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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페이지

소비자가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백대용 회장·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2012년 해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물방
울이 하나 둘 모이면 언젠가 바위도 부숴지지 않을까’하는 간절함때문이었다. 그러나 일개 소비자가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무려 4년 동안 얼마나 큰 무기력과 절망
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소송의 대상이 된 자동차는 평생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를 위해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으로 준비
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4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아내에게 안전하고 편
안한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 구입한 그 자동차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인생에 대한 남편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화체된 소중한 사랑고백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자동차가 구입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변속충격이 심하게 오는 중대한 하자였다. 놀란 가슴을 쓸어담고 수리를 받
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속도로에서 또 고장이 났다. 아내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막대했다. 고속주행
중 갑자기 차량이 정지할 경우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져 차량 탑승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것이 명약
관화했기 때문이다. 황혼에 접어든 아내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선물한 자동차가 오히려 아내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것이다. 남편은 자동차 회사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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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언제나 그래왔듯,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자동차를 구입하자마자 변속
충격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과정에서 노부부가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앞으로 이 자동차의 안전이
확보되어 다시 운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자동차 회사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
다. 결국 노부부는 소송을 시작했고, 4년간 힘겹게 지속된 소송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철저하게 패소했
다. 아내는 패소 후 얼마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아내의 마지막을 힘들게 했다며 후회의 눈물
을 흘려야 했다.
노부부의 패소 후 이 자동차 회사에 여러 악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연비조작 사실이 보도되더니 불자
동차라는 오명으로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다양한 이유로 그 회사 자동
차에 대해 리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곪은 상처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자동차 결함신고(총 2만 5,096건) 중 주행중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결함신고가 절반(총 1만 2,81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도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그 자
동차 회사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를 숨기며 판매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
을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자동차 회사가 소송에 졌더라면 어쩌면 당시에 자동차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을지도 모
른다.
돌이켜보니 소송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부부는 역설적이게도 그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녀야 했다. 생명을 걸고 운전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감정인에게 문제가 생긴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다. 최
근 5년간 접수된 엔진결함신고가 1만 2,814건이나 되었다니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그 노부부가 힘들
게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생명을 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신고 건수가 1만 2,814건이라면 자동차에
하자가 없음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소비자3법은 소비자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소비자3법은
소비자들과 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법이며 기업들을 진정한 ‘Global champion’
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소비자3법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억제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소비자들의 오랜 바람인 소비자3법(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
상,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모두 조속히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날이 오면, 하늘에 먼저 간 아내에

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라”고 백발의 남편에게 진심어린 마음과 함께 환한 미소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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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쇼츠」 패드두께 및 압축경도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구매 전 신체 특성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sobis@chol.com

조사개요

입경험이 높은 5부 팬츠 형태의 바이크쇼츠 9개1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온라인 브랜드 판매점에

자전거는 운동기구로써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이

서 구입하였다. 분석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근거

의뢰하였으며, 바이크쇼츠의 시험항목은 안전성,

리 운송수단으로써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세탁성, 염색성, 내구성, 기능성, 항균성 등 6개

바이크쇼츠는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무너지면

항목에 대하여 비교·평가하였다.

서 바이크쇼츠로서의 기능이 없는 제품도 바이크
쇼츠로 출시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조사결과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바이크쇼츠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총 9개

안전성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공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대상 제품은 최
근 3년 이내에 바이크쇼츠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 7
월에 실시한 설문조사(400명)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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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DEN(아덴), RUDY(루디), santic(산틱), fox korea(폭스 코리아),
2nd wind(세컨 윈드), SHIMANO(시마노), SPERANZA(스페란자),
CASTELLI(카스텔리), MCN(엠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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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안전요건에 따라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RUDY, MCN)은

기주석화합물(프린트 부분), 알러지성염료(밑단 고무밴

길이 및 폭 방향 둘 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2nd wind)은 길이 방향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 부분)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나타났다.

완제품 내세탁성

염색성

내세탁성은 세탁 후 의류의 형태변형 여부를 평가

세탁 및 땀이나 물, 일광 등의 요인에 의해 색상이

하는 시험이다. 완제품 세탁 후 치수, 색상, 표면,

변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

형태 등에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세탁성은

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충족하는지

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확인하는 마찰견

알아본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뢰도 시험 결과에서는 1개 제품(표면 건조상태에서 염색

나타났다.

성 미흡(브랜드명: MCN))이

마른 상태에서 섬유제품 권

장품질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내구성 평가를 위해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올 당겨

기능성

짐(=올뜯김) 정도를 평가하였다. 겉감에 올뜯김(스낵

바이크쇼츠는 운동복 특성상 땀 흡수가 빨라야 옷

성)

등이 생기지 않는지 평가하는 표면변화 시험을
[기능성-흡수성능 시험결과]

[내구성 시험결과]

흡수속도

구분

브랜드

길이방향

폭방향

1

ARDEN

○

○

2

RUDY

△

△

3

santic

○

○

4

fox korea

△

○

5

2nd wind

○

○

6

SHIMANO

○

○

7

SPERANZA

○

○

8

CASTELLI

○

○

9

MCN

△

△

「참조1」스낵성(3급 이상일 것) /「참조2」○ : 기준 충족, △ : 기준 미흡  

구분

브랜드
10회 세탁 후

1

ARDEN

★★★

2

RUDY

★★★

3

santic

★

4

fox korea

★★

5

2nd wind

★

6

SHIMANO

★★★

7

SPERANZA

★

8

CASTELLI

★★

9

MCN

★★

「참조1」★★★ : 상대적으로 우수, ★★ : 양호,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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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땀에 젖어 늘어지지 않고, 운동에 불편을 주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않는다. 이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정도인 흡수속
도를 측정하기 위해 10회 세탁 후 시험을 진행한

패드 성능(품질)

결과, RUDY, ARDEN, SHIMANO 제품이 상대적

두께 및 두께줄음률(반복압축영구줄음정도)정도의 시험

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제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께의 경우, SPERANZA 제품이 상대적으로

항균성

가장 얇았으며(10.8cm), ARDEN 제품이 상대적으로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균도(황색

가장 두툼(20.4mm)했다. 되풀이압축영구줄음정도는

포도상구균의 균에대해 시험함)를

SHIMANO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초기 두께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 항균도가 99.9%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항균성

대비 0.08mm 감소)하였으며,

fox korea 제품이 상대적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0.375mm 감소) 것으로 나타났

바이크쇼츠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입

으나,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단단하거나 푹신한

는 운동복이며, 착용 후 땀과 외부 먼지 부착 등으
로 인한 세균이 번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
크쇼츠는 착용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에서 세탁

[품질표시사항 부적합 사유]
구분

브랜드

확인결과

부적합 세부 사유

1

ARDEN

X

혼용률 부적합(섬유종류 다름)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시
■ 제조연월 미표시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시

2

RUDY

X

■

■

[패드 성능(패드 품질) 시험결과]
구분
1

■

두께

압축경도

반복압축영구줄음도

(mm)

(N)

(mm)

20.4

45

0.19

브랜드
ARDEN

제조연월 미표시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시
■ 제조연월 미표시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시
■

2

RUDY

15.3

68

0.18

3

santic

14.9

61

0.165

4

fox korea

14.7

117

0.375

3

santic

X

4

fox korea

X

5

2nd wind

16.0

55

0.285

6

SHIMANO

13.1

26

0.08

5

2nd wind

X

7

SPERANZA

10.8

80

0.12

6

SHIMANO

8

CASTELLI

16.5

145

0.285

7

SPERANZA

9

MCN

12.1

83

0.09

「참조1」 두께는 패드 두께로서, 가장 두툼한 곳을 실측한 값임. 숫자가 클수록 두툼함을

8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시
제조연월 미표시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제조연월 미표시

X

■

혼용률 부적합(오차범위이상)

X

■

혼용률 부적합(미표시)

■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미표시
■ 제조연월 미표시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미표시
■

8

CASTELLI

X

9

MCN

X

「참조2」 압축경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푹신함을 의미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단단함을 의미함
낮을수록 줄어든 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

■

의미함
「참조3」 반복압축영구줄음도는 반복 압축을 가한 후 수축되는 정도를 평가한 것이며, 숫자가

■

■

■
■

혼용률 부적합(오차범위이상)
혼용률 통일문자 미사용

2020 / vol.423

월간소비자

정도를 나타내는 압축경도의 시험 결과, 제품에 따

패드가 붙어있는데, 이 패드의 품질이 제품마다 차

라 차이가 있었으며, ARDEN 제품이 가장 푹신

이가 나고 있다.

(45N)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TELLI 제품이 가

장 단단(145N)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드 성능 시험 결과, 브랜드 제품별 패드의 두께
및 단단하거나 푹신한 정도를 뜻하는 압축경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신의 신체 특성에 따른 알

품질표시사항

맞은 선호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

제품의 의무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9개

크쇼츠는 흡한속건의 기능이 필요한 운동복이므

제품 모두 일부 항목이 누락 또는 미표시하여 전

로 땀 흡수성이 좋은 원단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도

제품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록 한다.

또한 섬유 소재의 구성비를 보는 혼용률 시험을 실

바이크쇼츠의 특성상 바지 안쪽 엉덩이와 안장이

시하여 바이크쇼츠에 사용된 섬유 소재도 확인결

닿는 부분에 두툼한 패드가 덧대어져 안장과 엉덩

과, 혼용율도 표시사항과 다른 부적합한 3개 제품

이를 밀착시켜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움

(ARDEN, SHIMANO, MCN)을 확인하였다.

