각 공표는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공표의 대상자는
내츄럴엔도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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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
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디젤 연료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
는 EURO6)를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 제어장치[DOC(디젤산화촉매) + DPF(디젤 미립
자 필터) 형태]를 장착하고 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디젤엔진의 배기가
스 중 PM(Particulate Matters, 미세먼지)을 필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일
정거리 주행 후 PM의 발화온도(550~600℃) 이상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연소
시키는
‘

장치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설명서에는

계기판의

표시창에

’와 같은 경고 메시지(이하 ‘DPF 메시지‘라 한다)가 표시되

는 경우 그 의미와 조치에 관하여 ‘디젤 미립자 필터가 그을음으로 막혔습니다. 필
터가 자동으로 청소되는 방식으로 운행해 보십시오. 즉 2,000rpm 이상의 엔진 속도에
서 60㎞/h(37mph)의 최소 속도로 15분 정도 운행합니다. 항상 적정 제한 속도를 확인
하십시오. 그래도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으면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
여 수리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DPF 메시지 점등, 엔진경고등 및 예열경고등의
점등을 이유로 피고 스투트가르트가 운영하는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 각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여 정비를 받은 바 있고, 순번 3 기재 정비를 위하여 피고 스투트
가르트는 2016. 12. 12.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게 대차차량[차종 PANAMERA S,
이는 프리미엄가솔린(고급휘발유) 차량이다]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엔진경고등 및 예열경고등 점등 자체로 자동차의 주행 및 안
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자동차
의 엔진에 문제가 없고 DPF 상의 하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차량 성능
과 연비 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속능력의 저하 및 차의 심한 요동 등으로
안전상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엔진경고등 및 예열경고등 점등 자체로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없
고 DPF 상의 하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차량 성능과 연비 등에 악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가속능력의 저하 및 차의 심한 요동 등으로 안전상에 심각한 영
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포르쉐코리아가 작성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령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
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차량 구입가 환
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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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규정은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
정되어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9. 1. 1.부터 시행되므
로, 그 시행일 전에 판매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품질보증서의 작성자가 피고 포르쉐코리아인 이상, 피고
스투트가르트가 원고에게 직접 위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스투트가르트가 원고나 메리츠캐피탈에 대하여 품질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
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책임의 내용이 이 사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자
동차에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를 환급해 주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 스투트가르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DPF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차를 60㎞/h 이하로 주행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으
로 DPF 재생이 되려면 일정한 속도로 특정 시간 이상 차량을 주행하여야 함은 DPF
가 설치된 차량의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피고
스투트가르트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분석
1) 주의적 청구부분에 대한 검토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
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
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동력전
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의 구조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
여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목),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
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이 3회
50)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DPF 재생의 조건[2,000rpm
이상의 엔진 속도에서 60㎞/h(37mph)의 최소 속도로 15분 정도 운행할 것]은 비현실적 조건이므로,
피고 스투트가르트는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들에게 구매자의 주행습관, 주행
도로 사정을 듣고 위 차량을 구매해도 DPF 재생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
러나 피고 스투트가르트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DPF의 작동원리나 DPF 재생에 관
한 언급을 일절 한 사실이 없고, 엔진 꺼짐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PF와 관련된 사
항을 단순히 사용설명서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스투트가르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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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나목) 자동차 소유자는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2 규정은 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9. 1. 1.부터 시행되
므로, 그 시행일 전에 판매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기 때
문에 본 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은 매도인이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교부행위만으로는 품질보증약
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품질보증은 보증하겠다는 보증자의 구체적이면서도 구속력 있
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51)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DPF가 장착되어 있고, 자동차를 60㎞/h 이하로 주행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문제되지 않으나, “자동으로
DPF 재생이 되려면 일정한 속도로 특정 시간 이상 차량을 주행하여야 함은 DPF가
설치된 차량의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
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라고 적시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설명의무
가 면제되는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원
고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러한 고려가 전
혀보지이 않는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동으로 DPF 재생이 되려면
일정한 속도로 특정 시간 이상 차량을 주행하여야 함은 DPF가 설치된 차량의 일반
적인 사항”으로 볼 것인지도 매우 의문이 든다.
3) 자동차에 대한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소비자기본
법 제16조 제3항 참조), 이를 근거로 하여 바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입가의 환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권고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포르쉐코리아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
입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거나, 피고
스투트가르트에 대하여 판매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 및 원상회복
51) 품질보증을 규율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443조의 해석을 참조하면 더욱 명확해 진다. Picht, Die
kaufrechtliche Garantie im Verbraucherrechterichtlinien-Umsetzungsgesetz, NJW 2014,
2611 ff.; BGH, Urteil vom 29.11.2006 - VIII ZR 92/06 = NJW 2007, 1346; (BGH, Urteil vom
17. 3. 2010 - VIII ZR 253/08 = WM 2010,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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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DPF 메시지 점등으로 인한 결함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명
백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
다.52) 일반적으로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 가치, 안
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의미하고 ’중대 결함
‘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건 자동차에 엔진경고등 및 예열경고

등이 점등되어 피고 스투트가르트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도 위 자동차에
서 DPF 재생이 되지 않는 것 이외에 엔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이나 주행 중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현상 등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아
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V.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할부거래법‘ )관련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0756 판결(결합계약 사건)
1. 사실관계
운수사업자인 원고들은 별지 표 ‘공급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제1심
공동피고 A트레일러 주식회사(이하 ‘A트레일러’라고만 한다)와, 원고들이 A트레
일러로부터 트레일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트레일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서는 ‘차량 매
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트레일러의 차종, 브레이크 방식, 색상, 타
이어, 브레이크 종류, 목재함 및 공구함 설치 여부, 엔진룸 커버 설치 여부 등을 선
택 또는 지정하게 되어 있고, 트레일러의 가격 및 이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지급할
5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서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
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
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
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
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
박한 반면, 매도인인 을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을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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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여부 등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할부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트레일러를 ‘이 사건 각 물품’이
라 한다). 원고들은 ‘금융사’인 각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각 해당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의 대금을
대출하여 이를 매도인인 A트레일러에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에 사용된 대출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매도인이 물품을 약정한 인도시까지 채
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항
변권을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매매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A트레일러는 2018. 4. 29. A트레일러의 실질 사주인 제1심 공동피고 이덕만이 잠적
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상
이 사건 각 물품을 제작․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5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판단
(1)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
원고들은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단서의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
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
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각 물품이 원고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과 A트레일러 사이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제작물 공급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아닌 이상 할부거래법이 직접 적
용되지는 않더라도, 원고들, 피고들 및 A트레일러 사이의 각 계약관계가 할부거래
법상 간접할부계약과 유사하므로, 원고들은 할부거래법을 유추적용하여 위 법 제16
조 제1항 제3호54)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본문의 ‘사업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541634 판결.
54)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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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같은
호 단서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
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할부거래법 제3조에
따라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할부거래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점, 할부
거래법이 상행위를 위하여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명시
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할부거래
법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라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정한
항변권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모
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검토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정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 함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
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
고 2006다715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운수사업자들로서 영업을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제
3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할부거래법이
2010. 3. 17. 개정된 이유는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 적용범
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간접할부로 변화됨
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하기 위함’이므로 위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
법 적용 배제 범위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
결한 경우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였을 뿐이어서, 할부거래법 개정 전후 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1595 판결에 의
해 원고들이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는 ‘할부계약’을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
화나 용역에 관한 직접할부계약 또는 간접할부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나목은 간접할부계약을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
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며55),
55)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
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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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제1조는 할부거래법이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문언 및 할부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작물 공급계약인지 혹은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할부거래법 적
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56)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성질에 따라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의 미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
원고들은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이 사건
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법’이라 한다)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 체
결 당시 이 사건 각 약관 제10조 제4항을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 조항을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
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우선하고(약관규제법
제30조 제2항), 이 사건 각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은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호 본문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약
관 제10조 제4항이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할부거래법 제3조 1호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할부
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검토
판례는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매수인이 목적물의 대
금을 신용제공자로부터 차용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분할변제의 특약이 있는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56) 참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서에는 그 명칭이 ‘차량 매매 계약서’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A트레일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고, 이 사건 각 물품은 원고들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브레이크 방식, 색상, 타이어, 브레이크
종류, 목재함 설치, 공구함, 엔진룸 커버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
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제작물 공급계약으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46 - 80 -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 즉 법률
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의미한다.57) 요컨대 대
상판결에소 문제된 법령은 할부거래법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의 대
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3) 결합계약 법리에 따른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의 취소
또는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
원고들은 “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의 경제적 목적이 이
사건 각 물품의 대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할부
대출약정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
계, 즉 결합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을 모두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 따
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
약정은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일, 계약 목적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인 점, 이 사
건 각 할부대출약정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A트레일러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지급방식
을 달리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의 체결이 이 사건 각 공급
계약 체결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A트레일러 측의 소개로 피
고들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
로는 위 각 계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급계약과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합계약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A트레일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할부대출약정까
지 일체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 검토
우리법상 결합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명문상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어느 정도 관련성
5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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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때에 이들 계약 간에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독일 Teubner의 네트계약론(Netz-vertrag, Vertragsnetze)58), 구
조계약(Rahmenvertrag)59)이론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판례를 수용하여 독일민법상 결합계약(verbundener Vertrag)이 직접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해당 조문은 물품 등의 구매계약과 소비자소비대차계약, 즉 신용계약의 결합
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특히 ‘경제적 일체성(Wirtschaftliche Einheit)’의
존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상의 ‘결합계약(verbundener Vertrag)’
이 인정되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60)
특히 독일민법 제358조 제3항에서는 결합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경제
적 일체성(wirtschaftliche Einheit)’을 들고 있는데, 경제적 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 방문판매법상의 재화 가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조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
다. 경제적 일체의 개념은 독일연방대법원에 의해 발전되어 (구)소비자신용법을 걸
쳐 현행 독일민법 제358조로 이어졌다. 독일연방대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목적과
수단관계(Mittel-Zweck-Verhältnis)’를 넘어서 두 계약 중 어느 한 계약이 없으면
다른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각각의 계약이 그 다른 계약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정도로 결합된 경우에 경제적 일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61) 독일연방
대법원 판례 또한 ‘두 법률행위가 내적으로 어떤 한 법률행위가 그 다른 법률행위
가 없으면 체결되지 않았을 정도로 결합’ 되어 있는지 또는 ‘각 계약이 그 다른
계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정도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통해 경제적일체성 여부를 판단하였다.62) 특히 그 경우에 소비자와 계약을 하
는 계약주체의 ‘인적동일성(Personenidentität)’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가. 자금조달의 목적(Finanzierungszweck)
신용계약 체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결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
약상 대금의 지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독일 통설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에 대한 계약체결이 신용계약, 즉 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원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자금조달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고, 계약들이 체결되는 시간적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58) Gunther Teubner, Proftisharing als Verbundpflicht? Zur Weiterleitung von Netzvorteilen
in Franchise-Systemen, Entscheidungsrezension zu BGH - Urteil vom 20. Mai 2003 - KZR
19/02 - BGH BB 2003, 2254; Reinhard Böhner, Vom Franchisevertags-zum
Franchisenetzwerkrecht, BB 2004, 119 ff. 그러나 Claus-Wilhelm Canaris, Handelsrecht, 24.
Aufl., 2006, S.314 f. 에서는 네트계약론에 대해 부정적이다.
59) Esser, Schuldrecht, 2. Aufl., 1960, S.63;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9. Aufl., 2004, § 23 Rn.112에서는 구조계약은 주된 계약(Hauptvertrag)을 수반하
며, 또한 보충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60) 이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Stefan Grundmann, Die Dogmatik der Vertragsnetze, AcP 207,
2007, 719 ff. 참조.
61) MünchKomm/Habersack, §358 Rn. 36 f.
62) BGHZ 91, 341; BGHZ 95, 354.