을 주는 기능이 있으며, 운동시 바지 끝단은 실리
콘이나 고무 재질이 덧대어져 바짓단이 위로 말려

결론 및 제언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바지 끝단의 실리콘 및 고무 재질의 안전성에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 성능이 무시된 채 바이

는 이상이 없었으나, 자신의 신체와 맞지 않을 경

크쇼츠로 통용하여 출시(판매)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 운동시 밑단의 말아올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자전거를 타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라면 구매시 혼

기 때문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바이크쇼츠 선택시

한다. 밑단의 고무 재질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말

자신의 신체와 맞는 제품을 선택 구매해야 할 것이

아올림 현상은 적을 수 있으나 길이가 짧은 제품에

다. 또한 제품 의무표시사항 확인 결과, 일부 항목

비해 땀이 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누락되거나 미표시되는 등 제품 표시사항 기준

마지막으로 운동 후 땀과 외부 먼지 부착 등이 일

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구매 전 제품

어남으로 적합한 세탁을 하여 제품에 균의 증식이

표시사항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다.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안장과 맞닿는 바지 안쪽 부
분이 헤어지는 현상 및 안장통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안장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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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한우 근내지방도 병행표기,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판매소의 준수 비율 현저히 낮게 나타나

양기숙 실장
(사)한국부인회총본부
kwa7323@hanmail.net

조사개요

조사결과

2019년 12월부터 개정되어 실시된 쇠고기등급제의

오프라인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 및 등급별 판매현황

일환으로 한우 1++등급 중 구이용 부위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부산, 인

는 근내지방도(7,8,9)를 병행표기 하는 법이 시행되

천,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전

었다. 이로써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한

국 10개 지역 한우 판매점(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우 생산비용은 줄어들고 소비측면으로는 소비자

정육점, 재래시장, 정육식당 등)을

관심정보 및 알권리가 확대되어 합리적인 쇠고기

으로 판매 중인 제품 중 1++등급에 한하여 근내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시행된 한우

방도(7,8,9)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방문하여 한우 구이용

근내지방도 병행표기법은 2020년 6월부터 의무시
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

1. 1++등급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표시 여부

지 확인하고자 (사)한국부인회총본부에서는 온라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524개

인·오프라인 한우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매장 중 구이용 한우 1++등급을 판매하는 곳은

실시하게 되었다.

291개로 전체 조사대상인 524곳 중에 55.5%로 나
타났고, 그 중 근내지방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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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종류별 1++등급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표시 비율

[그림1]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기준

한우 1++구이용을 판매하면서 근내지방도를 표시
한 240개 매장들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백화점의
경우 한우 1++구이용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한 곳이
96.2%로 대부분이 표시를 잘 지키고 있었다. 대형
마트의 경우도 94.6%가 근내지방도 표시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은 정육점으로 81.4%가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마블링, Marbling)
마블링이란 살코기 속에 박혀있는 지방층이 마치 대리석
무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 마블링의 정도에 따라
쇠고기의 등급이 정해진다. 근내지방도가 높을수록 부드럽고
맛이 좋아 고급육으로 평가되지만 지방이 많기 때문에 느끼할 수
있다.
[표 1] 근내지방도와 한우등급

표시를 준수하였으며, 슈퍼마켓은 77.5%가 표시를
준수하였고 정육식당은 76.9%가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은 69.7%가 근내지방도 표시
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백화점이 근내지방도
표시가 제일 잘 지켜지고, 재래시장이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

한우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7, 8, 9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6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4, 5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2, 3에 해당되는 것

2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

3등급

표시가 제일 낮아서 근내지방도 표시 의무화 홍보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매장종류 별 1++등급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표시 비율(단위: %)
81.4

96.2

77.5

94.6

76.9

정육식당

슈퍼마켓

정육점

대형마트

백화점

69.7

[그림2] 근내지방도 표시의 예

재래시장

근내지방도 표시가 잘 된 사진

근내지방도 표시가 없는 사진

는 240곳으로 82.5%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 근내

온라인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 및 등급별 판매현황

지방도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51곳으로 17.5%로

1. 온라인 조사사이트

나타나서 현재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를 지키고 있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총 18곳(쿠팡,

는 매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티몬, 위메프,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롯

있었다.

데마트몰, 농협몰, GS프레시몰, CJ몰,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신
세계몰, 우체국몰, 인터파크, 마켓컬리)을

대상으로 한우

11

1++구이용 상품에 근내지방도가 표시되어 있는지

다만 판매점 종류별로 표시율에 차이가 나서 백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18개 사이트별로 한우 1++구

점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경우 각각

이용 상품 각 10개씩을 조사하여 총 180개 상품을

표시율이 96.2%, 94.6%로 근내지방도 표시를 매우

대상으로 근내지방도 표시 여부를 조사 하였다.

잘 지키는 편이었고 다음은 정육점이 81.4%로 양
호한 편이었다. 슈퍼마켓은 77.5%, 정육식당은

2. 온라인 상품 근내지방도 표시 여부

76.9%로 표시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도가 필요한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사

상황이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의 경

이트 180개 상품 중에서 한우 1++구이용 상품 숫자

우 69.7%로 가장 낮은 근내지방도 표시를 보이고

는 160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0개 상품 중 근내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지방도가 표시된 상품은 32개에 불과하여 17.8%만

다.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18개 중

근내지방도 표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에서는 조사대상 160개 상품 중 근내지방도가 표시

다. 조사대상의 대부분인 82.2%의 온라인 상품에는

된 상품은 32개에 불과하여 17.8%만 근내지방도

근내지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오프라인 상품과

표시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비교하여 표시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의 대부분인 82.2%의 온라인 상품에는 근내지방도
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오프라인 상품과 비교하여

[그림 4] 근내지방도 표시 여부

표시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표기안됨
18

오프라인 근내지방도 표시율이 82.5%인데 반해 온
라인사이트에서는 표시율이 17.8%로 4배 이상 차
표기됨
82

이가 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
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용 한우 1++등급(구이
용)

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근내지방도(마블링)

가 7,8,9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거의 얻기 힘
들다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앞으로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
지방도 병행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한

오프라인 한우 판매점의 경우 291개 판매점 중 근

것으로 보이며, 한우 근내지방도 표시가 자리잡게

내지방도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240곳으로 82.5%

된다면 한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의

로 높게 나타나서 근내지방도 표시 준수를 잘하고

맛과 직결된 마블링에 대한 관심정보 및 알권리를

있는 편이었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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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집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1. 들어가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1 법무부가 법안을 발표한 후 우리 사회에는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임철현 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재계·언론계 등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소송
제·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공론화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대적 산업구조와 소비환경의 변화
양상에 맞게 법 제도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신용카드
사 개인정보유출·주행 중 차량화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디젤차 배기
가스 조작 등의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정
보처리 구조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중·집단적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개별 피해자는 소송비용·소송수행의 부담 및 소송 후 실익의

1	법무부 홈페이지(moj.go.k; 법령-입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서 입법예고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춯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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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실제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결국 오늘날
피해는 전통적인 상황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회복

2.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경과

되기 어렵고 이는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한다. 한편,
주가조작, 사모펀드 투자사기, 자동차 휠 고의 훼

법무부는 국정과제로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

손 사례 등에서 보듯,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윤

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17. 10. 19. 「법무행정

을 추구하는 행위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경제활동

쇄신방향」을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의 공적 감시기능으로는 위

이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8. 9. 21. 「집단소송제

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것이 곤란하다. 설사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18. 9. 21. 발표한

적발되더라도 그 간의 불법한 이익이 완전히 제거

당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

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악

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적 이기심은 적절히 감시·제재되지 않고 있고,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이는 또 다른 악의적 이기심을 발동시킨다.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야에 확대 도입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은 피해자가

는 것이었다. 이는 제20대 당시 「증권관련 집단소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다수

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안)으로 국회에 제

피해자의 심리에 따라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출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가 온전하

법률안」(김종민의원안) 등 제20대 당시 법사위에 계류

게 회복되도록 하고자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

중이었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법안들은 법사위

안」은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공적 감시장치를

소위에 전혀 상정되지 못하고 심사되지 못한 채 임

보완하여 민사적 수단으로써 경고·억제를 실현하

기만료로 폐기되었다.2

고, 불법한 이득의 박탈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

한편, 기존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방안」에 대해

한 법제도 개선은 소비자 피해의 회복 및 예방의

서는 ’18. 9. 17.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있었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등이 책임 경영활

던 법무부장관과 소비자·소비자단체 등과의 현장

동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정책간담회를 비롯하여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

기업활동의 폭을 넓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방안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

도 의미가 있다.

되었다. 일부 분야에 한정하고, 과도하게 엄격한

2	제18대 국회 이래 법제사법위원회에 총 16개의 집단소송 관
련 법안이 계류되었으나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는 못하였습
니다.

15

집단소송 허가요건과 증거의 구조적 편재 상황에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대상으

서 증거조사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실제 효과가 제한

로 한다.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방식은

적이라는 비판이 그 주된 골자다. 아울러 피해구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구조와 동일하다.

의 소송상 실현 수단인 집단소송제와 경고·억지를

즉,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대해 미

위한 실체법적 수단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함께

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제외신고한 피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제20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방식

대 국회 당시 다수의 의원이 집단소송법안에 징벌

이다(Opt-out).

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무부

집단소송제 허가요건 및 허가재판

는 ’19. 9. 18. 당정협의를 거쳐 「확대·개선 도입방

’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집단소송제를

기본 구조와 규정을 바탕으로 하되, 운영과정에서

분야 제한 없이 전면 도입하고, 증거개시제를 함께

드러난 문제점3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허가요건 및

마련하며, 법 시행 전 사안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허가재판절차를 마련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 첫

하는 것이었다.

째,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

이는 “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의 사실상 6심제 구

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

조로 운영되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하고 폐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제21대 개원 후 정

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소송

부안으로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집단소송

허가결정 후에도 본안재판에서 계속 다툴 수 있는

제 전면 도입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점과 그동안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불허가로 번복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개별 법률로 도입된 한계를

확정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대

개선하기 위하여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

것이다. 이를 국정과제 일정대로 연내 국회 제출을

화하였다. 과도하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여 집단

추진하였다.