- 48 - 82 -

나. 경제적 일체성(Wirtschaftliche Einheit)
경제적 일체성 개념은 독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목적과 수단관계(Mittel-Zweck-Verhaeltnis)를 넘어서서 두 계약 중 어느 한 계약이
없으면 다른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거나, 각각의 계약이 결합대상이 되는 다른 계약
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정도로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경제적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 즉 ‘두 개의 법률행위가 하나의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가
없는 경우 체결되지 않았을 정도로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경제적 일체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358조 제3항은 언제 재화 또는 용역제공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동항 제2문에서는 “경제적 일체는 특히 대주와 사업자의 인적 동일성이 있
는 경우나 대주가 신용계약의 체결 또는 준비에 있어서 매도인의 협력을 이용한 경
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2문의 “특히”라는 표현에 따르면
이 규정은 경제적 일체성에 대한 규율예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상황에서도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시된 경제적 일
체의 요건표지가 충족되면 그 규율 안에서 경제적 일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예외
가 없다면 번복할 수 없게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민법 제358조 제3항 제2문
의 충족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유용한 것이 된다. 예시된 요건표지
가 긍정된다면,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계약결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밖의 판단이 필요 없게 된다.64)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과 신용계약간의 경제적 일체성은 특히 사업자 자
신이 소비자의 반대급부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 즉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
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신용을

대여하는

자에게

인적동일성

(Personenidentitaet)이 있는 경우에는 양 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한다.65)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신용을 대여하는 자에게 인적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과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이 결합계약으로서 다뤄질 수 있다. 예컨대 판매자 스스로가 아
니라 제3자에 의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소비대
차계약의 준비 또는 체결에 있어서 판매 사업자의 협력을 이용한 때에도 경제적 일
체성이 인정된다(독일민법 제358조 제3항 제2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주와 사
업자가 기본계약(Rahmenvertrag)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기본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협력은 종종 신용중
63) 예컨대 BGH NJW 2004, 3332, 3333.
64) Staudinger/Sibylle, BGB, §358 Rn. 27.
65) 매매계약에서 자금 전부에 대해 신용이 대여되는지 일부만 대여되는지는 경제적 일체성을 인정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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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말하기도 하지만, 대주와 사업자 사이의 사실상의 조직적, 계획적, 분업적 공
동 작업으로 충분하다.66) 예를 들어 협력은 사업자가 신용제공자의 계약서식을 준
비해두거나 사업자와 신용제공자가 같은 (판매)마케팅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 존재
할 수 있다.67) 소비자의 관점에서 신용제공자와 매도인이 하나의 당사자로서 그와
대립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협력은 계속적일 필요가 없고, 즉흥적인 일회
성 협력이더라도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될 수 있는 협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68) 중
요한 것은 단지 대주가 사업자가 그의 영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이용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만약 경제적 일체성의 인정을 위한 본
조항의 협력을 이 정도로 완화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대주가 사업자의 협력을 이용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에 대한 사업자의
동기에 대해서 대주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가 대주에
게 본인의 고객을 중개해주는 것이 대주에게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
여진 경우69)는 본 조항의 협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경제적
일체가 긍정된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358조 제3항의 협력에는 “강요된 협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는 언제나 사업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주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 소비자가 사업자로부
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융자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계기로 본인 스스로
대주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주가 사업자의 행동에 대한 인
식이 없었으므로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시 사업자의 협력을 이용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70)
생각건대 독일법상 결합계약의 판단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A트레일러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지급방식을 달리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할
부대출약정의 체결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지나치게 결합계약을 좁게 해석한 인상을 준다.
VI. 맺음말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 법원은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시대정신
등을 합법칙적으로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0년에
소비자문제를 다룬 수많은 판결 중에 본고에서 다룬 10개의 판결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현실적으로 소비
자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71) 소비자가 가지는
66)
67)
68)
69)
70)
71)

MünchKomm/Habersack, BGB, §358 Rn. 38.
BGH NJW 2004, 2742.
OLG Köln NJW-RR 1995, 1008 참조.
OLG Karlsruhe WM 2001, 245, 250.
BGH NJW-RR 1990, 1072 = WM 1990, 1234.
Anthony M. Marino, “Monopoly, Liability and Regulation,” 54 Southern Economic Journal
913(1988),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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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판결도 발견된다. 요컨대 판례는 일반적인 소비자와
개별적 소비자를 구분하여 보호의 필요와 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
보나 협상력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구조적인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균형과 역학적 불균형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개별 당사자로서
의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소비자
를 전제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는 개별적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판결, 특히 제정법이 가
지는 한계를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석에 기초로 예언의 잎새를 선사한 판결이
2020년에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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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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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총장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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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2020년 소비자운동 동향

김주원 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020년 소비자 이슈와 소비자 운동 동향

김주원 사무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 배 경
2020년,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한 해로 기록되었다. 2020년의 트랜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 누구
도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는 이전
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겪어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로나19 첫 확진자1)가 발생한 것은

코

2020년 1월20일이다.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으로 인천공항 검역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국립인천의
료원으로 이송됐고 1월2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0년 2월12일 세계

보건기구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로
명명하였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이 신종바이러스의 한글 약칭을 코
로나19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선 급속도로 퍼지던 이 신종바이러스가
2월초 소강상태를 보이며 2월17일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만해도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이 들게 하였다. 그러나 2020년 2월17일 이후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
어 매일 세자리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정

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국
내외 여행관련 상품과, 결혼, 연회 등의 집단행사관련 상담, 개인위생
1) 허윤정(2020), 코로나리포트:대한민국 초기방역 88일의 기록, 동아시아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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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상담이 급증하였다. 코로나19는 예방백신도
치료제도 없어 개인위생 관리와 감염원인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시
켜야 했기에, 여행이나 모임, 집합 등을 불가피하게 금지시키는 방향으
로 정책이 전개되어 항공권, 숙박업소, 단체여행상품 등 부가적인 분야
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였다. 2020년 1월20일
부터 2월26일까지 국내외여행관련 상담 건수가 7,132건으로 전년 동기
간에 982건에 비하면 약 7.3배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시작되어 아직
도 끝나지 않은 2020년 소비자운동을 소비자이슈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2020년 10대 소비자이슈와 소비자단체의 활동
11개 소비자단체2)는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주요 이슈가 되었던 소비
자뉴스를 선정한다. 다음은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2020년 소비자 10대
뉴스3)이며, 10대 뉴스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이슈별로 소비자 단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하고자 한다. 11개 단체 각 단체별로 2020년
한해 동안 활동한 소비자운동 성과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
었으며, 11개 단체 협의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 중심으로 공동으로 진
행한 내용을 주로 정리하였다.

1) 코로나19의 급습과 팬데믹
앞서 배경에서도 간단하게 거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으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
에 속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 2020년 3월11일 발표 당시, 세계
110개국에서 약 12만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약 1년 후인 2021

년 2월20일 현재 국내는 86,992명 확진, 1,5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인 11개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
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회이다.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발간, 월간 소비자 12월호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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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적으로는 111,072,987명의 확진자와 사망자 2,460,481명이 발생
한 것으로 기록4)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사회적 거리두
기,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생활환경을 마주하
게 되었다.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병 시대의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보편화되었다.

2) 감염병과 새로운 소비자피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부터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의 최선의 방안
으로 필수착용하게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틈타 시장에서는 과도한 가격인상, 판매 가
능한 물량이 있음에도 가격인상을 위해 일방적인 판매취소, 배송지연
등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현상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20년 1월20일부터 2월26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상담건5)은 3,160건, 손
소독제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간이 각각 마스크 15건, 손소독제 1건에
비하면 210배, 312배 증가한 셈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소비자상담
사례는 유사하다. 오프라인 마켓에는 이미 제품이 품절되었고 온라인
마켓에서는 쉽게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잇점
을 이용해 금방 주문했던 상품들이 결제 하자마자 매진으로 바뀌었고,
배송중이라던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강제 취소 문자가 도착하기도 하였
다. 품절로 주문이 강제 취소되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판매사이트에 다시 올라왔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분쟁해
결기준만으로는 업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관련 기관인 식품의약
품안전처와 급히 제정된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점매
석행위 신고센터를 2020년 2월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내용 중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
석과 폭리와 관련된 상담을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4) 보건복지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 참조, 2021.02.20. 19시 기준 정보
5) 1372상담센터 상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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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전달, 식약처에서는 현장을 점검하여 보건용 마스크 411
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소비
자단체들은 서울시와 함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의료
기관과 감염 취약계층의 우선 공급을 위해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진
행, 마스크를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공급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
소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여행, 예식, 외식분
야의 소비자상담이 급중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담에 대해 업계와의 중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시와 상생중재상
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도 1월말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다. 늦
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논
의를 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분쟁해결기준을 만들었다. 물론, 여행, 예
식, 외식분야 외에도 체육시설업, 학원 등 감염병에 영향을 받는 업종
에 대한 광범위한 기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1년에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주거안정과 부동산 대책
現정부가 들어선 3년6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
만 부동산시장은 집값의 고공 상승으로 부동산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
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승을 가져왔다. 현
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율 상환을 규
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보수 역시 자동적으로 인상되
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변화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승, 주택 거래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조사한 서울의 공동주택 중위가
격이 2015년 12월 5억2천444만원에서 2020년 8월 9억2천152만원으로
76%인상된 반면, 중개수수료는 동기간 2,097,760원에서 8,293,680원으로
295%나 상승, 소비자들의 부담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에서도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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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수료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가 확립되
기를 기대하며 소비자단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4) 긴 장마 등 농산물 피해, 가계물가 상승 주도,단체별 다양한 물가감시활동
2020년 6월24일 시작된 장마는 54일간 이어지며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져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식량주권의 확립이 주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
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45.8%(2019년 기준)에 불과,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안정적이던 쌀
값이 2020년 11월기준 20kg기준 53,688원으로 전년대비 34.1% 올랐으
며 최장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채소류까지 가격이 급등하여 코로나19
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도 소비자 단체에서 10개 단체가 매월 중순, 가격조사를 진행하여 분
기별로 전년 동기간 대비 상승률을 비교, 발표하며, 상승폭이 큰 제품
의 경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상승의 근거 제시를 요구
하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상
시 시장물가감시 활동에 대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일반상품(NB상품) 보다는 저렴
하다는 인식아래 팔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상품(PB상품)
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매년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공식품류에서 꾸
준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 모니터링이 용이
하지 않게 제품 용량이나 브랜드명 등을 빈번하게 교체하거나 리모델
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협의

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물가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월 단위 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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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물가조사는 물론, 명절 전후 관련 상품 가격조사, 이슈가 되는 상품
이나 서비스의 가격 조사를 통한 원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안
정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고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억제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5) 금소법 통과에도 불구,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소비자피해 여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국
회에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수많은
논의를 거친 뒤 2020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1년 3월25
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공급자인 금융기관 보다 정보,
자원, 협상력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
한 사전규제 및 제제수준을 강화하는 입법취지로 갖고 있다. 자본시장
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는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하
고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
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이를 위
반하는 금융회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소법에서 추구하는 금융소비자 이익추구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적용 여부일 것이다. 대표적
인 불완전판매인 옵티머스,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가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
도록 문제가 된 금융권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6)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의 해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운동을 명시하였으며, 같
은 해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단체 4곳6)은 1976년 4월16일, 발기총회를 거쳐,
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0년사(1976~2015)에서 발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YWCA연합회,대한주부
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4개 단체가 협의체로 서울소비자단체협의회 발기총회를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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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3월14일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전
신)에 등록하였다. 1977년 8월 소비자기본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977년 9월26일 제1회 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8년 11
월4일 제1회 전국소비자대회에서 소비자보호기본법 통과를 건의하고
1979년 12월3일 국회에서 의원 20명이 발의, 의원입법으로 소비자보호
법이 통과되면서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4일 공포되었다. 당시 의
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집 앞에
서 기다리는 숨은 노력들을 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보호운
동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았으며, 이후 약관규제법을 비롯하여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공정화법, 전자상거래
법 등이 제정되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
체는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향후 소비자기본권 강화를 위
해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2020
년 9월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학술심포지움7)에서는 소비자권리
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과제에 대해, 소비자정
책 패러다임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
위를 정립하고,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소
비자권리 확대,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지원강화, 소비자 참여형 소비자
정책의 수립 및 정보공개 등이 제안되었다. 소비단체가 주관한 세미나
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소비자안전, 소비
자교육, 소비자분쟁해결 등 전 영역의 소비자정책문야에서 많은 성과
를 냈으며, 향후 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 개편, 집단소비자피해구제제도
의 도입, 소비자안전강화, 소비자권익증진재단(기금) 설립 등을 통한 소
비자운동지원 및 소비자권익강화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공유하였다.

7)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소비자정책의 현재와 미래 (2020.09.04.)에서 발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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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 소비자권익 3법 도입 노력
법무부는 2020년 9월28일부터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기위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주행중 차량화재,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디젤차 배기가
스 조작사건 등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피해는 예상하지 못한 분
야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액 다수의 피해에서 소비자의 집단 구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회복은 물론, 더 나아가 궁극적
으로는 소비자 피해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은 집단적 소비
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을 위한 주위를 더욱 기울일 것이
다. 집단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다기 보다는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더 큰 방점을 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자체 법
안을 만들어 이학영의원실을 통한 입법 발의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
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하게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노력해 오고 있
다.

8) 거대 플랫폼의 독점, 배달앱 시장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
2020년 가장 화제가 된 플랫폼 서비스관련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심사 건이다. 해외기
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이라는 브랜드의 배
달앱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국내시장 1위의 배달앱서비스인

배달의

민족과 결합할 경우 3개의 다른 음식주문 배달서비스앱이 하나의 지배
구조하에 들어가게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앞당겨진 비대
면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배달, 배달앱 시장이 하나로
통합 될 경우, 경쟁력 저하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을지

- 104 -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
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지난 2020년 5월27일 배달의
민족 기업결하과 소비자권익증진모색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배달앱시장의 독점화로 가격경쟁이나 서비스경쟁이 둔화되어 소비자후
생에 저하가 되지 않을지 소비자 편익관점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이루어
지길 주문하였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배달앱이용 행태와 배달앱
이 시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9) 언택트 소비, 일회용쓰레기 대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호황을 누
린 업종은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등이다. 2020년 7월 기준,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66.3% 늘어난 1조3780억원으로 집계되
었고, 온라인 쇼핑규모는 12조9,62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배달로 인한 포장 등 일회용 쓰레기
가 급증하였으며, 택배 배송과 관련한 문제점, 배달 종사자들의 문제
등 새로운 소비패턴에 따른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치 일회용이 위
생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그동안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온 다회용기, 다회용 컵 등의 사용, 식당, 카페 등에서의 1회용
품 사용제한 등은 감염병의 전염, 위생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완화
되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허용되어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배달
음식의 급증으로 일회용 포장용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배출되었다. 과거
음식 배달에서는 용기를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으나 지금의 배달체계에
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I)는 2020
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3월15일)을 맞이하여 주제를 “지속가능한 소
비”로 결정하였다. 1회용품 사용의 급증으로 쓰레기가 급증하여 처리
가 곤란할 정도인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
로 나서야 한다. 소비자단체들도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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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로운 제품에 대한 녹색상품인증이나, 1회용 컵이나 빨대, 세탁비
닐 등 1회용 플라스틱사용 제로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 의료 소비자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여름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뉴
스8)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은 쉽게 끝나지 않
았으며 소비자단체는 2020년 8월28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초
유의 극한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국민 대다수의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절망감을 인식하고,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 주기 바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공공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호소문 등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 지난
9월4일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합의를 도출하며 의료
계 집단 휴진을 끝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합의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공공의료에 대한 포기
를 담보로 하는 밀실합의이며, 의료계 내에서도 제대로 된 합의가 아
니라는 등 반발은 내내 이어졌다. 쉽게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수가 부족한 현
실에 직면하였고,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더욱 실감하였다. 우리나라 공
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약7% (병상수 약12%, 병원수 약6%)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 및 전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이러니한 일 일 수 밖에 없다. 여
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의 약80%가 공공의료
기관으로 코로나19환자의 79%를 진료하고 있으니, 다른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더더욱 힘
든 시기가 된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합의의 바탕에는 공공의료 강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도 공감하고 동의하며 앞으로 공공의료문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05.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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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보듯이
의료의 미래는 보건당국,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
사가 반영되어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의정협의체에는 의
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공공의료정책관련 라운드테이블, 보도자
료 등을 통해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이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 단체인 11개 단체가 선정한 2020년
10대 소비자이슈와 각 이슈별 쟁점 사항, 그리고 소비자 단체 활동 등
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상의 2020년을 돌아보며 2021년 과제를 정리

해 보았다.

3. 2021년 소비자운동 목표와 향후 과제
2020년을 회고하며 2021년 11개 소비자단체가 협의체를 통해 공통의
소비자운동과제로 선정한 활동 주제는

1)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 2) 지속 가능한 소비 – No Plastic 3) 소비자3법 입법추진 4) 소비자 생
활 경제의 안정이다. 2021년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서 완전히 벗

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21년 2월26일경 우리나라에서도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나 올 하반기까지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완
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공생하면
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
에 없다. 2020년도, 갑자기 겪게 된 팬데믹 사태에 대면 운동 중심이였
던 기존의 소비자 운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인적,물적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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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상황에
서 소비자운동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
하다.

앞서 소비자단체가 2021년 과제로 선정한 네가지 주제에 대해

서는 2021년 2월22일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본 발제문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담아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1) 디지털경제에서 소비자 역량강화
2021년 1월, 연초부터 화제가 된 “챗봇 이루다”사태와 관련하여 인
공지능 AI의 윤리문제가 우리사회 화두로 대두되었으며, 인공지능 로봇
의 개발에 사용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앞으로 디지털사회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우려중 하나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

는 인공지능 윤리문제의 법제화 등을 서둘러 논의하고 있고, 관련 학
계나 산업계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하느냐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드느냐
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사
회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
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
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9)를 말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적 네트워
크를 통해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를 확보하고 시간과 공간
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확산,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다.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은 정보처리 비용을 낮추고 정보 전달에
한계가 없어짐으로써 경제주체 간 새로운 지식·기술·정보·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경제활동의 기본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뉴딜 추진 차원에서 디지털 전
환 3법·비대면산업법 등을 제정한다고 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
9)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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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기반으로 다
양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빅데이터등
디지털을 기반으로한 산업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
호 문제와 선택의 자기결정권 등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소비자권리확보
를 위한 소비자의 역량강화가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디지털시대
소비자보호는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만으로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다. 소비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온라인 쇼핑몰이, OTT서비스가, 상품과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문제,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데, 언택트사
회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격차 등, 디지털경제시대 소비자 문제는 소관
부처의 법률적 한계나 관할 행정부처 간의 벽을 뛰어 넘어 발생할 것
이기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대 새
로운 소비자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확
연10)한 고령층의 경우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일부 동영상 컨텐츠의 활
용은 가능하지만 온라인 쇼핑활용(20~30대 90%이상, 60대 17.5%, 70대
11.2%), 인터넷뱅킹(60대 22.9%, 70대 5.4%) 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며,
고령층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시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경제 주체층 모두에게 디지털 경제시대 발생 가능
한 소비자 취약점에 대한 역량 강화 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소
비자 단체에서도 이미 언택트시대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사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하
다.

2) 지속가능한 소비- No Plastic
인류의 무분별한 “지구” 사용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는 반성이 세계 곳곳에서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공감하
10) 이준영(2020),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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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드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소비가 중요한 시점이
다. 소비자단체는 환경단체등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운동
을 꾸준하게 진행하여왔다. 서울시가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를 조
직하여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기업, 연구기관,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
리싸이클링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여 1회용 플라스틱 및 쓰레
기 줄이기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단체들은 카페에

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사용을 줄이고, 배달주문시 불필요
한 도구의 거절, 세탁소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오
고 있다. 2021년도 배달음식주문이나 온라인 쇼핑 등이 줄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업계의 생산 및 유통단계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참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활용이
유리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소비자 역시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3) 소비자 3법 입법추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3법은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다. 제18대 국회이래 법제사법위원회에 총 16개
의 집단소송법안이 계류되었으나 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무부가 2020년 9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집단소송제도를 지난 2018년 1월31일 제 20대 국회에서 이학영
의원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기본
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형태로

개정하

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오랜 숙원이였던 집단소송제도가
입법화되기 위해 법무부 안을 지지하며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예방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올 한해도 소비자단체가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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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자 한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재단)은 소비자기본법내에 포함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권익실현을 위한 기금조성과 재단설립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한
다.

4) 소비자 생활경제의 안정
집값 상승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폭탄 등 주거 생활비 증가, 신선 채
소류 등 농산물 가격 급등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인한 가금류 가격 인상,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OTT서비스와 가계 통
신비 증가 등 소비자 생활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산적
해 있다. 소비자단체가 매월, 매분기 생필품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업계의 근거 부족한 인상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의 무분별한 물가 인상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다만 불공정한 담합이나, 불합리한
가격 책정 혹은 근거없는 인상 등을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소비자의
생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정리하며
이상으로

2020년 소비자 이슈 및 소비자단체 운동 동향에 대한 정리

와 2021년 소비자운동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였다. 2020년은
전세계가 갑작스럽게 닥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 경
제로의 전환을 급속도록 추진시킨 한해였다. 특히 기술력과 변화의 속
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급격한 변화의 상황을 겪었을
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
되고 소비자의 역량이 가능했기에 디지털 사회로의 촉진도 가능했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의 격차로 차별받거나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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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받게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특히 소비자의 피해
를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은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20세기式 산
업발전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소비자단체가 2021년 소비자의 디지
털경제에서 소비자 역량강화를 첫 번째 운동 주제로 결정한 이유도 여
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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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2020년 소비자법 연구 동향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2020년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
김 세 준1)
I. 발표의 취지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전년도 소비자법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정례학술대회를 매년 초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나, 학회 집행부
의 노력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으로 온-오프라인 병행개최하게
되어 2년 만에 최근 소비자법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발표는 깊
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하기 보다는, 지난 1년간 소비자법이라는 학문분야에서 어떠한 학술
적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조망하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소비자법의 연구가 어떠
한 영역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소개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소비자법의 연구자들이 연구의 트렌드를
읽고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선행연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발표는 일종의 문헌학(bibliography)적 조사로서의 의미도 가진
다.
특히 2020년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우리 소비자법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히 진단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환점으로서의 시기가 소비자법의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역
시 중요하다. 한편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소비자를 둘러싼
거래환경은 물론 소비자법 분야에도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법의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하에서는 2020년도에 개최된 소비자법 관련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II),
소비자법의 주요 쟁점별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자 한다(III).

II. 2020년도 소비자법 관련 학술대회 개최현황
1. 한국소비자법학회 주최 학술대회
(1) 학술대회

1) 경기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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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20년 9월 4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소비자정책의 현재
와 미래”를 대주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일반참석자들의 현장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유튜브)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을 병행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총 5개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는데, 세부현황은 다
음과 같다.
제1부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여정성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성복 소비자정책과장이 “소
비자기본법 40주년 개관 및 디지털시대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
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
수,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정책연구실장이 토론했다.
제2부는 “소비자기본법의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
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3주제는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이 “소비자가 바라본
소비자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제4주제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법제
연구팀장이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 추진과 소비자기본법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
으며, 제5주제는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행태경제학상 소비자상을 고려한 소비자기본법
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세 주제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 소
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권재익 수석전문위원, 공정거
래위원회 이태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토론했다.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의 취지에 맞게 주무부처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학계가 각각의 관
점에서 현재 소비자법 및 정책에 관해 회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서로 쟁점을 논
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2) 한국소비자법학회 · 중국 베이징대학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2020년 11월 27일에는 한국소비자법학회, 중국 베이징대학, 직접판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를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
다. 이 학술대회 역시 현장발표(공주 애터미파크 대회의실)와 온라인 중계(Zoom)를 병행하였
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양국 방문판매법제 및 전자상거래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다양
한 관점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 각각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
는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의 사회로 “방문판매법의 규제변화”를 다루었다. 제1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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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방문판매법의 발전과 과제”에 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중
국정법대학교 쑨잉 교수가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분류 및 법개
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발표에 대해서는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
거래과 류용래 과장, 북경대학교 직접판매연구센터 양치엔 교수,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과 쩌우궈홍 과장, 중국정법대학교 선쉐엔종 교수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부는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의 사회로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를 다루었다. 제1주
제는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학회안)의 개요”를 주제로 발표
했고, 제2주제는 북경대학교 전자상거래법연구센터장 쉬에쥔 교수가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두 발표에 대해서는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 공정
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박지운 과장, 북경공상대학 뤼라이밍 교수,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
국 네트워크감독과 웨이리 부국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 한국소비자법학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공동학술대회
2020년 12월 4일에는 “게임법과 소비자보호”를 대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 · 한국외국어대
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온라인게임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협성대학교 노종천 교수의 사회로 선문
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의 사회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신지혜 교수가 “미성년자에 의한 게
임유료결제시 법적 문제점 검토 – 법률적 이론 구성 및 현존이익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3건의 발표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조영기 사무국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했다.