소송의 활용가능성을 개선하고 허가재판에서 무익
하게 쟁점화되는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증권

3.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도입

현행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 확대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16

3	언론에서도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엄격한 소송요건과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었습니다. 18. 1. 6. 조선일보 보도, “13년 동안 재판
1건, 집단소송 한국에선 왜 이리 힘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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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거조사제도와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하였다

관련 집단소송법」이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대표당

가요건 규정을 정비하였다.

사자의 과거 3년 간 3건 이상 집단소송 원고측으로
관여한 경력의 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증거조사 특례 및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마련

획일적인 건수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이는 원고측

(한국형 증거개시제)

소송대리인도 피고측 소송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집

「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

단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며,

보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과 「민사

무익한 소송상 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

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학

표당사자에 대해서는 관여 경력 제한을 두지 않되

계 및 법원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증거조사제도

소송허가신청서에 과거 관여 경력을 기술하도록

와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마련하였다. 증거조사

하여 적정한 집단소송 수행가능성과 남소 방지 간

에 관해서는 첫째, 대표당사자의 주장책임을 경감

의 조화를 법원이 정성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

셋째, 집단소송의 관할을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라

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

는 취지에 맞추어 개선하였다. 즉, 피고가 복수인

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구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

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문

에 관할을 인정하면서, 집단소송의 특성과 참여재

서제출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판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본원에도

제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

관할을 인정하고 해당 본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는 “자료등 제출명령”을 규정하였다. 적용대상에

하였다. 넷째,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의무와 대표

관해 문서 외에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포함하고(“자

당사자 요건 중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의

료등”),

예시문구 등 무익하게 절차를 지연시키는 소송허

출되도록 하되 법원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원칙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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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외부에 공개되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않도록 제한하였다. 한편 상대방이 법원의 제출명

관한 법률」에서의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배

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 등

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하였다.

에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

그리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분배절차를

료 등의 기재·현상·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바탕으로 본안 판결 확정 후 구성원인 피해자의 권

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등에 대한 주

리신고와 분배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장을 적극적으로 반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
게 추정되는 경우 자료등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시간적 적용범위

자료등의 기재·현상·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

「집단소송법안」은 시행 전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

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등으로

소송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

이는 집단소송제 시행 시기에 따라 피해구제 기회

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등에 의

에 관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한 취지이다. 「집단소송법안」의 내용은 청구권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상 실현절차 및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증거사용을 방해한 때에도 준용된다. 한편, 자료등

실체법적 권리와 책임을 새로이 창설하는 내용이

제출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아니다. 지금도 「민사소송법」으로 소송상 청구할

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송 전에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절차도 활용될 수 있

법원에 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송

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을 대상으

전 증거조사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로 하므로 과거 종료된 사실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실체와 쟁점을 조기에 확인·정리하여 조속하고 실

아니다. 이미 ’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도 기

체에 부합한 적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존 사안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18. 11. 1.부터 시행된 특별법을 통해 ’15. 9월 경부

국민참여재판 및 분배절차

터 이루어진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사건의 본안 1심 재판에

해서도 소비자단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

서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

어졌다.

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집단소송 사
건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분쟁 사건인 점을 고려하
여 국민 일반의 시각도 재판 과정에 고려될 수 있
도록 하여, 재판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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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한다. 배상액 결정 시 법원이 고의·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에 규정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

영업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

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및 제재 경위와

배상제를 도입한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내용, 구제 노력을 정하여 적정한 배상액이 인정되

’11년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록 하였다.

도입된 이래 「제조물책임법」 등 대략 20개 법률을
통해 국내 법제도로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5. 향후 계획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지적되
어 왔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분야의 실제 발생 사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 사회의

건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 도입된 분야에서도 적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중요한 법 제도로서 의의를

용대상이 한정되어 실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제

갖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도입되었음에도 제조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외면·회피되어왔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제 주행 중 차량

던 이러한 도입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실

화재 사고에는 실제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

효성 있는 제도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다),

그리고 각 법률별로 적용요건, 입증책임, 효과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의

등이 상이하여 피해자의 구제 및 법원의 적정한 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안을 추진할 계획이

영이 곤란한 한계가 그 예이다. 이에 징벌적 손해

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

배상제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

률안」을 통해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피해구제·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로 반사회적 위법행위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향상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이윤추구 과정에서 감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

을 뒷받침할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

법」에 규정하였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상법」상 상인에 대한 책임의 특례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다.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다른 사
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한도
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인은
「상법」상 상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 및 점포 기

19

● 특집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안 및 도입 과제

Ⅰ. 들어가며
최근 법무부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
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 예고안의 내용에는 집단소송제도를 일
반법으로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인의 상행위 영역에서 일반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할 것
을 주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특정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적용하
던 것을 일반법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여 왔는데,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입법 예고안을 내놓아 환영할 일이다. 특히 집단소송법에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고 적극 지지한다. 다만, 몇 가지 시민
사회단체에서 주장하여 왔던 내용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0

2020 / vol.423

월간소비자

Ⅱ. 집단소송법에 대한 검토

로서의 집단소송제도인 점에서 법무부 법안 및 경
실련의 입법 제안과 같다.

1. 서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이하, ‘법무부 법안’

3. 법원의 관할

이라고 함)의

제안이유를 보면, 집단적 피해에 대해

법무부 법안의 집단소송 관할은 ‘피고 보통재판적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

본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수 피해자

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고자하고, 집단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

적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하며, 집단적

이송 절차까지 마련하였다.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법무부 법안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증권관련 집단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

소송법 제4조(관할)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안 경실련에서 집단소송법을 일반법으로 도입하자

그러나, 지방법원 본원으로 관할을 한정할 필요까

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입법 제안 취지와 대부분

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법안은 관할을

일치하여 경실련의 입법 제안을 따로 설명할 필요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었다.

가 없을 정도이다. 이하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
과 경실련의 입법제안(이하, ‘경실련 법안’이라 함) 내용

4. 변호사강제주의

을 비교하여 검토해 본다.

법무부 법안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는 경실련에서도 같은 의견이었다. 소송의 복잡성,

2. 적용범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

법무부 법안과 경실련 법안의 내용은 ‘집단소송제

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변호사강제주의는 21대

도의 일반법으로 신설’이고,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

국회에서 의원발의한 백혜련 의원안, 오기형 의원

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법안 중 백혜련 의

안에서도 동일하게 채택되었다.

원 등 10명(2020. 9. 22. 발의, 이하, ‘백혜련 의원안’이라 함),
오기형 의원 등 28명(2020. 9. 15. 발의, 이하, ‘오기형 의원

5. 법원의 소송허가제 도입

안’이라 함)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또한 특정 분야

법무부 법안은 집단소송의 무분별한 제기를 방지

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

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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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 기간내에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허가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둔 것이다

경실련의 의견과 일치한다.

6. 소장의 인지액

법원에서 허가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법무부 법안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제1항

수 없도록 하였다(안 15조 제4항). 이는 증권관련 집단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소송법 보다 진일보한 조항이다.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인지액은 5천만원을

다만, 법원에서 허가든 불허가든 그 결정을 장기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인지액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일반 민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민사소송 등 인

다.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제도

지법 제3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실제 현재 집단소송이

그러나,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이 거의 없는 이유를 법원

의 인지액에 비해 1/2을 감경하여 주는 면은 있지

의 허가대상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경실련은 법

만,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

원이 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무한정

일 것이므로 인지액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100

방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결

억원을 청구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민사소송 등 인

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 연

지법에 따르면 인지액은 1만분의 35에 55만 5천원

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백혜련 의원안은 3개월 이내

을 더한 금액의 1/2이다. 그 금액은 1,805만 5천원

에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연장할

이다. 항소심은 1.5배, 대법원은 2배이다. 경실련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실련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법안의 경우,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것은 그 기간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4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인지액은 23만원이 된다.

허가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둔 것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에서 인지액

이다. 법무부 입법안에서는 허가기간 관련 규정이

상한을 500만원 내지 1,000만원으로 한정한 점을

보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참고하여 집단소송제도가 일반법으로 도입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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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지액 관련 규정도 재고

9. 입증책임의 경감

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자료 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7. 소송 전 증거조사

때에는 자료 등의 기재·현상·내용은 자료 등의 제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표당사자의 입증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

책임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법안 제47조). 이는 경실

경실련 법안에 의하면, 증거의 편중현상으로 인하

련에서 주장하였던 증거개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여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증거확보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들의 구제를 실질

수 있다.

화하기 위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및 문서송부촉
탁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청

8. 주장·답변의 특칙

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

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 경감의 범위

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를 더욱 넓히고 있다.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
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

10. 국민참여재판

취지는 대표당사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집단적 분쟁 해결 절차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상대방이

실효성과 사회적 상당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제

구체적인 답변·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상대

도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방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실련 법안에는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제도

만약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

로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하여 매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

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한 이견이 없이 도

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입되기를 바란다.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어 대표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까지 경감하도

11. 판결의 효력

록 하였다.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에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체에 미치도록
규정하였다(opt-out방식). 이는 경실련 법안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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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반법으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징벌배상법을 신설해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면 확대하는 안이다

국회 입법안과도 일치하여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검토

인다.
1.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안
12. 잔여재산의 분배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의 일부 개

법무부 법안에 의하면, 법원은 분배종료보고서가

정안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

률을 포함하여 19개의 개별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

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

해배상제도를 상인의 상행위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적용하도록 하였다.

경실련 법안의 경우,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상법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상법 제66조의 2(상인

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의견

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이라고 본다.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법적용의 시간적 범위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법무부 법안 부칙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다.

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법무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은 ①적용

청구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 적용 규정까지

범위를 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두고 있다. 입법과 시행일이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점, ②성립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한다는

그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 점에서 주목할만한

점, ③배상액의 범위를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

부분이다.

위로 한정한다는 점, ④상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는 소송상 청구만 가능하다는 점, ⑤상인의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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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용자’까지 그 범위

효력이 없다는 점, ⑥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조

를 확대하고 있다. ②소장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

항에 우선 적용된다는 점 등이다.