4) 한국소비자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0년 12월 15일에는 “전자상거래의 환경 변화와 소비자권익증진”을 대주제로 한국소비자
법학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 ·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 역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
며,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움직임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바,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1주제와 제2주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는 경기대학
교 김세준 교수가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의 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
는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가 “독일연방대법원의 Yelp 판례 분석”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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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표에 대해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장보은 교수, 계명대학교 김재두
교수,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3주제는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의 사회로, 이지윤 변호사가 “사례로 보는 전자상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
무법인 우일 최효식 변호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3건의 발표주제 전체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백승이 변호
사, 법무법인 율촌 윤정근 변호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하였
다.

5) 한국소비자법학회 · 국회의원 윤두현 공동학술대회
2020년 12월 18일에는 “플랫폼 시장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대주제로 한국소비자법학회 ·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역시 온라인(Zoom)으
로 진행되었으며,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김상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2019년 한국소비자법학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강릉원주대학교 정신
동 교수가 “최근 EU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 규율과 우리법에의 시사점 - 2019년 개정 소
비자권리지침과 2020년 ELI 모델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외
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의 사회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송상민 국장, 한국소비자연
맹 강정화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종
합토론을 진행하였다.

(2) 온라인연구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본래 계획되었던 학술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이를 대신하기 위한 온라인연구회를 신설하였다. 2020년에는 총 7회 개
최하였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연구회는 2020년 5월 27일에 부산대학교 김현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강릉원
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동물매매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와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회 연구회는 2020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 윤석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계명대학
교 황원재 교수가 “원격의료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강
사 김현아 박사와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제3회 연구회는 2020년 7월 1일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소비자
원 이재호 선임연구원이 “EU 디지털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
자로는 전남대학교 김화 교수와 청주대학교 강사 박미영 박사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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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연구회는 2020년 7월 29일 충남대학교 맹수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소비
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이 “사업자와 개별 소비자 사이의 분쟁해결 합의내용 비공개 약관의
유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지혜 교수와 법률사무
소 미주 김미주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제5회 연구회는 2020년 8월 12일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외국
어대학교 이병준 교수가 “숙박 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성형석 사무관과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6회 연구회는 2020년 9월 2일 김·장법률사무소 이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 최은정 사무국장이 “코로나 19관련 자율분쟁조정사례분석”을 주제로 발
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송재일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성준호 박사가 토론하였다.
제7회 연구회는 2020년 10월 21일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외국
어대학교 장보은 교수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온라인연구회는 향후에도 지속될 계획이다. 이
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설
적이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주었
으며, 이는 2020년 1년간 온라인연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증명되었다. 정기학술대회
와 별도로 새로운 소비자법 이슈에 관해 연구자들이 교류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효과
적인 수단으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3) 판례연구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산하 판례연구회는 2020년 7월 23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와 공동
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역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소비자법관련 판례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총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제1주제
는 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상해보험계약
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을 주제로 발표하
였다. 토론은 부산대학교 김현수 교수와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가 맡았다.
제2주제는 단국대학교 정진명 교수의 사회로, 청주대학교 강사 박미영 박사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경
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와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 기타 학술대회
(1) 일본 칸사이대학 법학연구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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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을 대주제로 일본 칸사이대학 법학연구소에서 주최
한 한·일 소비자법세미나에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가 초
청되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션은 2건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제1주제는 부산대학교 서희석 교수가 “한국에서
의 최근 민법개정작업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칸사이대학 테라카와 요
교수가 “복수계약의 해제 – 개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논점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세션도 2건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고, 제3주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가 “민
법개정과 약관규제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주제는 칸사이대학 바바 케이타 교수가 “정
형약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그 해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 한국재산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제2세션
2020년 10월 9일에 개최된 한국재산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제2세션은 “자동차 이용 소비
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를 대주제로 하여 총 4건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제1주제와 제2주제는 제주대학교 김정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주제는 한국소비
자원 강하영 선임연구원이 “자동차대여사업에서의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주제는 한국소비자원 김
진열 선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설명서와 자동차제작사의 제조물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3주제와 제4주제는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3주제는 한국소비
자원 이재호 선임연구원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자
동차 중재신청을 위한 하자개념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효하고, 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
가 토론하였다. 제4주제는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책임연구원이 “자동차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해결시 비공개 약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토론하였다.

(3)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2020년 6월 19일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을 대주제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제1부와 제2부에 걸쳐 총 4주제의 발표
가 이루어졌다.
제1부는 “플랫폼의 법학적, 경제학적 쟁점”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정호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정 박사가 “플랫폼의 경제학적 쟁점”을 발표
했다. 이에 대하여 성신여대 진양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송상민 국장,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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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최난설헌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부는 “유통플랫폼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신현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주미 박사가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오픈마켓 및 배달앱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김성근 과
장, 위메프 이재환 변호사가 토론하였다.

(4) 한국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
2020년 11월 27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제1부와 제2부에 걸쳐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을 주제로 김·장법률사무소 이동규
고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중앙대학교 이상규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
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경제학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세환 교수가 “착취남용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방안에 대
하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이선희 교수, 연세대학교 한종희 교수,
김·장법률사무소 이경율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 인민호 과장이 토론하
였다.
제2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변호사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제정안 해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동대학
교 조혜신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계약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대학 정혜련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진 변
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동원 과장이
토론하였다.

III. 주요 쟁점별 연구동향
이하에서는 소비자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그 분야에서 1년 간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소비자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분
야(법학은 물론 타 학문 영역까지도)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행위나
법률관계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떠한 한 분
야의 범위 내에서만 하나의 연구를 언급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책임문제는 신기술의 분야로 포괄할 수도 있고 제조물책임법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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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승차공유의 문제는 플랫폼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공유
경제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법체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개념이나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는 전자상거래
법이나 방문판매법 등과 같이 각각의 특수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지만, 소
비자철회권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어떠한 쟁점을 각각의
범주로 설정하여 한 해 동안의 연구결과를 분류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또
한 각각의 연구는 그 자체로 모두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각각의 연구결과를 공통된 일정 범주로 포괄할 수 있어야
본 발표의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의 판단 하에 각각의 연구주제가 본질
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분류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
비자법의 체계에 따른 분류방식(각 법률별로 구분하는 방식)과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방식을
병행하였다. 전부 13가지의 주제로 분류하였으며, 13가지 주제 중 특정한 분야에 속하기 어
려운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1. 소비자법 일반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법, 소비자개념, 민법과 소비자법

소비자법체계 일반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계약법 및 민법과 소비자법의 관계, 소
비자개념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0년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소비자기본법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
목된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법체계가 가지는 의미는 현대사회의 중요 국가정책 중 하나인
소비자보호의 규율에 있으며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바, 소비자기본법이 기
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급변하는 소비생활환경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한다.2)
또한 장래 소비자법이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가치를 추구해야한다는 점에서 순환경제 측면
의 논의를 제안한 연구도 있다.3) 이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형태는 계속적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약이 주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계약법뿐만 아니라 물건의 용
익에 관한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순환경제에 관한 소비자법상의
논의는 아직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소비자 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법 일반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강수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활성화 장애요인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2) 고형석,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6(3), 2020 참고.
3) 장보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소비자법연구
6(3),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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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68, 2020. 01.
② 고형석,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③ 고형석,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유통법연구 7(1), 2020. 06.
④ 고형석, 미성년소비자의 계약해소권에 관한 연구 -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9, 2020. 08.
⑤ 고형석,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법연구
6(3), 2020. 11.
⑥ 김세준,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⑦ 노종천, 소비자재단의 유형과 법원(法源),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47, 2020. 05.
⑧ 서종희, 2019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⑨ 서희석,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 보증⋅여행에 관한 「2015년 개정민
법」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6(2), 2020. 07.
⑩ 이종덕, 소비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37(2), 2020.
06.
⑪ 장보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소비자법 - EU에서의 순환경제에 관한 논의에 부쳐 -, 소
비자법연구 6(3), 2020. 11.
2. 약관

소비자법 분야에서 약관에 관한 연구는 가장 주된 연구주제 중의 하나로서 매년 상당수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위쟁점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경향은 2020
년도에도 마찬가지로서, 약관규제법상의 전통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연구뿐만 아니라, 보험약
관에 관한 연구, 약관에 관한 다양한 판례평석 등 그 연구의 스펙트럼이 넓다.
판례평석 중 주목되는 것은 숙박예약플랫폼의 환불불가 약관조항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
력에 관한 연구이다.4) 원칙적으로 숙박예약플랫폼은 숙박업체와 고객을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환불불가 조항은 숙
박계약의 당사자인 숙박업체의 선택에 따라 계약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플랫폼이 숙박조건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플랫폼은 숙박업체가 결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체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플랫폼이 숙박계약의 당사
자가 아닌 이상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판례와 같은 입장에 있으나, 다만 숙박예약
플랫폼이 단지 중개자의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
4) 신정은,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
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4), 2020;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
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소비자법연
구 6(3), 2020; 최병규,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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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하여 체결되는 숙박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5)
약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권영준, 약관 설명의무의 재조명, 사법 53, 2020. 09.
② 김세준,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
211224 판결 -, 동북아법연구 14(2), 2020. 09.
③ 김은경, 생활밀착형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방안 - 약관상 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하
여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1(1), 2020. 02.
④ 김준엽/맹수석,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 유암종의 암해당 여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2020. 02.
⑤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비교사법 27(1), 2020. 02.
⑥ 김진우, 헬스클럽의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법적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 서울법학 28(3), 2020. 11.
⑦ 박주희,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성균관법학 32(1), 2020. 03.
⑧ 신정은, EU 에어비앤비 정보사회서비스 분류의 의미와 약관법 적용 시 시사점, 단국
대학교 법학논총 44(1), 2020. 03.
⑨ 신정은, 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4), 2020. 11.
⑩ 오석웅, CISG에 있어서 약관의 편입과 준거법조항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20(3), 2020. 09.
⑪ 이병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요식조항의 효력, 재산법연구 36(4), 2020. 02.
⑫ 이병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판단기준, 법조 69(1), 2020. 02.
⑬ 이병준, 숙박플랫폼의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에 대한 평석 -, 소비자법연구 6(3), 2020. 11.
⑭ 이선희. 외국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심사 및 집행, 경쟁법연구 41, 2020. 05.
⑮ 임수민,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
결에 대한 평석 -, 보험법연구 14(2), 2020. 06.
⑯ 조규성, 보험약관의 계약전 사고(발병) 부담보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13(4), 2020. 02.
⑰ 최병규,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
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2020. 08.
⑱ 황원재, 생명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문제점, 선진상사법률연구 91, 2020.
07.

5) 이병준, 위의 논문, 9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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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이는 이미 2016
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서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거래환경을 모두 규율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 최근 유
럽에서 시행된 EU디지털콘텐츠 지침(Directive 2019/770)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해당
지침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목된다.
기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움직임에 관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었는
데, 이에 관해서는 소위 온라인플랫폼의 책임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전자상거래법상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권리매매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7(4), 2020.
02.
②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20, 2020.
02.
③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7(1),
2020. 02.
④ 김소연,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소비자 철회권, 외법논집 44(1), 2020. 02.
⑤ 김진우, 사업자의 일방적 디지털급부 변경권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제19조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비교사법 27(2), 2020. 05.
⑥ 김화,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 비교사법 27(2), 2020. 05.
⑦ 박준선, 모바일 게임 관련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미국의 미성년자 인앱결제 사건
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4(4), 2020. 12.
⑧ 성준호,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
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1(2), 2020. 06.
⑨ 이재호,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소비자법연구 6(2), 2020. 07.
⑩ 황원재,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
로 -, 외법논집 44(1), 2020. 02.
4. 온라인플랫폼 및 플랫폼경제
2020년에는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을 비롯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해 다양한 법안이 입법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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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향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과 플랫폼이용자(공급자) 간의 경쟁법적 측면에 관한 EU 온라인플랫폼 투명성
규칙6) 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주목된다. 그리고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문제에 관해서는
2019년 말에 유럽법연구소(ELI)에서 온라인플랫폼 모델규칙(ELI Model Rules on Online
Platforms)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각각의 연구들은 세부
적으로 다양한 논지를 펼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법질서에 부합
하는 합리적인 규제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승차공유나 숙박공유 등의 공유플랫폼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다수 존재
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
송은 여전히 금지하면서, 기존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새로운 형태
의 플랫폼 택시 모델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권 내로 포섭시켰다. 이
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도 주목된다.7) 또한 공유플랫폼과 기존 산업과의 이해충돌문제뿐만
아니라, 공유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에도 주목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일
정한 요건 하에 공유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구제방안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하기도 한다.8)
온라인플랫폼 관련 쟁점을 다루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유통법연구 7(1),
2020. 06.
② 김병오/안영규, 플랫폼기업과 여객운송규제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36(1), 2020. 03.
③ 김진봉, 라이브 커머스의 발전 및 규제 검토, 유통법연구 7(2), 2020. 12.
④ 김진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소비자문제연구 51(3),
2020. 12.
⑤ 노동일, 소셜미디어 중개자의 법적 책임, 경희법학 55(1), 2020. 03.
⑥ 문상일, 앱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 숙박앱, 배달앱, 택시앱 시
장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1(1), 2020. 02.
⑦ 문현지/황원재,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
안,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⑧ 박경미,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
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고려법학 99, 2020. 12.
6)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이사회 규칙
(Regulation (EU)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이하 ‘온라인플랫폼 투명성 규칙’)”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7) 가령, 이윤정,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서울법학
28(2), 2020 참고.
8) 문현지/황원재,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 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소비자의 구제방안”, 소비자법연
구 6(1), 2020 참고.

- 134 -

⑨ 박신욱, 도서정가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대법
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 비교사법 27(1), 2020. 02.
⑩ 박지흔,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6(2), 2020. 08.
⑪ 방정미, 플랫폼 규제 적정성에 관한 소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28(4), 2020. 10.
⑫ 서종희,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
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소비자법연구 6(3), 2020. 11.
⑬ 손영화,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 -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 경
제법연구 19(2), 2020. 08.
⑭ 손영화,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5(2), 2020.
12.
⑮ 손혁상, 디지털 플랫폼 내 거래관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 봉쇄효과에 대한 검
토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1), 2020. 04.
⑯ 신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통제 수준에 관한 연구 - EU 우버
와 에어비앤비 판결이 타다 판결에 주는 시사점 -, 법과 기업 연구 10(2), 2020. 08.
⑰ 신평우, 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입법
학연구 17(1), 2020. 02.
⑱ 유용석/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과 그 한계설정을 위한 시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89, 2020. 11.
⑲ 이병준/정신동/김세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의 확장 - Oberdorf v.
Amazon.com Inc. 판결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⑳ 이병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7(2), 2020. 12.
㉑ 이보연,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법적 규제: 독일 사례와의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법학
연구 63, 2020. 09.
㉒ 이봉의,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 Monopoly
Leverage와 Equal Treatment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0(3), 2020. 09.
㉓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97, 2020. 06.
㉔ 이상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
이스북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91, 2020. 07.
㉕ 이상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외법논집 44(3), 2020. 08.
㉖ 이승진,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문제 - 비화폐거래(Non-monetary transactions)에 적합
한 규율방향 검토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0(4), 2020. 12.
㉗ 이윤정,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법적 쟁점, 서
울법학 28(2), 2020. 08.
㉘ 이준복, 승차공유 플랫폼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7(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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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㉙ 임지영, 거대 플랫폼 시대의 배제남용 규제 - Amazonʼs Antitrust Paradox에 관하여 -,
법조 69(1), 2020. 02.
㉚ 정주미,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금지의 필
요성, 경쟁법연구 42, 2020. 11.
㉛ 정혜련, 구글(Google) 관련 미국ㆍ유럽결정(판결)이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앱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31(1), 2020. 10.
㉜ 지광운,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20(2), 2020. 06.
㉝ 최난설헌,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
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2), 2020. 08
㉞ 최우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표현과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62, 2020. 05.
㉟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
으로 -, 저스티스 177, 2020. 04.
㊱ 황태희,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EU 및 국내 입법 동향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63, 2020. 09.
5.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소위 특수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속하는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그리고 표시광고법에 관
해서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연구는 아래와 같다.

(1) 할부거래법
① 고형석, 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92, 2020. 10.
② 김성호, 독일의 소유권유보 제도에 관한 법제사적 연구, 민사법학 91, 2020. 06.
(2) 방문판매법
① 고형석, 용역제공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494, 2020. 12.
② 백대용, 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연세법학 35, 2020. 06.
③ 정재훈,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해지와 대금환급의 공정성 판단,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논집 25(2), 2020. 12.
(3)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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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봉현, 표시광고법상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 실질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중심으
로 -, 경제법연구 19(1), 2020. 04.
② 심재식, 표시광고법의 성격과 보호대상으로서의 소비자 개념의 개선, 법과 기업 연구
10(3), 2020. 12.
③ 최창수, 부당한 광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63, 2020. 09.
6.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쟁점에 관해서는 2020년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
구가 다수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법은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같은
연구가 가지는 시의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법의 의미
를 원칙적으로 높게 평가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등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9) 따라서 동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 강영기,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법과 기업 연구 10(1), 2020. 04.
② 김성호, 독일 「소액투자자보호법」(KASG)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영법률 31(1),
2020. 10.
③ 김종승,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증권법연구 21(3), 2020. 12.
④ 김홍식, 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경영법
률 30(4), 2020. 07.
⑤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1(2), 2020. 05.
⑥ 맹수석/이형욱, DLF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31(2), 2020. 05.
⑦ 맹수석,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 금융법연구 17(2), 2020. 08.
⑧ 박주영/김은미/김민정,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 31(1), 2020. 02.
⑨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2020. 12.
⑩ 윤지훈/김제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61, 2020.
11.
⑪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금융소비
9) 가령,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2020; 손영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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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9(3), 2020. 10.
⑫ 이성남, 자기부담금제도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
안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34(2, 2020. 06.
⑬ 이채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보호 - 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 홍익법학
21(1), 2020. 02.
⑭ 이효경, 지급결제·송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규제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39(2), 2020. 08.
⑮ 전한덕,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7(3), 2020. 08.
⑯ 조규성,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선고된 구상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3(3), 2020. 09.
⑰ 조동관,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4(1), 2020. 02.
⑱ 조영석,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방법 변경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28(2), 2020. 04.
⑲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재산법연구 37(3), 2020. 11.
7. 신기술과 소비자법

이 쟁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전히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한 자율시스템의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
률상의 쟁점에 관해 꾸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여전히 책임문
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많은 논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향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① 김세준,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0(3), 2020. 09.
② 김은경,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의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38(4), 2020. 02.
③ 김인유, 자율운항선박과 민사책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3), 2020. 09.
④ 김종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중국 식품안전관리법률제도의 쟁점 연구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9(3), 2020. 12.
⑤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소비자 보호 - 소비자계약법에 비추어 본 스마트계약 -, 조선
대학교 법학논총 27(1), 2020. 04.
⑥ 김진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백서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44(4),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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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김진우/이중기, 자율주행과 민사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 홍익법학
21(4), 2020. 12.
⑧ 김항중,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제기되는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법상황과 엄
격책임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8(3), 2020. 11.
⑨ 김현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 계약법적 쟁점에 관한 小考,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44(2), 2020. 06.
⑩ 김형섭/최정윤,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과정책연구 20(4),
2020. 12.
⑪ 김훈주, 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 민사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 인하대
학교 법학연구 23(3), 2020. 09.
⑫ 박신욱,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일감법학
46, 2020. 06.
⑬ 박지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의 제
조물성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국제법무 12(1), 2020. 05.
⑭ 변용완/장재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3), 2020. 08.
⑮ 신종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44(4), 2020. 12.
⑯ 이경미,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 가천법학 13(1), 2020. 03.
⑰ 이종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
구, 경영법률 30(2), 2020. 01.
⑱ 이종구,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에 즈음하여 -,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32(3), 2020. 02.
⑲ 이중기, SAE 자동화단계 구분과 운전작업의 분류 : 운전자책임, 안전기준규제, 제조
물책임에 대한 영향, 중앙대학교 法學論文集 44(1), 2020. 04.
⑳ 이중기, 자율주행차 사고와 제조물책임 : ADS Entity 등의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기
업법연구 34(2), 2020. 06.
㉑ 이중기/황창근,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보험: ADS Entity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일감
법학 46, 2020. 06.
㉒ 임상혁/이성수,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배상책임과 증명책임의 과제, 연세대
학교 법학연구 30(3), 2020. 09.
㉓ 임수민, 제4단계 자율주행차 보험법제 모색, 상사판례연구 33(2), 2020. 06.
㉔ 정신동, 전자 거래에 있어 하이브리드형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소비자의 모순된 의
사표시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51(2), 2020. 08.
㉕ 정완,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55(4), 2020. 12.
㉖ 정완용, 영국법상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와 그 시사점, 경희법학 55(2),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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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법조 69(1), 2020. 02.
㉘ 정해상, 블록체인 게임(Dapp Game) 아이템 거래와 사행성의 관계, 서강법률논총
9(3), 2020. 10.
㉙ 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3), 2020. 08.
㉚ 최병규, 자율주행차와 보험제도 운용 방안- 독일의 도로교통법제 상황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36(4), 2020. 02.
㉛ 황원재,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7(1), 2020. 04.
㉜ 陈兵/赵青, 인공지능 시대 소비자 보호 이념의 수정,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41,
2020. 02.
8. 공유경제와 소비자법

공유플랫폼을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앞서 별도로 분류하였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연구를 따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플랫폼을 통해 공
유경제환경이 구축되고 실현되는 것은 분명하나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률상
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외에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
양한 영역에서 존재하며, 이것은 사업자의 활동범위를 제약하거나 신산업이 시장에 정착하
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환경
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는 바, 이에 관한 개념정립 역시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소비자법에서의 소비자-사업자 관계가 공유
경제환경에서도 그대로 유효한지,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러한 환경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이란 무엇인지 등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야 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2020년에도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이미 언급한 공유플랫폼 외에 규제 측
면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김병오/안영규, 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2), 2020. 06.
② 김세준, 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공간공유를 중심
으로 -, 외법논집 44(4), 2020. 11.
③ 변우주, 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35, 2020. 08.
④ 이병준, 진정한 공유숙박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와 쟁점, 외법논집 44(4), 2020. 11.
⑤ 이수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 경제적 및 진입규제적 특성과 함의, 법경제학
연구 17(1), 20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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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홍성희, 공유숙박 공급자의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36(2), 2020. 06.
9. 소비자권리구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2020년
에 들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
는 상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며 손해액
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제도적 방안인지 여부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연구는 2020년에 이어 매우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분쟁해결절차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2020년도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분쟁해결
①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7(1), 2020. 05.
② 고형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58, 2020. 06.
③ 김인호, 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국제거래
법연구 29(2), 2020. 12.
④ 김차동,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사법 53,
2020. 09.
⑤ 모성준,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 미국 복잡소송
(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4(4), 2020. 06.
⑥ 문영화,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 민사소송 24(2), 2020. 06.
⑦ 박혜진,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 집단소송의 화해, 환경법과 정책 25, 2020. 09.
⑧ 서희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 사법 53, 2020. 09.
⑨ 윤민섭,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충
남대학교 법학연구 31(1), 2020. 02.
⑩ 원동욱,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44(3), 2020.
09.
⑪ 이준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와 기업 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법논
집 44(2), 2020. 05.
⑫ 장범후,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7(2), 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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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정영수, 온택트(Ontact) 시대와 민사재판에서 ODR의 활용 가능성, 연세대학교 법학연
구 30(3), 2020. 09.
⑭ 지광운,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31(2), 2020. 05.
⑮ 최광선,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사법 53, 2020.
09.
⑯ 한설화/최원목, 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중 FTA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9(1), 2020. 07.
⑰ 함영주, 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사
법 53, 2020. 09.
⑱ 현낙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 - 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
함하여 -, 증권법연구 21(3), 2020. 12.
(2) 징벌적 손해배상
① 김현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6(4), 2020. 02.
② 남궁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3(3), 2020. 09.
③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37(3), 2020.
11.
④ 정하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68, 2020. 01.
10.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비자법
2020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 경제적 환경이 급
변한 한해였으며, 소비자를 둘러싼 거래환경 역시 그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법이라는 학문분야는 다른 법학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변화에 더욱 탄력적인 특
징이 있는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문제는 즉시적으로 소비자법의 연구대상이 되었
다. 그에 따라 2020년은 종래 소비자법이 추구하던 연구방향에 하나의 큰 줄기가 합류된 시
작점으로서 기억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년간의 연구동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물품공급계약은 물론, 원격의료, 여행계약 등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대부
분의 계약에서 해결을 요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대표적으로 거래 및 계약관계에서의 불가항력 문제, 사정변경의 문제 등이 주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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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시적인 거래환경의 변화를 야기한 것을 넘어 기존과 완전히 다
른 소비환경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즉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
라, 종식 이후에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소비자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2020년에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은 그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써 급
속하게 다가온 소비자법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연구에 반영되고 다른 분야의 연구에 파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① 김세준/김진우,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재산법연구 37(3), 2020. 11.
② 김영국, 팬데믹시대 민상사 거래의 변화양상과 법정책 과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4), 2020. 12.
③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재산법연구
37(1), 2020. 05.
④ 김진우,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
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7(3), 2020. 08.
⑤ 김현진, 프랑스 민법상 예견불능(imprévision)조항 - 코로나 19를 계기로 -, 법조 69(6),
2020. 12.
⑥ 맹수석,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
구 17(1), 2020. 04.
⑦ 박창규, 코로나19 시대의 가격급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보건용 마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61(3), 2020. 08.
⑧ 배성호,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영남법학 51, 2020. 12.
⑨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70, 2020. 07.
⑩ 백경희/박성진,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
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48, 2020. 09.
⑪ 변우주, 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 사정변경 - UNIDROIT 원칙과 CISG에서의 hardship
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1), 2020. 12.
⑫ 서지민,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3), 2020. 09.
⑬ 이주희,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11(2), 2020.
12.
⑭ 최연석,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국제법무 12(1), 2020. 05.
⑮ 최현태,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0(3),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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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조물책임법
앞서 일부 언급한 자율시스템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문제 외에, 특히 2018년 개정된 이
후의 제조물책임법과 그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① 구재군,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 홍익법학 21(2), 2020. 06.
② 권오상,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30(4), 2020. 12.
③ 김진우,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37(2), 2020.
08.
④ 박봉철,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동아법학 88,
2020. 08.
⑤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55(3), 2020. 09.
⑥ 설민수, 한국에서 자동차 리콜의 구조와 그 문제점: 규제기관의 역할과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소송의 현황을 중심으로, 법제 688, 2020. 03.
⑦ 송진성,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의료법학 21(3), 2020. 12.
12. 소비자안전
① 박재윤/김형섭,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20(2), 2020.
06.
② 윤진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법
학논총 37(2), 2020. 06.
③ 이종영/조우성, 제품안전기준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47, 2020.
05.
④ 이진규,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동아법학 86,
2020. 02.
⑤ 조태제,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법
과정책연구 20(2), 2020. 06.
13. 여행계약