지법 제2조 4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인지액을 23만
원 상당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③입증책임을 완화

2. 경실련에서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기 위해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

경실련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반법으

탁을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원

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즉, 징벌배상법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않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경실련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특징은 ①

Ⅳ. 나가며

적용범위를 상인의 상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민법의 특별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집단소송제도 및

으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②경실련 입법안에

징벌배상제 도입’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 정부안

서 유일한 예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분야는 ‘헌법

으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상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이다. 경실련 입법안에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위 두 법안이 통과될 경

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에서는 위

우 집단소송법이 전 분야에서 적용되고, 징벌적 손

상법 제66조의 2의 적용을 배제’하여 언론·출판의

해배상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③

정부안으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통과가능성 또한

성립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요건을 엄격하게

높다고 보인다. 위 법안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지

하는 점에서 법무부 입법안과 동일하다. ④배상액

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

의 범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지 않고, 그 배상의

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징이 있다. ⑤징벌적 손

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입

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법무부 입법안과 일치한
다. ⑥징벌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요소
는 법무부 입법안과 대동소이하다.
나아가, 경실련 법안에는 ①사용자나 본인(이하, ‘사
용자 등’이라 함)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

이 징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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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창설을 제안한다
-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1. 법무부 입법예고 「집단소송법 제정안」 에 대한
기대와 우려
법무부가 입법예고(2020.9.28.~11.9.)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이
라 한다)은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러 가지 점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① 집단소송의 적

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모두 없앤 이른바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②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
는 (피고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원고의 요
증사실이 바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1 ④ 현재 형사재판에만
인정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소송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제1심 사건에도 도입
하고 있으며, 아울러 ⑤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들 제안 중 ②와 ③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집단소송 관련 입법
안이나 학계의 제안 등을 과감하게 수용하여(특히 ③)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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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개선방안을 반영하

제도와 결합하는 형태의 제도(이른바 “소비자단체형 집

고자 한 것으로, 보다 나은 제도설계를 위한 정부

단소송제도”)의

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들

는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구체화하여 「소비자기본

제안은 향후에 제도설계를 위한 논의의 수준을 한

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단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

논문을 공표하였다.3 아래에서는 입법예고안에도

된다. 반면에 ①, ④ 및 ⑤는 필자로서도 전혀 예상

언급하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도설계시 고려하여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적잖이 당혹스럽기까지

야 할 4가지 요소를 제시한 후, ‘소비자단체형 집단

하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소송제도’의 개요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2018.9.21.)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2 또한 최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그 모태로 하는 것이다. 이

2. 집단소송제도의 설계시 고려요소

법률안은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적
인 틀을 유지하되 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외의 분

(1) 소비자형 제도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제조물책임법, 독점규제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식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소비자피해에 한정할 것인

품위생법 등)로

가(소비자형), 그와 같은 한정을 두지 않을 것인가(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

런데 입법예고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집단소송의

반형)?

일반형 입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수인의 피

적용범위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앤 ‘완전한 집단소

해’를 ‘소비자피해’로 한정할 이유는 없고 가령 공

송제’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집단소송의

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업자가

허가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원에 의

가해 사업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되도록 하였기 때

할 필요가 있다거나, 환경분쟁이나 공해분쟁 등 모

문에 소송의 승패가 이제는 민사소송절차가 아니

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라 배심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조차 생기게 되었다. 한편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

생각건대, 특정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

에 대한 소급적용의 허용은, 피해구제의 형평을

은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미 우리 실정에 맞는 집단적 소비자피해
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
제 하에 미국식 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제
도의 대안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집단소송

2	졸고,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
의 특징 및 과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2016.6.), 234; 동,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
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105 이하.

3	졸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집단적 소
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사법 제53호
(2020.9), 47면~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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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유용한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는 있다. 그러

등),

이 경우에는 소송의 남발을 걱정하여야 하는

나 이 제도를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후술).

형에까지 확대하여 도입할 필요와 실익이 있는 것
인지는 의문이다. 사업자간에 발생한 피해라면 집
단소송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개

(2)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별적인 소송이나 다수당사자소송(통상 공동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지난 15년간의 운용경험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

을 통하여 소송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

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자간 분쟁은 계

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미 종료되었

약관계나 손해배상액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의 추이를 살펴볼 때 통상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소송허가

적합한 분쟁유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분쟁이

를 받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나 공해분쟁 등의 경우도 소비자(피해자)에 의한 손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5 따라서 소

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접근한다면 소비자형 입법으

송허가제도가 소송의 장기화의 결정적인 요인의

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또한 만일 사업자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된다. 소송허가제도는 미국식

위법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에서 피해자집단 (class)을 인증

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기 때

(certification)하기

문에 굳이 일반형 입법을 지향할 이유가 없다.4

국의 집단소송에서는 만일 원고의 청구대로 인증

요컨대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

이 내려지면 승패는 이것으로 거의 결정되고 이후

한 경우 개별소비자들이 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

는 거의 100% 화해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

한 측면을 보완하여 권리실현에 조력하기 위한 특

에 집단의 인증을 위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

수한 민사소송의 형태라고 이해하는 전제하에 제

다.6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법무부 입법

에서는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것으로 승

예고안과 같은 전면적인 일반형 입법일 경우에는

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고 본안에서 다시 원고의 청

소송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데(국가

구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장

나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자가 아닌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기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소송허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 설명된다. 미

가재판(3심)과 본안소송(3심)까지 최대 6심의 절차를
4	특히 후술하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한다면,
원고단체는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환경오염행위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그로 인한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소
송도 제기할 수 있다.

28

거치게 된다.
5	서희석, 앞의 논문(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50면.
6	서희석, 앞의 논문(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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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소송허가

지 않아도 개별 피해자에게는 집단소송의 기판력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자동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 피해

있는 것(안 제15조 제4항)은 소송허가재판을 편면적으

자들로서는 적극적인 소송참여의사 없이도 손해배

로(원고에게 유리하게) 1심으로 하겠다는 제도설계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소송불허가결정’이 내려

특히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유용한 제

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즉시항고, 재항

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유효한

고)은

가능하지만 ‘소송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피고

것은 원고가 승소하였을 때에 한정된다. 즉, 기판

불복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설계는

력의 확장은 원고가 패소하였을 때에도 미친다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제

로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제도

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개별 피해자들은 확정판

에 반드시 소송허가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의 기판력으로 더 이상 같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필자가 제안하

제기할 기회를 상실한다. 특히 집단소송의 총원의

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원고단체가

범위가 수천에서 수만 명 이상인 대형 집단소송사

피해자들의 소송관여 없이 소송을 수행하고 여기

건에서는 자신이 총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조차

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opt-in)하여

모르고 있거나 제외신고의 법적 의미를 오해하는

개별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경우 아

기 때문에(이른바 변형된 opt-in 제도) 집단의 인증절차

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소송허가재판도 필

도와는 다르게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당하게

요하지 않게 되어 소송의 장기화를 저해하는 요소

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 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여

법무부 입법예고안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제도설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opt-in) 피해자에

라 할 것이다.

게만 기판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참여의사

의)

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에 원고의 승패를 불문하
(3)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상실ㆍ박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기판력이 확장되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만 opt-in형 제도모델의 경우에도 원고가 패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에서 피해자의 소송관여 형태

소하면 기판력 확장으로 개별 피해자가 이제는 더

는 opt-out형 절차로 설명된다. 즉 집단소송의 판결

이상 개별적인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과에 있

의 기판력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고’를 (법원에 적

어서는 opt-out형 제도모델과 마찬가지이다. 즉

하지 않는 한 소송참여의사를 별도로 밝히

opt-out형이든 opt-in형이든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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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에게 확장된다는

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은 엄격

점에서는 공통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소송요건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측면이 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자가 제안하는 변형된 (2

다(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제도). 그러나 소송요

opt-in 제도모델이다. 즉 소송의 단계를 2

건의 강화는 모처럼 도입된 제도자체의 실효성을

단계로 나누어 1단계 소송에서 원고(단체)가 승소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경우에만 개별 피해자가 소송참여의사(채권신고)를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소송요건을 강화할

밝히고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모

것이 아니라 집단소송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범주

델에서 소비자는 (개별소송을 이미 제기하지 않은 이상은)

로 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집단소송절차에 참여하여 확정된 피해구제액을 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받을지, 이를 포기하고 개별소송 등을 별도로 제

그러한 방안으로서 필자는 소비자형 집단소송을

기하여 더 많은 피해구제액의 확보를 지향할지의

전제로 원고적격자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선택지만 남게 된다.

정하는 제도모델을 제안해왔다. 원고적격자를 일

단계형의)

정한 자격을 갖춘 자(특히 특정 소비자단체)로 한정하는
(4) 기업의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바람직하다

제도모델은 최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일본 2013, 프랑스 2014, 독일 2018)에

공통되는 특징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다.8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

정책에 호응하여 발전을 해온 측면이 있는 반면(특

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대륙법의 전통을 갖는 선

히 대기업),

정부의 강한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

진국가들에서 단체소송제도의 전통을 살리면서 집

소리도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입법

단소송제도를 한정적인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현

예고안에 대하여 재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제기

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9 집단소송제도가 집단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반응이다.7 이

적 피해구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되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

는 현실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였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면하는 공통

요컨대 기업에게 소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업에게는 남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집단
소송을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하

8	또한 EU의 경우 특정 소비자단체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허용하는 새로운 「단체소송 지침안」을 마련하고 최종적
인 입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지침안이 입법되면 EU
국가들은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를 자국에 도입하여야

7	가령 “[사설] 규제 3법에 집단소송까지...숨 막히는 기업규제
끝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0.9.25.): “재계 ‘악의적 소송 남
발...기업활동 위축’ 강력 반발”, 서울신문 기사(2020.9.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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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9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제도의 범위를 축소ㆍ제한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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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 있고 그만큼 조문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장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제도설계라면 기업의

이 있다.