① 김성미,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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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
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2), 2020. 06.
② 김세준, 여행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
결 -, 법조 69(1), 2020. 02.
③ 백경원/황호원,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2), 2020. 06.
④ 이귀자, 일본에서의 기획여행계약, 동북아법연구 13(3), 2020. 01.
⑤ 이창재,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
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1), 2020. 03.
⑥ 이창재,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4), 2020. 12.
14. 기타
① 김수정,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불법행위책임,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37(4),
2020. 12.
② 김진우, 유럽연합(EU)의 물품매매에 관한 새로운 담보책임법 - 물품매매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 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저스티스 180, 2020. 10.
③ 김현아, 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소비자법연구 6(1), 2020. 03.
④ 남윤경,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개정동향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36(4), 2020.
02.
⑤ 박신욱,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일감법학
46, 2020. 06.
⑥ 박혜진, 미국 폭스바겐 소비자 집단소송의 화해, 환경법과 정책 25, 2020. 09.
⑦ 유영국,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
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41, 2020. 05.
⑧ 이주희,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88, 2020.
08.
⑨ 이창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정보법학
24(1), 2020. 04.
⑩ 정신동, 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6(2), 2020. 07.
⑪ 황원재,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소비자법연구 6(2), 2020. 07.
⑫ 테라카와 요, 복수계약의 해제 - 개정에서 실현되지 않은 논점 -, 소비자법연구 6(2),
2020. 07.
⑬ 宮下修一, プラットフォームにおける 「データ」 の取扱いと消費者保護-日本の現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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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ふまえて, 민사법학 92, 2020. 09.
⑭ 朱曄, ビッグデータの時代における消費者の保護をめぐって- 中国の現状を中心に, 민
사법학 92, 2020. 09.

IV. 마치며
1. 소비자법 연구에 대한 제언 :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도입10)

현재의 소비자법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이나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은 이미 전통적인 법학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법학적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비자법은 사실 전통적인 법학의 분류방식에 따른 학문적 특징에서
다소 벗어나있다. 가령 소비자법을 사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법의 한 영역으
로 보면 일종의 사회법 분야에 속하는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없다. 이것은 법체계 내에서
소비자법의 지위를 한 마디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법은 사회변화에 매우
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규범이라는 것이 사회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변화의 민감도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
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소비자법 분야는 전통적인 법학적 연구방법론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
요가 분명히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론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우선 법경제학적 연
구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행동에 관해 “사람들은 왜 이 행동을 하는가?” 혹은 “사회적
으로는 이러한 행동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이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가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이를 사법상의 거래관계에 적용해본다면, 이 인센티브는 사
후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것이다. 즉 법학적 논의가 주로 책임의 문제에 머무른다면(가
령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러한 사전적 인센티브는 어떠한 행위를 함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전적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손실에 차
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1)
그 결과 이러한 관점은 소비자법 분야에 매우 적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소비자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비자의 보호에 있다면, 강행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10) 이하의 내용은 김세준, “2019년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소비자법연구 6(1), 2020, 107면 이하에
서 발췌하였다. 여전히 향후 소비자법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제언이라고 생각하므로, 작년 2월 코로
나-19의 확산으로 정례학술대회가 취소되어 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11)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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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및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소비자법의
강행성이 행위당사자인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단순히 사후적인 책
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심지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를 위한 강행법규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사자
가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는 불가
능해질 것인데 이때 소비자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의문
이 그러하다. 법경제학적 접근법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법경제학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규범적 결론은 기존 제도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는 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12) 첫째, 정책적 목적이 분명한 법 영역이다. 여기
에서는 법규범이 정책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법리 자체가 경제학적 논증
의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가령 다양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오랜 세월에 걸쳐 이미 법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굳어진 분야에도 법경제학적 분석
이 가능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경제학이 이러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어왔다.
다만 이 영역에서 법경제학은 기존의 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며,
법리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중간 영역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성립하여
최초에는 정책적 목적이 분명했으나 점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의식이 약화되는 대신 그 자체
적인 법리가 형성되고 있는 영역도 있다. 가령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
한 영역에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방법 역시 위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법 분야는 위의 첫 번째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소비자법의 영역에서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은 기존의 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고 제도를 만
드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법학적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거래형태로 둘러싸인 최근의 소비생활환경에
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조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논
증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방향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즉 법경제학적 분석은 기존 법학
적 방법론을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실마리를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소비자법의 연구방법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으나, 소비자법의
연구가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소비환경과 거래환경이 급변함에도 기존의 방법으로만 현상을 바라보는 경
우,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12) 송옥렬, 위의 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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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어
매년 소비자법의 연구동향을 조사해오고 있으나. 2020년은 특히나 연구의 측면에서 역동적
이었던 해로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법률이나 지침 등이 제정되거나 법률안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연구 및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그러한 계획적 움직임 속에서 팬데믹
으로 인한 즉흥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러한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은 아마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질서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미래가 2020년을 통해 느닷없이 눈앞에 닥쳤고, 그것은 소비자법의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과
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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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2020년 소비자법 정책 동향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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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비자법 정책 동향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I. 서 론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
을 말하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법을 소비자(보
호)법이라고 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소비자법은 소비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 전부를 말하며,
사실상 우리 나라의 대다수의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협의의 소비자법은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법이 공정
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변화된 시장환경 등
속에서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이 지속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 및 법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을 비롯하여 코로나 19의 확산 등은 소비생활 환
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소비자정책 및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소비자정책 및 법
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발전과 직결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소비자정책
과 법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에 부합하는가
또는 충분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은 일시적인 국
가정책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점
또는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변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21대 국회가 출범
하였으며, 코로나 19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
제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이 경제분야의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법의 입법은 매우 미진하였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도 개정되었다. 그리고 공유경제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소비자기본계
획이 수립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2020년에 이루어진 소비자법 중 주요 법(금융소비자보호법·데이터3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금융소비자보호법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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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첫째,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
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
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한다(제
3조 및 제4조). 둘째,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
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셋째,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
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한다(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
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
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 다섯째,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
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
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여섯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
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제44조 및 제45조). 일곱째,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제46조 및 제47조). 여덟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의 의미와 문제점
(1)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문제점
1) 금융소비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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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
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
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또한 전문금융소
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
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동조 제9
호).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동조 제10호).
이와 같이 동법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할부거래법, 방문판
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정의 방식과 상이하다. 즉,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의미릐 소비자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
을 소비생활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5호
가목). 그러나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에서 적합하며, 거래분야의 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즉, 할부거래법 등은 특수거래분야에
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거래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안전분야에서 적합한 정의를 함으로
인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누가 소비자인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서 재화등을 사용하는 자는 제3자이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요약자 또는 낙약자이다. 그
결과,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누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요약자 또는 낙약자를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
지만, 이는 소비자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해석 및 법 적용이다. 반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한 입법이며, 할부거래법
등의 개정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금융소비자 정의규정의 문제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는 동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자이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보다 상대적 약자에 해
당한다.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그 명칭을
소비자로 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소비자보호는 헌법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이며, 여기에서의 소비자는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약자인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소비자는 상대적 약자가 아닌 모든 거래상대방이다. 그 결과, 보호의 필
요성이 없는 자까지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까지 이
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보호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붕괴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법 역시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야 하지
만, 그 보호대상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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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 유형이 아닌 독자적인 법 영역에 존재하는 법이다. 물론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 또는 열위의 사업
자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라는 용
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중 열위의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하는 법
에서 그 자를 모두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는 ‘이용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일반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 등과 같이 다양하게
그 명칭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개념의 혼란성을 유발함과 더불어 법 체계의 혼란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법명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라는 용어
보다는 ‘금융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적합성원칙 등의 위반에 따른 사법(私法)적 효과와 문제점
1) 적합성원칙 등과 위반의 사법적 효과
① 적합성원칙 등의 준수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따라 정보를 고려하
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7조 제3항).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대출성 상품의 정보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
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
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
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마지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
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
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
위 또는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
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투자성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
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또
는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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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동
법 제21조).
② 위반의 효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4조). 금융
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
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
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
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5조).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
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
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1)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1)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빠진 경우이다. 셋째,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
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 금융소비자가 계약 후 발생한 자신의 사
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계약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다섯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경우이다. 여섯째, 금융소비자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다(안 제38조 제4항). 또한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계약해지요구를 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락 여부를 알리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관련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를 일정 기간 유예한 경우(이 경우 유예한
기간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를 제외하고,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정당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를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 계약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이다. 넷째, 금융소비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
는 경우이다. 다섯째, 계약해지요구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불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데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계약해지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다(동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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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7조).
2) 사법적 효과의 문제점
①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동법 위반에 따른 대표적인 사법적 구제방안을 규정한 것
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이라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손
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 고의 또는 과
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채무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에 그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면 민법의 내용과 동일하며,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이라면 민법보다 금융
소비자에게 더 불이하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양자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다.
물론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물론
동법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할부거래법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였다면 민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
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법보다 불리하며, 이에 따라 이 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보호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동법상 손해
배상책임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정하더라도 동일하다. 즉, 민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동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
이행책임일 수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일 수 있다.2)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할 경우에 동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이 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일 경우에는 민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② 해제권이 아닌 해지계약과 해지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원칙
또는 적정성원칙을 위반하거나 중요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해지
제38조 제6항).
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지(계약체결상의 과실 내지 부수적 주의의무가 성
립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계약관계로 까지 정립하기에는 미흡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에는 계약책임 즉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후자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책임으로 규율하는 것이 민법의 이론체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김종국, “설명의무의 법적
지위”, 경희법학 제42권 제2호, 2007,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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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상이한 해지계약에 대한 청약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
지권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계약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금융소비자
의 해지요구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수락에 따라 그 계약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3)을 해지에 적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
당한 사유없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본래
의 의미의 해지권 행사이다.
이와 같이 동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
해 해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과 상반된다.
첫째, 적합성원칙 등은 금융상품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하
지 않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또는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부과한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그 계약 자체를 잘못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적합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상
품판매업자등에게 적절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해제가
아닌 해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의 보호에 해당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지만,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의 목적은 상이하다. 둘째, 해지는 장래를 향해 그 계약을 소
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에 국한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동 시행령 안 제3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1회적 급부로 종
료하는 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
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합치하
지 않는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계약에 대해 해제를 인정할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
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점 그 자체에 대해 사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가 아닌 해지로 규정하고, 계속적 계
약에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해지계약으로 규정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그 금융
상품계약등을 해지하고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금융상
품계약등은 유효하게 된다. 즉, 금융소비자가 해지의 서면을 발송하고(3월 4일), 그 서면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도달(3월 7일)한 후 3월 17일에 전화로 수락한 경우에 그 금융상품계
약은 3월 17일부터 소멸한다. 그 결과, 3월 7일부터 17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이 폭락한 경
우에 해지계약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는 해지권이 아닌 해지계약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위한 내용이다. 예를 들
어, 금융소비자가 해지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10일 내에
3)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
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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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에 그 금융소비
자는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는
요건일 뿐 해지권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해지하지 않으
면 그 금융상품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러한 점은 금융소비자의 혼란 또는 착각을 유발
하는 것이다. 즉, 수락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다면
이는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역시 해지
신청으로 인해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법적으로 해지된 것은 아니다. 이
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며,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
융소비자의 사유에 의한 해지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에 따른 해지임에도 불
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수락 또는 거절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사유에 의한 해지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상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이며, 그 위반 내용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수락 또
는 거절이라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한다. 넷째,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제이다. 동 시행령(안) 제38조
제4항 제1호(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및 제2호(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는 해지
요구권의 행사방법의 문제일 뿐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즉, 계약해지요구는 서
면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해지요구권의 행사가 아니
다. 또한 제3호(법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의 미제
출) 및 제4호(금융소비자의 사정변경) 역시 해지요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그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제6호(금융소비자의 악의)는 적합성 원칙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선
의 또는 악의 문제를 고려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문제이다. 제1호(기간 내 미고지)는 수락 또
는 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일 뿐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또한
미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미통지에 대한 효과(수락으로 간주)를 규정하기 위함
이지만, 동법에서는 미통지에 대해 수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의미없는 규
정이다. 제2호(정당한 사유 및 근거 미제공)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근
거하여야 한다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이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이 거절하였
다는 것은 거절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역시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3) 청약철회와 문제점
1) 청약철회와 효과
① 청약철회기간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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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
회할 수 있다. 첫째,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둘째, 투자
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의 경우에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
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다. 셋째,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지만, 이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
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동법 제
46조 제1항).
②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철회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발송한 때이다. 둘째, 대출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 또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환한 때이다(동법 제46조 제2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반환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
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첫째,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
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둘째, 투자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
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셋째,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
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동법 제46조 제3항).
④ 위약금 등의 청구금지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46조 제4항).
⑤ 보장성 상품에 대한 특칙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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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6조 제5항).
2) 청약철회관련 문제점
① 청약철회기간
동법상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일은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이다.
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예외적
으로 계약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
는 경우에 있어 기산일은 계약서 교부일이다. 그러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교부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청약철회제도는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을 일정기간 동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체결의사가 변경된 경
우에 아무런 부담없이 그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
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기본적인 기산일을 계약서의 교부와 재화등이 공급된 날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보
장성 상품의 경우에 재화등의 공급은 보험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증권이 교부된 날을 기산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일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은 그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산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
②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단지 청약철회라는 의사표시
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 아닌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반
환한 때이다. 이는 청약철회권이 형성권임을 부정한 것이다. 물론 대출성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후 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출금 등의 상환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약철회 후
일정 기간내에 대출금등의 상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
이 규정한 점 그리고 보장성 상품 등에 대한 청약철회와 다르게 그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한
점 역시 타당하지 않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반환범위
소비자가 대출성 상품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였을 경우에 소비자는 받은 금액에 이자
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금융상품업자등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할 때에
는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즉, 소비자는
이자를 지급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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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3법
1. 데이터 3법의 개정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
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
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
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
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ㆍ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첫째,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
보가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한다(제2조제1호
의2 신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
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
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의 기능을 강화한다(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셋째,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는 통
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제28조의2 및 제28조
의3 신설). 다섯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28조의4 신설). 여섯째,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제28조의5 및 제28조
의6 신설). 일곱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
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다(제6장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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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이를 위해
서는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ㆍ중복조항
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3)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
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
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
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
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
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다.
2)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한다(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한다(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
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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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다(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
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
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
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
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한다(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
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한다(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
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
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
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
체계를 정비한다(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제17조
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
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
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
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
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
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
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
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
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
한다(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
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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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
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
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
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한다(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로 확대한다(제43조제2항).
2. 데이터 3법의 개정 의미와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의 통일화
정보통신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개인정보는 단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그 자
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였을 경우에 정보주체에 예측하기 곤란하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강
조되며, 그 침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이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금번 데
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의 통일화하며, 그 주관부처를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다.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법의 단일화는 실질적으로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규제의 중복은 규제대상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며,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이외의 방법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되며, 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그 범위 및 규모에 있어 후
자보다 크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지만, 양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그 침해행위의 유형 또는 피해의 규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만일 개인정보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면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규율하는 것이 금번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은 단지 정보통신망법에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등 매우 다양한 법에서 규율
하고 있다. 이는 각 법에서 규율하는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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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개인정보보호와의 불일치
데이터 3법의 개정 이유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특칙을 규
정하기 위함이다. 물론 데이터 산업의 육성은 4차산업혁명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에 따라 희생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면,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은 보
다 강화되어야 하지만, 금번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물론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정보는 정부주체가 생
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주체에 있는 것이며, 정보주체의 동의없
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기본원칙과 상반된다.
IV.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
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
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
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대여사업용 자동
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첫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
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인 운송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제2조제7호). 둘째,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한다(제34조제2항제1호 신설). 셋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4조의2제3항 신설). 넷째, 여객자
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
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제49조
의2부터 제49조의19까지 신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승차공유 또는 차량공유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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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그 이용을 확대 또는 합법화하
는 방식이 아닌 그 허용범위를 매우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따라서 운전자를 포
함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있어서 관광목적이어야 하며,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에 한정된다. 또는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
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 결과, 도심지역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일반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량공유는 불법이다. 이러한 점은 차량공유의 문제에 대해 공급자 중심
의 논의의 결과이며, 수요자인 소비자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택시운송사업의
존속 등의 문제는 대중교통서비스에서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였던 소비자문제에 대
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은 금번 개정에 있어 아쉬움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
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논문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소비자까지 포함하여 차량공유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V.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4)
1. 소비자기본계획의 의의
소비자기본계획은 중앙·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서, 정책 분
야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즉, 중장기적인 경제･사회 환경에 대한 조망을 기반으로 향후 3
년간 추진해야 하는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요 과제들을 포함하며, 각 부처는 고유의
정책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인 공정위에 3년 단
위로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이러한 소비자기본계획
은 2008년에 제1차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4차에 거쳐 수립 및 추진되
었다. 이후 2020년 12월 18일에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의 체계 및 세부계획
(1)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의 체계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역
량 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5대 정책목표를 설정( 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② 디
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 ③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확보 ④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
쟁해결 ⑤ 과학적, 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및 글로컬 협력체계강화)하고,

세부추진 계

획을 수립하였다.
<표>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 체계
비전
기본방향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로서의 위상 정립

4) 소비자정책위원회,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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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현
◎ 과학적ㆍ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거
래 소비자 피
해예방
소비자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소비자거래 시
장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금융‧디지털 등
취약 시장 분
석 및 개선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문화
확산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

소비자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
보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
계 구축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소비생활 안
전 취약 분야
대응 강화

비대면 온라
인 분쟁해결
활성화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
협력 강화

분쟁해결 전
문성·
실효
성 강화

소비자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 기
반 확보

소비자‧피해
조기대응 및
집단
분쟁
대응 강화

과학적ㆍ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력 체계 강화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지자체 소비자행정 지원

소비자 지향적 법제 정비
글로벌 대응·협력 강화

(2) 과제별 세부계획 및 추진주체

목표

1.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중점과제

1.1. 온라인
플랫폼 등 비
대면거래에서
의 소비자피
해예방

세부과제

1.1.1. 전자상거
래소비자권익
제고및 신유형
소비자이슈대
응

세부계획

추진주체
주관
협조

1.1.1.1.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
임 확대

공정위

1.1.1.2. 비대면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

1.1.1.3.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불
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등

공정위

1.1.1.4.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지자체(선택)

1.1.1.5. 게임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

문체부

1.1.1.6. 전자상거래・OTT・게임 등
거래에서부당・불법행위 및 피해예
방 강화

공정위

1.1.1.7. 신기술·신물질 융합 신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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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목표

중점과제

1.2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

세부과제

1.2.1. 데이터주
권강화 등 비대
면거래 소비자
권익 증진기반
마련

1.3.1.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
거래환경 개선

1.3. 소비자거
래 시장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1.3.2. 온라인・
신유형표시・
광고감시 및
시정 강화

1.4.1. 국민 소
비생활 조사 분
석 및 증거(데
이터)기반 소비
자 권익 제고

추진주체
주관
협조

형 시장 소비자이슈 조사연구 및
대응 강화

(소비자원)

1.2.1.1. 데이터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위

1.2.1.2. 개인정보 수집‧이용 피해 방
지를 위한 표준약관 정비

공정위

1.2.1.3.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 보장 확대

개인정보

1.2.1.4.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 개선

개인정보

1.2.1.5. 소비자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1.2.1.6. 개인정보 이해력(Privacy
Literacy)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개인정보

1.3.1.1. 글로벌 온라인 거래에 대
한 시장 환경 개선
1.3.1.2. 국제거래 및 국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
공정위
공정위
(소비자원)

1.3.2.1. 부당한 친환경성 표시・광
고 감시 및 관리 강화

환경부

1.3.2.2. 온라인 상 이용자 불편 광
고 해소

방통위

1.3.2.3.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

공정위

1.3.2.4. 분야별 부당표시・광고 감
시 및 시정 등 피해예방

1.3.3. 특수・할
부거래 분야감
시및 소비자피
해예방

1.4. 금융‧디지
털등취약시
장분석및개
선

세부계획

공정위
(소비자원)

1.3.3.1.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감
시 및 제재 강화

공정위

1.3.3.2. 할부거래 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공정위

1.3.3.3.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
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자체(공통)

1.3.3.4.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시
정 및 피해 예방 강화

공정위

1.4.1.1. 국민 소비생활조사 등 소비
자정책지표 생산을 위한 실태조사 실
시

공정위

1.4.1.2. 소비자정책지표에 기반한
소비생활여건 개선

공정위

1.4.1.3.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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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원)

(소비자원)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세부계획

추진주체
주관
협조

록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1.4.1.4. 가계지출 고부담시장(금융,
통신,교통등), 공공·복지서비스 및 문
화·여가·관광 소비 환경개선

1.4.2. 소비자
지향성취약
시장의 소비
자신뢰 확보

1.5.1. 소비자
중심경영 문화
확산

1.5. 기업의
소비자 중
심경영문화
확산

1.5.2. 소비자중
심의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
기반구축

2.1. 소비자
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
보제공강화

2.1.1. 학교소
비자교육 등 전
국민소비자교
육강화

(소비자원)

1.4.1.5.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체
계 확립

금융위

1.4.1.6. 금융(금융투자‧은행‧여신)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1.4.1.7. 소비자빅데이터 활용 사업
자 제공 서비스의 소비자지향성 개
선

공정위
(소비자원)

1.4.2.1. 소비자지향성 취약시장의 소
비자신뢰 확보

공정위
(소비자원)

1.4.2.2.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 표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지원

농식품부

1.5.1.1. 소비자중심경영(CCM) 확산

공정위

1.5.1.2. CCM 인증체계 개선 및 참
여 확대

공정위

1.5.1.3. 소비자중심경영지원 인프라
확충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1.5.2.1.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에
코디자인 개발 지원

환경부

1.5.2.2. 친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제
품·포장재 분리배출 개선

환경부

1.5.2.3.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소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중기부

1.5.2.4.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중기부

1.5.2.5. 중소기업의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2. 디지털 전
환기 소비자
역량
제고

공정위

공정위
(소비자원)

2.1.1.1.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교육부

2.1.1.2. 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
육 강화 방안 마련

공정위

2.1.1.3. 학교 소비자교육 체계화 방
향 모색

공정위
(소비자원)

2.1.1.4.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방향 마련

금융위

2.1.1.5. 비대면 학교 소비자교육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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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체부)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세부계획
위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강
화
2.1.1.6. 소비자교육 플랫폼 및 맞춤
형(생애주기·대상별·계층별) 교육
활성화