소송남발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라면 입법예고안이 집

(2)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확대

단소송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

소비자단체소송형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소

고 아울러 집단소송에 국민재판제도의 도입을 제

송의 범주를 기존의 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피해구

안하면서 나아가 법 시행 전의 사건에까지 소급적

제청구소송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해구제청구소송

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우려를 심화시킬

이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셈이다. 쉽게 말하면 이

수 있는 요인들이다. 법무부로서는 입법예고기간

제도에서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후 정식 입법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

대한 금지청구소송 외에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소

여야 할 것으로 본다.

비자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청구소
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3.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개요
[그림] 소비자단체소송의 구조

(1) 입법방식: 「소비자기본법」 개정형

필자가 최근에 제안한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

=

행위금지청구소송

+

피해구제청구소송

는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한 제도
모델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단일의 특별법(「소비자
제정형10이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을

‘피해구제청구’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수의 소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는 형태로

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금

제안된 것이다. 전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고

전지급청구로서 손해배상청구 외에 부당이득반환

민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제도의 구조

청구 및 계약상 이행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관계로 법률안 자체의

같이 소송물을 확장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청구만으

이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반면에 「소비자

로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

기본법」 개정형 입법은 법조문의 일부만을 신

문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령 계약관계가 철

설ㆍ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입법효과를 달성할

회ㆍ취소ㆍ무효ㆍ해제 등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

집단소송법」)

는 경우에 유효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계
10	그 입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소비
자집단소송법안」 (2018.1.31.)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2020.7.7.).

약이행청구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령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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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부

당이득반환청구와 계약이행청구는 금전으로 지급

분리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2단계형 제도’라 할 수
있다.

되는 경우(금전지급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전 이
외의 급부의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다. 소송허가제도의 폐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제안에 따르면 원고

소송허가제도는 미국식 제도에서 집단(class)을 인증

단체는 행위금지청구와 피해구제청구를 하나의 소

(certification)하기

송에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단체가 피해자들의 관여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원

소비자단체소송(행위금지청구소송 + 피해구제청구소송)
(3)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 제도설계

제도 하에서는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소송허가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소송의 적법성을

가. 원고적격자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하사유로 규정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자는 현행 소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 방편

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이기도 하다.

등 4개 유형의 단체ㆍ기관)와

같다. 이것은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선에서 제도의 확장을 도모한 결과

라. 문서제출명령제도에 대한 특칙의 신설

이다.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을 신설
한다. 개정제안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나. 피해자의 소송관여 형태, 권리실현 방법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적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기존의 행위금지청구소송

목적으로 문서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외에 피해구제청구소송을 수행한다.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일정한 추가 요건 하에 법

그 인용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에 관여할 일이

원은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없다(개별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

만 인용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의 효과를 받기를

지의 조문을 두었다. 이것은 전술한 법무부 입법예

원하는 피해자라면 원고단체에 채권신고(opt-in)를

고안의 특칙(③)과 유사한 제안이다.

하면 된다. 채권신고를 하면 이후 분배절차를 거쳐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이다. 소송이 시작할 때가 아

4. 마치며: 원고자격자에 대하여

니라 소송의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opt-in)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opt-in 제도’라 할 수 있고, 피해구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공

제청구소송과 채권신고 이후의 절차가 개념적으로

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내부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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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 일부 주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필자가 제안하는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에서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소비자단체 스스로

는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를 그대로

가 자신들이 원고가 되는 소송제도의 창설을 제안

원고적격자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적격자의 범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현실적

이러한 ‘양심적인 소극론’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분쟁을 전제

법제를 존중하는 선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

로 하는 것이고, 원고적격자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다만 단체의 적격요건을

자로 한정하는 제도모델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한 흔적도 있으므로 이 부

갖춘 자”로 가장 먼저 상정가능한 것이 공정위 등

분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록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록은 소비
자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
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 소
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의 또 다른 원고적격자인 비
영리민간단체 내지 시민단체의 경우 그 원고적격
의 요건이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보다 엄격하다
(50인 이상의 소제기 요청, 3년 이상의 소비자 권익증진활동 등)

는 이유에서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적절한지
는 의문이다.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대상
으로 삼는 분쟁은 소비자분쟁으로 한정된다. 따라
서 소비자분쟁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소비자단체에
게 우선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어찌보
면 당연한 것이다. 시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추가적
인 요건은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일정
한 자격’ 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요건을 ‘요건의 불평등’으로 이해하는 것
은 관견(管見)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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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에 대해 논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지난 9월 24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혹은 구매자, 이하 ‘구매자’) 지
위’에 대한 토론회(유튜브 실시간 방송)를 개최하였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2011년 정착 이후 2019년 3,100
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설립된 ‘와디즈’는 업계 1위를 독식하며 후원형(이하 리워드
형)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비 문화 저변을 넓혔다. 하지만 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구매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
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구매자들은 ‘후원자 혹은 서포터’라는 이유로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위원회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구매자의 지위,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변웅재 변호사(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분석 및 구매자의 소비자로서의 인정 문제점’에 대하여, 황경태 변호사(스프링앤파트너스 대표)는
‘리워드형 펀딩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다. 이어 토론자로는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현
종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 송민수 팀장(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이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소견과 전문분야로 해
석한 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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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분석 및 구매자의 소비자로서의 인정 문제점

변웅재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기능 등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법률
적 성격 분석을 토대로 구매자의 법적 지위와 구매자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해 발표
하였다. 크라우드 펀딩 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펀딩금 반환은 불가한 점을 언급하며, 전
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청약철회(COOLING OFF)’
변웅재 위원장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를 크라우드 펀딩에 의한 거래에서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통상적으로 민법상 ‘매매 계약’에 준하는 거래형
태로 해석하여 구매자를 소비자로서의 지위로 봐야 됨이 타당하다 하였다. 소비자 입

장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재화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자와 구분하기 모호한 점, “세상에 없는
물건, 필요한 물건을 내가 만든다”라는 프로젝트 참여가 또 하나의 소비자 유입을 위한 마켓팅 수단에 불과
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약관규제법과 광고표시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은 정부
주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발제 2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피해에 대한 사례

황경태 변호사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사례들에 따르면 시제품과 다른 물품, 하자 물품, 단순 유통 및 모방 제품 제작 등 프로
젝트 실패와 불성실한 메이커에 대한 리스크 등이 있었다.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없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
황경태 변호사
스프링앤파트너스
대표

업자, 그 안에서 물품 제작, 판매하는 메이커 업체들은 투자 혹은 후원의 성격이 강하
므로 매매가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온전히
구매자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현 크라우드 펀딩 실체를 언급하며, 현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조차도 매매가 아닌 투자로 해석함으로써 구매자들 보호 및 피해 구제에 소극적임을
토로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비자에게 ‘제품 제작에 참여한다’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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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소비자 유입을 예상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구매자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보장, 성실
한 메이커에 대한 책임경감, 세제 혜택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크라우드 펀딩 산업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 1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크라우드 펀딩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란 의미만으로
도 소비시장에 긍정적, 공익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
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구매자 또는 소비자 유입을 꾀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투자와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매매 그 경계가 명확해져야 하는 점, 주문제작, 공동구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배송
지연, 품질문제, 카피 문제, 가격대비 가치 없는 제품 배송, 안전검증 없는 제품, 기존에

있던 제품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만 크라우드 펀딩이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지 않고,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전장치 마련 방안으로 일종의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플랫폼
간 분쟁 해결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소비자
의 문제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수임을 주장했다.

토론 2
이현종 교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구매자들을 소비자 범주에 포함하되, 단일법에
망라할 것이 아니라 기존 통신판매법에 관한 조항의 예외 또는 별개의 조항을 두는 방
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 또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도 제안하였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
이현종 교수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

가 있다는 점은 모든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에서 동일하게 추구되어야 할 목적이지만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용되는 거래 또는 계약 유형마다 고유한 법리가 적용되
어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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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마지막으로 송민수 팀장(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은 현재 해당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개별 사
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 진행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크라우드 펀딩으로 인
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를 면
제하는 경우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위장하여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사업자들로
송민수 팀장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인한 피해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는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 정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해결방안으로 리워드
형 크라우드 펀딩의 거래형태를 매매, 구매자를 소비자로 보기 위해서는 개개 메이커,

플랫폼 사업자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을 주장하였다. 즉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구매자가 청약 의사표시를 착
오없이 하도록 유도, 선도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
지 않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새로운 비즈
니스 등장과 시장의 변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소비자 문제는 뒷전에 있었던 사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
비자 권익 부분을 산업 발전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 또한 리워드형 크라우
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구매자가 ‘후원자 혹은 서포터’라는 지위가 한정되어 진정한 후원의 형태가 아닌 매
매 성격의 거래임에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토
론회를 계기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비자 피해구
제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관련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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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만한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사건의 개요

소비자 주장

신청인은 2019. 7. 29.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다이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상담을 하면서 다이어트 패

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키지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개인적 사

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위 서비스 계약 이용비

정으로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니 추후 등

용 3,000,000원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신청인

록하면 피신청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하기 힘

은 피신청인이 무료로 도수치료를 해주겠다고 하

들다는 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

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회 관리를 받았다. 신청인은

과 이 사건 계약을 한 달 후쯤 할 것으로 합의하였

2019. 9. 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고 피신청인이 무료로 도수치료를 받고 갈 것을 권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청

유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더 이상 이용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하지 못할 것 같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

○○구청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

지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한 번

였으나 피신청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

도 이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공한 도

○구청에서 2019. 10. 15. 본 위원회로 조정 의뢰하

수치료 1회도 신청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였다.

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제공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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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4+1, 부분9, 셀4, 밴디지6)을

사업자 주장

근거로 하여 총 관리

횟수를 24회로 추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설에 직접 찾아와 이 사건

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03호)

미용업에 관한 소비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의 내용(비용)은

개시일 이후의 계약 해지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은 서비스 횟수로 계약

환불이 불가능하며 2개월 내에 소진해야하는 점을

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대신에 이용횟

안내하였다. 또한 신청인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5개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월로 연장해 주었으며 신청인이 제공하는 다이어

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환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

트 관리 서비스를 2개월 내에 모두 이용하여야 다

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권유

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에 의하여 1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강압

신청인 역시 인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

사건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골반 관

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리를 1회 받았다. 신청인은 그 후, 한 달 이상 지났

피신청인으로부터 1회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은

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이용

청인은 계약당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금액 3,000,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 1번의 이용금

했던 점을 다시 상기시켜주었고 신청인을 위하여

액 125,000원(3,000,000원/24회 = 125,000) 및 위약금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겠다고 안내하였다.

10%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5,000원을 지
급한다.

사업자의 환급의무 판단
결론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

하며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2019. 9. 2. 적법하게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575,000원을 환

계약해지 되었다.

급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조

2.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

정안을 도출하여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금액을 환급하지 아

용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는 분쟁조정의

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

가산한다.

문판매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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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률정보

회원제 헬스클럽 회비의
인상 가능 여부와 범위

사례
A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B 스포츠센터에서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고액의 입회비와 보증금을 납부하면서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특
별회원으로 가입하여 B 스포츠센터를 이용해왔다. B 스포츠센터는 특별
김현수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등으로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
고, 개관 이후 약 20년 동안 약속대로 A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았다.
최근 B 스포츠센터는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
에 대한 연회비 인상 등을 이유로 A에게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한 고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관 당
시부터 시행되었던 센터의 회칙에는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
재하였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소비자 피해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이하 “헬스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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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

금, 물가의 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

고 있다. 헬스클럽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럽시설의 이용 대가인 회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위약금의 과다

도록 이용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헬스클럽은

청구, 계약 해지의 거절, 폐업시 환불의 어려움 등

회비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인상 범위

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회원이 고액의 입회보증금,

나 헬스클럽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회

가입비,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회원제 헬스

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합

클럽에서 물가상승률, 시설의 증·개축 등을 이유로

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범

회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헬스클럽과 회비의 인상

위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1996. 2. 27, 95다35098).

가능 여부 및 그 범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회원

최근 법원은 위 사례에서 B 스포츠센터의 A에 대한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요구에 대하여, 물가상승과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약 20년간 특별회원에게 회비의 인상을 요

헬스클럽 회비 인상 가능 여부와 인상 범위

구하지 않았고 특별회원에게 일반회원의 2배가 넘
는 가입비를 받아 개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점

회원제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가 다

에 비추어 단순히 물가상승, 금리하락에 의한 사정

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체육

만으로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현저하게 불

회원들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대판

합리한 회비 인상액을 요구한 점 등을 인정하였다.

2019. 12. 27, 2015다78857).

회원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시설의 증·개축을 통하여 특별회원이 계약 체

때에 시설이용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입회보증

결시 예상치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B

금, 가입비, 연회비 등 각종 회비를 낸다. 그러나 일

스포츠센터는 특별회원에게 시설을 증·개축하는 과

반적으로 고액의 입회보증금, 가입비를 요구하는

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회원제 헬스클럽의 계약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2019. 12. 27, 2015다78857).

때문에 헬스클럽은 지속적인 시설의 증·개축, 물가

결국 회원제 헬스클럽 회비의 인상 가능 여부 및

상승률, 공과금이나 임금의 인상 등을 이유로 계약

그 범위는 이용규약의 존재 여부, 계약 체결시 당

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했던 각종 회비를 인상하고

사자 간의 의사, 회비 인상액의 합리성 여부 등 여

자 한다.

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

우선 공과금 증가 등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이다.

회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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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석

세탁서비스, 외관훼손(마모·열손상·부자재 손상) 불만이 가장 많아
고가의류 세탁시 반드시 인수증에 구입가격 기재하여야

김선희 사무총장
(사)한국부인회총본부
kwa7323@hanmail.net

조사개요

상담 사유 및 처리결과, 세탁물품의 하자 유형 등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0년 1월~6월까지 상담사례 중 세탁서비스 항목
은 3,966건으로 2019년 1월~6월 세탁서비스 상담

분석 결과

5,496건 대비 2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
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부 나들이

올해 상반기 세탁서비스 품목으로 의뢰된 상담사

등이 대폭 줄어들어 세탁서비스 이용 역시 줄어든

례를 기초 분석하여 소비자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한 달 평균

대를 알아보았다.

661건씩 세탁서비스 품목으로 상담이 접수되고 있

조사결과 소비자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 30.2%로

고, 특히 올 4월에는 상담다발 품목 중 10위에 세탁

가장 많았고 서울은 18.7%, 부산이 6.9%의 순으로

서비스(743건)가 올라와서 전월 대비 19.8% 상승한

나타났다. 소비자 성별은 여성이 67.2%로 남성

수치를 보였다. 이에 올해 상반기(1월~6월) 세탁서비

(32.8%)에

스 품목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의뢰한

대 소비자가 30.4%, 40대 소비자가 27.5%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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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의뢰된 사업체 중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등

[그림 1] 소비자 분포지역(단위: %)

을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업체인 O2O 세

30.2

탁소 숫자를 알아본 결과 세탁특공대가 58.8%로
많았고, 다음으로 오드리세탁소가 33.3%로 뒤를

18.7

이었다.

제주도

인천

3.8
1.7

1.0

충청북도

2.3

전라남도

세종

울산

서울

대전

4.8

충청남도

3.4

부산

광주

O2O세탁소 상담 사례 중에는 일반세탁소와 다르

5.4
0.7 1.6

대구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3.7 3.0

2.2

5.4

전라북도

6.9

5.3

게 ‘택배로 수거해 간 후 연락두절’, ‘회원가입 후
가격 인상 문제’, ‘모바일 카드결제 취소 및 재결제
문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택배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세탁업체

소비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도권에

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세탁업체가 관내가 아닌

사는 30~40대 여성 소비자들이 세탁서비스 관련

먼 거리에 있는 경우 연락두절이 되면 세탁물을 되

상담을 많이 접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세탁서비스 소분류 품목(단위: %)

소분류 품목별로 나눠보면 세탁서비스 상담 중 양
42.3

복(서양식의복)세탁과 관련된 상담이 42.3%로 가장

40.5

많았고 비슷한 비율로 기타세탁서비스가 40.5%로
나타났다. 기타세탁 품목으로는 등산복, 커튼, 카
펫, 가방, 스카프, 이불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은 일반의류와 더불어 일상생활 물품 세탁 또한 많
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4

한복세탁

상담 의뢰된 사업체 중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경우
크린토피아가 633개 업체로 71.2%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월드크리닝이 12.8%, 크린에이

2.7

1.1

양복(서양식의복) 피혁세탁
세탁

신발세탁

기타세탁

[그림 3] 주요 프랜차이즈 세탁소 종류(단위: %)
71.2

드가 10.0%로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는 크린토피아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 세탁업체들은 비가맹 일반 세탁
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

12.8

격뿐만 아니라 세탁서비스 품질 또한 높일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0
2.8

3.1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위드

크린에이드

크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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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받기 위해 소비자는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그림 6] 상담 처리결과(단위: %)
40.9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소비자가 세탁서비스 품목으로 상담을 의뢰한 이

27.0

유는 ‘품질 (물품/용역)’관련 내용이 2,245건으로
60.8%를 차지하였다. 다음 상담 이유로는 ‘계약불

14.8

이행’이 802건으로 21.7%를 차지하였다. 품질 관련
6.1

상담 사례로는 원단 훼손, 의류 손상, 축소, 이염,
얼룩, 탈색, 세탁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

5.6
3.0

분쟁해결, 시험결과, 기타정보
기준설명 의류심의의뢰 제공

2.5

피해구제 법·제도설명 합의불성립 시장정보
접수안내
제공

고, 이는 세탁물품 품질 불량으로 의뢰되어 소비자
들이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상담 사례로는 세탁지연, 분실, 배상불

[그림 7] 주요 하자 내용(단위: %)
31.5

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19.9

[그림 4] 주요 O2O 세탁소 종류(단위: %)

16.0
13.2

11.9

세탁특공대
58.8
오드리세탁소
33.3

7.5

기타 외관훼손
얼룩
형태변화
색상변화
(마모,
(이염,오염) (수축,신장,경화)
열손상, 부자재)

분실

찢김,
구멍,
올뜯김

런드리고
7.8

소비자가 의뢰한 세탁서비스 상담 처리결과로는
‘분쟁해결, 기준설명’이 1,488건으로 40.9%를 차지
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험결과, 의

[그림 5] 상담사유(단위: %)

류심의의뢰’가 984건으로 27%를 차지했으며 ‘기타

60.8

정보제공’이 540건으로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비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세탁업
자와의 분쟁해결기준이나 기타 정보제공 등 설명
21.7

을 듣는 것으로 상담결과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10.4

품질(물품/용역)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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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문의,상담

4.4

2.6

AS불만

계약해지/위약금

수 있으며, 의류심의에 의뢰(27%)하거나 피해구제
접수 안내(6.1%)로 처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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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우, 그 옷을 다시 입기 힘들기 때문에 옷 구매가격

소비자가 의뢰한 세탁서비스 상담 중 주요 하자 종

을 전부 배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 또한 고가품

류를 분석한 결과 ‘기타 외관훼손(마모, 열손상, 부자재

이나 명품의류인 경우 로고 등에 작은 하자가 생겨

가장 많은 285건으로 31.5%로 나타났다.

도 옷의 가치가 모두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유형으로는 ‘얼룩(이염, 오염)’이 180건으로

도 많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상금액에 실망하

19.9%, ‘형태변화(수축, 신장, 경화)’는 145건으로

는 경우가 많다.