추진주체
주관
협조
(소비자원)
공정위
(소비자원),
기재부

2.1.1.7.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자체(공통)

2.1.1.8. 수요 기반 콘텐츠개발 및
교육

공정위,
기재부

2.1.1.9. 소비자역량 평가 기반 대상
별 맞춤형 정책 추진

공정위

2.1.2. ‘소비자
종합지원시스
템’운영및
활용강화

2.1.2.1. 합리적 소비지원을 위한 정
보제공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공정위,
소비자원

2.1.3. 국민
체감형 소
비자 정보
품질제고
및 제공 강
화

2.1.3.1. 수요자 맞춤형 품질 비교정
보 제공확대 및 품질 제고

공정위,
소비자원

2.2.1.1. AI·IoT 등 신기술 및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온라인
피해예방 교육 확대

방통위

2.2.1. 신기술・
신서비스디지털
활용역량제고
2.2.2. 빅데이터
공유·개방 확
대
2.2.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
소
2.2.3. 디지털·
금융리터러시
격차해소

(소비자원)

2.2.1.2. 신기술・신서비스 디지털정
보 취약소비자맞춤형 정보콘텐츠
제공 및 활용 역량강화

공정위

2.2.2.1.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개방 확대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2.2.3.1. 장애인, 고령소비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표준 제
정 및 교육

과기부

2.2.3.2.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소비
자 친화적 디지털 활용 역량 프로
그램 강화

과기부

2.2.3.3. SNS 등 디지털 소셜 미디어
에서의 소비자 이해력 향상을 위한
팩트 체크 교육 강화

방통위

2.2.3.4.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자체(선택)

2.2.3.5.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
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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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2.3.1. 지속가
능하고 책임
있는소비·경영
문화활성화
2.3. 지속가능
한 소비생태
계구축

2.3.2. 자원순
환소비 문화
촉진

세부계획

추진주체
주관
협조

2.3.1.1. 바른 식생활·식문화 확산
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농식품부

2.3.1.2.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확대

농식품부

2.3.1.3. 푸드플랜 기반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산물 인증 관리로, 소
비자 선택권 및 먹거리 접근성 제
고

농식품부

2.3.1.4.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소
비문화 활성화

지자체(선택)

2.3.1.5.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활성
화

공정위

환경부
(소비자원)

2.3.1.6. 소비자편익제고 관점의 지
속가능한 관광 촉진

문체부

2.3.1.7. 지속가능한 소비 및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친환경 교육 강
화

환경부

2.3.1.8.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
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기재부

2.3.2.1. 자원순환 친환경소비 촉진
강화

환경부

2.3.2.2. 친환경소비를 위한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환경부
지자체(선택)

2.3.2.3.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소비
문화 촉진

공정위
(소비자원)

3.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3.1. 소비생
활안전 취
약분야 대
응 강화

3.1.1.
신유
형 안전 사
각지대 해소

3.1.1.1.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
합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안전도
평가

산업부

3.1.1.2. IOT·융복합 신제품의 소비
자안전성 확보 강화

과기부

3.1.1.3. 과학적 방법을 통한 식품・
의약품 소비자안전확보강화

식약처

3.1.1.4. 해외직구‧온라인 식품 소비
자안전 관리 강화

식약처

3.1.1.5. 해외 위해제품관련 소비자
안전확보

공정위

3.1.1..6. 신기술・물질 적용제품・
시설・서비스 및 신유형 제품에 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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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3.1.2. 안전취
약계층 보
호 인프라
확대

3.1.3.생활밀착
형제품・식의약
품및시설・서비
스소비자안전강
화

3.2. 소비자위
해감시및
대응·협력
강화

3.3. 소비자안
전 정보 공유
를 통한 안전
기반 마련

3.2.1 소비자위
해감시체계
고도화
3.2.2. 소비자
위해 대
응·협력
체계 강화

3.3.1. 소비자
중심적리콜
실효성 강
화

세부계획

추진주체
주관
협조

한 안전감시 강화

(소비자원)

3.1.2.1. 노인요양시설 생활안전 강
화

복지부

3.1.2.2.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
자, 장애인 등) 소비생활안전 강화

지자체(선택)

3.1.2.3. 사회배려계층 안전취약 분
야에 대한 위해요소 감시 및 시정
조치 등 개선

공정위
(소비자원)

3.1.2.4.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
용품 시장유통 감시 강화

환경부

3.1.3.1. 관광·체육시설 소비자안전
강화

문체부

3.1.3.2. 다소비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식약처

3.1.3.3.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식약처

3.1.3.4. 미래자동차 소비자 안전 내
실화

국토부

3.1.3.5.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
중이용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지자체(선택)

3.1.3.6. 국민 다소비 제품 및 다중
이용 시설·서비스에 대한 안전감
시 강화

공정위

3.2.1.1. 위해정보 통합 수집 및 민
관 참여형 위해감시 활성화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3.2.2.1. 위해우려 소비자 제품의 위
해도평가 전문화

산업부

3.2.2.2. 생활화학제품 관리 선진화

환경부

3.2.2.3. 소비자위해 대응 체계 및
협력관계 구축 강화

공정위(소비
자원)

3.3.1.1. 소비자 위해제품 리콜 이행
력 제고

산업부

3.3.1.2. 소비자위해정보수집 기능강
화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제공

지자체(선택)

3.3.1.3. 리콜정보전파・유통차단 및
이행점검 강화

공정위

3.3.1.4. 안전사각지대 위해제품 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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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3.3.2. 소비생활
분야별 건강·
안전정보 공
유·활용고도화

4.1. 취약계
층 접근성 개
선 및 비대면
분쟁 해결 활
성화

4.1.1. 분쟁해
결접근성개선

추진주체
주관
협조

굴 및 선제적 대응

(소비자원)

3.3.2.1.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체
계 개선

환경부

3.3.2.2.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소비
자 교육·홍보 다각화

산업부

3.3.2.3. 체험형 어린이제품 안전 교
육 활성화

산업부

3.3.2.4. 대상별・목적별 건강·안전 정
보 공유・활용강화

공정위

3.3.2.5.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및 교
육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공정위

4.1.1.1.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이
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소비자원)
지자체(선택)

4.1.1.2.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 활성화

공정위
(소비자원)

4.1.2.신속‧
공정한분쟁
해결

4.2.1 분쟁해결
품질및 역량
제고

4.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세부계획

4.1.2.1. 비대면 온라인분쟁해결
(ODR) 시스템 운영 강화

공정위

4.2.1.1.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전문성 강화

공정위

4.2.1.2.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
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지자체(공통)

4.2.2.1. 피해다발품목 및 금융·보
험·통신·항공·자동차·의료 등 정
보비대칭 심화품목 등 ADR 기관 협
업 강화
4.2.2. 피해구제
및분쟁해결 실
효성강화

(소비자원)

4.1.2.2.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
기능 확충

4.2.1.3.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4.2. 분쟁해
결
전문
성·실효성
강화

공정위

4.2.2.2.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
자피해 감축을 위한 공동 대응 강
화
4.2.2.3.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
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선택)
지자체(선택)

4.2.2.4. 소비자피해 예방 및 제도개
선을 위한 협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4.3. 소비자피

4.3.1 소비자피

4.3.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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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목표

중점과제

해 조기대응
및 집단 분쟁
대응강화

세부과제

해다발분야
분쟁예방및
빅데이터 기반
조기대응 강화

4.3.2. 집단소
비자피해구제
의실효성제고

5.1.1. 데이터
기반 맞춤
형 소비자
정책 추진
강화

5. 과학적·
협력적 적 소
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
력체계 강화

5.1. 과학
적·협력적
소비자 정책
추진

5.1.2. 지역소
비자정책 기반
및 협력 강화

세부계획
피해 조기 대응 체계 구축

(소비자원)

4.3.1.2. 피해다발 분야(품목) 등의
분쟁해결기준 정비

공정위

4.3.1.3.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
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지자체(선택)

4.3.2.1. 집단적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
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원)
법무부

4.3.2.3.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공정위

5.1.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
책 고도화 방안 마련

공정위

5.1.1.2.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소
비정보 분석·제공으로 시장 참여
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농식품부

5.1.1.3.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
책 추진 활성화

지자체(선택)

5.1.1.4. 소비자정책지표 개방 및 활
용 확대

공정위

5.1.1.5. 대국민 정책공모 추진 등
국민 참여 확대

공정위

5.1.1.6. 지역 소비자행정 기본조사
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소비자행정
기반 마련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소비자원)

5.1.2.1. 지역 소비자정책 추진 기
반 강화

공정위

5.1.2.2.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지
원

공정위,
행안부

5.1.2.3. 지역 소비자정책위원회 활
성화

지자체(선택)

5.1.2.4. 지역 소비자정책 수립 및 활
성화 지원

5.1.2.6. 지역 소비자정책 민‧관 참여
형 거버넌스 강화
5.2.1. 법령‧제도
의소비자지향

공정위

4.3.2.2.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
상제도입

5.1.2.5.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
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5.2. 소비자
지향적 법제

추진주체
주관
협조

5.2.1.1.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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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선택)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위

목표

중점과제

정비

세부과제

성평가및소비
자지향적개선

5.3.1. 글로벌
소비자정책협
력강화및 전
문성제고

5.3. 글로벌
대응·협력
강화

5.3.2.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구
제 및 예방 강
화

5.3.3. 개도국
정책 지원 및
외국인 소비자
지원강화

세부계획
5.2.1.2.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을
통한 지역소비자권익 강화
5.2.1.3.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
업 지원 및 추진
5.3.1.1. 국제 소비자 이슈 대응 및
협력 강화

추진주체
주관
협조
지자체(선택)
공정위
(소비자원)
공정위

5.3.1.2. 국제기구, 국제유관기관‧협
의체와의 협력 강화

공정위

5.3.1.3. 다자 또는 쌍방간 국제소비
자문제 협력 채널 및 공동대응 강
화

공정위

5.3.2.1.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해결지
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예방과
구제 활성화

공정위

5.3.2.2.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글
로벌 협력강화

(소비자원)

(소비자원)

(소비자원)
산업부

5.3.2.3. 소비자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공조 강화

공정위

5.3.3.1. 개도국 등 글로벌 소비자정
책 지원 및 협력 강화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원)

5.3.3.2.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내
실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여가부

5.3.3.3.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선택)

5.3.3.4. 외국인 및 이민자의 소비생
활 역량 강화 지원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법무부)

3.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 제4차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소비자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며, 소비자법 및 제도의 기초가 된
다. 따라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은 향후 3년간 국가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기본계획이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경제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소비자정책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한다. 즉, 금번 소비자기본계획은 처음 수립되는 것이 아닌 5차 소비자기본계획이다.
따라서 제1차부터 제4까지의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미흡점을 분석한
다음 변화된 시장환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은 기존
의 소비자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제4차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기초로 수
립된 것이 아니다. 물론 총론적인 평가는 있지만, 이를 제4차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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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곤란하다. 그 결과, 기존 소비자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없이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정책당국이 소비자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정책을 수립한 것
이며5),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소비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단지 계획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종전과 달리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추진시
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진행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평균 78.8점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평균 78.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하였
다.6)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우수 이상이 전체 149개 중 53개이며, 보통 이하가 96
개(64.4%)(미흡 11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우수 이상이 전체 32개 중 13개이며, 보통 이하가 17개
(53.1%)(미흡 2개)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다.
(2)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권익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이다. 종전의 경우에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자였으며, 정책의 수혜자였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러나 소비자주권(?)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를 도외시한 소비자정책은 수립되어서는 아니된다.
물론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일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위원회 역시 소비자대표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
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5차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일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럼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하위법령을 제정함에 있
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
러나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
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기본계획의 수립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견제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VI. 결

론

소비자법과 정책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과 정책 분야이다. 또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권익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법 및 정책의 대응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0년 동안 이루어진 소비자법과 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2020년은 소비자법의 역사에 있어 후퇴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소비자법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제정 또는 개정된 법 역시 소비자법의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 보
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법의 입법추진에
있어 미흡한 원인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의 발
생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법에 대해서
5)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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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입법화되지 못한 점은 정책당국 및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
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
지만,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의 법 및 정책만으로 소비자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였
다. 그러나 변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권한과 달리 현실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시장 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문
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는 국민의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문제이다. 또한 소비자권익의 보
장과 증진과 상반되는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전무
하다. 물론 소비자지향성 사업이 사후 평가방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전 평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 평가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 평가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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