16.0%, ‘색상변화’는 120건으로 13.2%의 순서로 나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의뢰받았을 때 하자여부를

타났다. ‘분실’은 108건으로 11.9%, 마지막으로 ‘찢

미리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에게 세탁물 인수

김, 구멍, 올 뜯김’은 68건으로 7.5%를 차지해 가장

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세탁업자가 인수증

적게 나타났다.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기타 외관훼손’ 상담 사례로는 “세탁업자가 일방

경우에는 고객이 세탁물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적으로 카라 부분을 수선함”, “코트에 털이 군데군

등 손해배상을 위한 정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데 빠져있음”, “운동화 가죽이 벗겨짐”, “이불이 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

에 타버림”, “브랜드 로고가 지워짐” 등이 나타나

록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

소비자들은 다양한 세탁품목의 훼손을 호소하고

자는 인수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꼼

있었고 심의기관이나 방법, 보상 금액 등에 대한

꼼히 확인하는 것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세탁물

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다.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 세탁 인수증에는 다음과

훼손)’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과거에 비해 고가품, 명품 의류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세탁서비스 분쟁에서도 높은 금액의 보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종에 맡긴 세

원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례들도 빈번히 일어나는

탁물에 하자(탈색, 변색, 재오염, 손상 등)가 발생한 경우

만큼 소비자들도 세탁물을 맡길 때 고가의류는 구

사업자의 책임 하에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 불

입가격을 반드시 명시하여 세탁인수증을 받는 노

가능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세탁물이 분

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세탁업자 역시 인수증 발급

실되었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을 지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전문세탁기술 교육이

하도록 되어있다.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물품구입

수,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가격X배상비율’로 정해져 있어 의류 사용기한이

아두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오래된 옷일수록 배상금액은 작아진다. 하지만 소
비자 입장에서는 세탁하자로 인해 옷이 손상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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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마트시티 속 ‘연결’과 ‘커뮤니티’ 탐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28.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스마트시티 논의에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도시 속 고립감 등의 문
제이다. 2020년 3월 도쿄 중심부 약 4,300개 사무소가 밀집한 오피스지구인 ‘다이마루유(大丸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다이마루유’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약 38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앞으로도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테마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과 닛케이신문은 ‘일본 스마트시티 연구소
(SCI, Smart City Institute)’를 공동 설립하고 일본의 스마트시티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이 연구소
가 주최한 세미나에 Radar Lab이라는 스타트업이 스마트시티 속 ‘연결’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Radar Lab이 2019년
8월 처음 선보인 서비스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치한을 만났을 때 손쉽게 피해정보를 입력해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치한레이더’ 앱이
다. 유독 치한이 많은 역이나 노선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유저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치한이 등장하면 실시간으
로 통지도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Radar Lab은 Radar-Z(레이
더 제트, 구, 치한레이더)를 치한정보 공유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확대해 가
고 있다. 한편,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부 바이럴 플랫폼’인 ‘기후타’를 새로 출시해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RFID(무선인식), 센서 등 스마트시티의 자동 수집 데이터와 달리 Radar-Z는 ‘유저의 마음’을 가시화한 안전 데이터이다. Radar-Z의 기
능은 ▲피해등록 가시화(위치정보 기반 피해정보 등록, 지도에 표시) ▲통지(피해발생장소 주변 유저에게 실시간 푸쉬알림) ▲커뮤니티(“나도 그 사람 봤다”,
“큰일이다” 등 피해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Radar-Z의 서비스가 정착되어 어느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데이터를 경찰이나 지자

체,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닛세이기반연구소에 따르면, 가족·이웃과의 교류없이 혼자 지내다 사망 후
고독사로 발견된 사례가 연간 약 3만 건에 달한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연결’과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가려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가 일본의 스마트시티 논의에서 거론되는 도시 속 고립감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원문 및 자료: 일본 스마트시티 연구소, Radar Lab 자료 종합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해외시장 뉴스

미국
10명 중 7명은 식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우려하고 있어
Mérieux NutriSciences(美식품안전연구·테스트 기관)와 bioMérieux(佛다국적생명공학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식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는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세 이상의 미국 내 1,0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했으며 응답자 중 70%는 농약, 항생제, 첨가물을 포함한 이러한 주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2/3는 살모넬라, 리스테
리아와 같은 박테리아를 걱정하고 있으며, 61%는 식품사기(Food fraud)를 우려했다. 식품의 바이러스는 응답자 59%에게 주요 관심
사였으며, 58%는 GMO,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을 우려했으며, 55%는 미량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나 과민증 유발물질을 언
급했다. 이번 조사에서 85%는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약 70%의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전보
다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하여 좀 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얻기 위하여, 78%는 새로운 포장을 받아들
일 것, 69%는 보존료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더 자주 쇼핑을 하러갈 것, 64%는 불규칙적인 형태의 과일과 채소와 같이 특이한 모양의
식품을 구입할 것이며 52%는 식품에 비용을 더 지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문 및 자료: 美Food Safety News 2020년 10월 20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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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마의자 하자로 교환 후에도 동일하자 발생해

오배송된 물품 처리 과정에서 고객센터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비자 불만 발생해

소비자(여, 충북)는 안마의자를 구매해 사용한지 4개
상담

월 만에 에러코드가 뜨고 정상작동이 안되어 해당업체
에 AS 요청을 하니, 기사가 방문해서 확인하고 새 제품

소비자(여, 대전)는 2020년 7월 25일 인터넷을 통해
상담

제습기 제품을 구매했으나, 27일 판매자가 A업체로부

으로 교환해주었다. 교환받은 제품을 사용한지 2개월 만에 동일한

터 제품이 품절되었으니 취소해달라고 소비자에게 요

증상이 발생해서 AS 요청하니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었다.

청해왔다. 소비자는 취소 안내를 받은 후 A업체로부터 환불을 받기

이후 두 번째 교환받은 제품이 사용 5개월째 다시 고장나자 소비자

로 했고, B업체를 통해 27일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28일 제품 배송

는 잦은 고장이 나는 안마의자를 환불 요청하였다. 하지만 업체는

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제품 배송이 취소되지 않

교환해주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환불

았다며 29일 입고된 제품의 배송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 이에

을 거부해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A업체에게 반품 및 환불처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A업
체는 반품처리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이름으로 오배송하였다.

처리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소비자는 오배송된 내용을 A업체에 알려 반품 수거를 다시 요청하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

였으나, 수거가 되지 않았다고 안내받아 신속한 환불 처리를 원한

자 발생시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수리 불가능시 제품

다며 상담해왔다.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안마의자 고장으로 동일모델 제품을 2회 교환
받아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것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생

처리

각하고, 중요 고장이어서 교환해준 것일텐데 수리해서 사용하기를
원치않고 환불을 원했다. 본회는 해당 업체에 2회 교환 후에도 동

A업체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공문을 발
송하였다. A업체는 제품 배송 및 수거 과정에서 시스
템 오류 및 실수로 인해 환불 처리가 늦어진 사실을 확

인하고 환불처리를 진행하였다.
상담자_ 박현섭

일하자가 발생한 안마의자를 환불해주도록 중재 요청하여, 이후 사
업자가 안마의자 구입가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처리 해주었다.  
상담자_ 김영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꽃게 배송 지연사유로 인한
신용카드 취소요청
신청인은 참바다수산으로부터 꽃게 2Kg을 구입 후 5
상담

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물건발송이 안되어 업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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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국부인회총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배송지연, 취소지연에 대한 게시글이 많이
있었는데 구입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전표에 있는 이용상점(카드결제 대행사)에 문의를 하였으

맥도날드 기프트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 거부당해

나 판매자의 개인전화로 연락하여 매출을 취소하겠다고 답변을 받
았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매출취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소비자(남, 대구)는 2020년 7월 2일 기프트24에서 맥
상담

안되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도날드 기프트콘을 3만원 할인된 28,500원에 구매했
다. 구매 후 24,000원을 사용하고 6,000원 잔액이 남

처리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는 청

아 8월 26일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구

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매시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소비자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는 환불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다.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환급하거
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유형 상품권일 경우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

이에 해당업체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결

내에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제대행사업자를 통해 사실을 전달하고 직접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100분의 90 반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본회로 회신, 바로 취소처리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였다. 판매자 측에서 6,000원 잔액 중 일부인 4,968원을 계좌로

상담자_ 정영란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상담을 종
결처리 하였다.
상담자_ 이경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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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구매 전 홈페이지 확인 사항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배송 약정일이 경과되도록
지연처리되면, 소비자는 빠른 환불 처리를 원하지만 사업자와
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상적인

공연사이트에서 구입한 공연티켓 분실시 환불문의

연락이 어려울 경우 중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직접판매자와 정상적인 연락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
업자 이외 중개 사업자, 결제대행사,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행
정기관을 통해 추가 연락처를 확보, 메모전달 등의 방법으로
중재진행을 시도할 수 있으나, 구매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
문지연 및 환불 등에 대한 게시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남, 서울)는 2020년 봄에 공연티켓사이트에서
상담

3월 공연예정인 미스트롯티켓 2매(250,000원)를 예
매하고 지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티켓을 드렸다. 코로

나로 인해 미스트롯 공연이 7월로 연기되었고 다시 10월로 연기되
었다. 코로나가 지속되어 공연보기가 어려워져 티켓환불을 요청하
였다. 티켓판매업체는 티켓이 반송되어야 환불된다고 했으며 어머
님이 보관중인 티켓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이 구매한 이력과 티켓번호가 있으며, 2차례 공
연연기로 인해 공연을 보지 못한 사이에 표를 분실했으므로 실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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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켓을 반환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업체 주장이 부당하다고 생

한국YMCA전국연맹

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하자 발생한 진공쌀통, 교환 거부당해

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의 경우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
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공

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소비자(여, 강원도)는 2020년 8월 11일 홈쇼핑에서
상담

20kg 용량의 진공쌀통을 10만원에 신용카드 일시불

배상’으로 되어 있다. 관례상 현물이 있어야 환불된다는 업체규정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혼자 거주하며 사용하므로 10kg

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코로나로 인해 2차례 공연이 연기되었

용량의 쌀만 부어 사용했는데, 사용한지 45일만에 형태변형으로

고 티켓을 구입한 당사자가 아닌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장기간 티

뚜껑개폐불량이 발생하여 제조사로 연락해 제품하자를 설명하고

켓을 실물보관하기 어려운 점, 티켓구매이력과 티켓번호 확인이 가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쌀통에 쌀을 과다

능한 점을 들어 업체담당자와 협의진행하였다. 원칙적으로 현물이

투입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교환을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해당 쌀통

있어야 환불되지만 예외적으로 기획사에서 전액환불처리 해주기

을 용량이 넘게 사용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

로 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상담을 의뢰하였다.

상담자_ 김은정
처리

소비자시민모임

홈쇼핑에서 구입한 진공쌀통하자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

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정부 여행자제 권고에 의한 계약해제시 환불기준 문의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홈쇼핑측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의 청약철회권 법

상담

소비자(남, 천안)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국내 호텔을 1

률조항을 기입하여 공문발송을 통해 처리요청한 결과, 사업자측에

박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9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서 소비자의 요구대로 교환하기로하여 상담을 종결하였다.
상담자_ 김희전

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자제 권고 따라 이
용 4일 전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해당 호텔에서는 소비자의 사
정으로 계약해제 하는 것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말 환불이 안되는지 상담을 요청해왔다.  

처리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가 있다하더라

작동불량 및 연락 안되는 이어폰 업체와

도 현재로서는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불은 어려움을

중재 통해 교환 받아

소비자에게 설명하였다. 상담실에서 해당호텔에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요금의 60%를 공제한 36,000원을 소비

소비자(남, 대전)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블루투스 무선
상담

자에 환불해주는것으로 처리하였다.
상담자_ 곽주희

이어폰을 4만원에 구입했다. 이어폰을 배송받은 직후
설명서 대로 따라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어폰 사용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업체 연락처로 여러차례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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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고 음성메시지로 카톡 문의하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는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다. 설명서도 부실하고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구입해 놓은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해 화가 났다. 업체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도움 바라며, 불량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의류구매 취소 건으로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면 규정에 따라 처리 받고 싶다.

보고 집까지 찾아와

처리

이어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공산품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소비자는 9월 25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전 8시 50분
상담

에 의류를 구매하였다. 결제하면서 해당 상품은 저렴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하게 판매되고 있어 반품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나 당일 오후 12시 20분에 소비자는 업체측에 취소 요청을 하

전자상거래법 21조에 의해 통신판매사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

였다. 업체에서는 구매 당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

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본 것에 대해 답변한 노력과 사전에 취소가 안된다는 안내도 했으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니 취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가

대전소비자연맹에서는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소비자

상품 배송은 저녁 9시 이후에 한다고 하였으므로 오후 12시 20분

의 불편 상황을 알렸으며,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

에 취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업체

결기준 대로 처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메일을 확인 한 업체는 전

의 직원이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며 집으로 찾아와 나오라며 강

화 폭주로 인해 통화와 답변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겠다

압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

는 의사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감안하여 제품교환으로 처리하겠다
는 회신을 받았다.
상담자_ 박은주

처리

업체측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의 문의에 3일 동안 답변
을 하였고 본인들을 너무 하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본회는 사업자에

Tip

게 기성상품의 경우, 사전에 취소가 안된다는 안내를 하였더라도
상품 발송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개

⊙ 청약철회를 위한 증빙

인정보를 보고 찾아가 강압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취소의 건과 별도

전자상거래의 경우 계약일 또는 배송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

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업체와 유선 연

이후 업체는 개인정보 삭제 및 취소 처리 후 소비자에게 상담 결과

락만 시도 하다가 7일이 경과하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

를 고지하고 상담을 종료하였다.
상담자_ 조향숙

니 증빙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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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식

소비자교육중앙회

화를 염원하며 기도했다. 10월 15일(목) ‘함께 이어가는 순례의 길’
을 통해 순례 영상을 나누고 올해 주관단체인 광주YWCA로부터
내년 주관단체인 서울YWCA에게 깃발을 전달하는 기념식 등을
유튜브로 진행했다. 11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사진전이 진행된다
(www.ywca-peacegallery.or.kr).

한국부인회총본부

‘찾아가는 소비자 정보전시회’ 개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10월 9일 도솔생태숲 등
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실시했다. 매년 3
회 전시회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대전시청역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생활 중 소비활동을 하면서 겪는 피해 사례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특히 노령층 대상 홍보관과 같은 불법 방

「O2O세탁서비스와 오프라인 세탁서비스

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사항 등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판넬

소비자가격 적정성 토론회」 개최

15점을 전시해 어르신을 위한 소비생활 꿀팁 제공과 함께 소비자

2020년 10월 14일 (사)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남인숙)는 전국 세

정보 리플릿, 손세정제, 티슈 등을 배부했다.

탁서비스 가격조사를 바탕으로 한 「O2O세탁서비스와 오프라인
세탁서비스 소비자가격 적정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

한국YWCA연합회

회는 한국부인회총본부 교육장에서 열렸으며 참석발제자로 (사)한
국세탁업중앙회 이성범 사무총장이 ‘국내 세탁업 현황’을 주제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이종혜 박사가 ‘세탁서비스 이용과 소비
자’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 (사)세탁업중앙회 김재운 부
회장과 정동식 이사의 ‘세탁서비스 발전의 길’에 대한 토론이 이어
졌고, 1372상담센터 정영란 상담원의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
한 사례와 규정’ 소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손정임 소비자는 세탁
서비스 이용 중에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이날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세탁서비스는 점점 전문화되어야 하며 프랜차

2020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즈 세탁편의점들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맞춤형 서

2020년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9월 16일(수)

비스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세탁서비스와 관련

부터 23일(수)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로 진행했다. 각자 속한 곳

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에서 순례의 의미를 담은 걷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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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아카데미’를 10월 1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총 9회에 걸
쳐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14일(수), 10월 21일(수)
14:00~16:00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5층 집단상담실에서 총 2
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10월 14일에는 「소비자운동의 역사와 원칙」, 「한국의 소비자운
동」이라는 주제로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교육이 이
루어졌으며, 21일은 E컨슈머 김재옥 대표가 「세계 소비자 운동」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
비자운동의 정신함양과 함께 소비자 역량강화의 장이 되도록 행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산을 위한

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교육 실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확산을

소비자시민모임

위하여 청소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교육을 실시하였
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가 되
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이 주된 목적이다.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식량안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
원 보호, 토양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보
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가금류 이력제 홍보 캠페인 실시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10월 14일(목)~15일(금) 영천
시장과 인왕시장에서 시장을 방문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금류
이력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닭·오리·
계란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금류이력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리플릿을 배부하며 닭·오리·계란 구
입시 포장지의 이력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현장에서 직
접 이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을 함께 증정하여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가금류 이력제는 닭·오리·계란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

KMA 소비자 아카데미

고 판매시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사회환경과 소비자의 소비형태가 변화함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닭·오리·계란의 질병 및

에 따라 소비자 보호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바, 회원들을 위한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역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심화 교육을 마련하고 소비자운동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KMA 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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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에서 인원 제한을 지키면서 분산하여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비자 위해도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에 관한 내용 및 어린이 제품안전관리, 리콜 등에 대해 교
육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품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

대학생 워터키퍼 모집·플로킹(Ploking) 행사 진행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 대학생 워터키퍼를
모집하여 망원 한강지구, 반포 한강지구, 잠원 한강지구에서 플로
깅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한강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
한 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의한 분리 수거를 진행하여 한강 주
변의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
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학생들이 플로깅 활동 이후, 주변 시민들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토론회 개최

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여 한강 주변에 쓰레기가 버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0월 30일(금) 우상호·전재수 의원(더불

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캠페

어민주당), 소비자권익포럼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인앱결제

인 활동을 진행하여 한강의 수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과 소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 인앱결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단위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

정책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

하였으며, 비대면 플로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비자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가 ‘구글 인앱결제 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책 변경과 콘텐츠 생태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고, 조
윤미 대표(소비자권익포럼)가 ‘앱마켓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
식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박지연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
자연맹),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진성철 과장(방통
위 통신시장조사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구글의 정책변경이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

제품 안전을 위한 소비자 교육 진행

로 가격인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는 지난 10월 13일(화), 21일(수) 오전 11

문제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피며 각 기관과 함께 대응방안

시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후원으로 제품안전 소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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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자단체 전화번호
서울특별시(02)
녹색소비자연대

3273-9973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031)

부여

소비자교육중앙회

836-9898

서산

소비자교육중앙회

664-9898

녹색소비자연대

911-6641

아산

여성소비자연합

541-9898

3142-5858

소비자교육중앙회

965-5858

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335-3456

소비자교육중앙회

2273-2485, 6300

소비자시민모임

974-1316

천안

소비자공익네트워크

553-1372

소비자시민모임

739-5441, 5530

여성소비자연합

919-6080

소비자교육중앙회

556-9898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454-3243

구리

소비자교육중앙회

556-9898

소비자시민모임

553-8399

한국소비자연맹

795-1042

김포

소비자시민모임

996-9898

부천

한국부인회

(032)673-137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79-1573

한국부인회총본부

322-1378, 332-1372

한국YMCA전국연맹

754-7891

YWCA

3705-6060~1

부산광역시(051)

고양

성남

수원

전라북도(063)

(032)674-1372

고창

여성소비자연합

564-3131

녹색소비자연대

704-7563

군산

여성소비자연합

442-2038

소비자시민모임

755-5331

김제

여성소비자연합

548-9898

YWCA

709-9855

남원

YWCA

626-3626

녹색소비자연대

247-7102

무주

여성소비자연합

324-9898

녹색소비자연대

442-1376

소비자교육중앙회

246-4848

부안

여성소비자연합

584-05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64-5858

여성소비자연합

248-0661

순창

여성소비자연합

652-4848

소비자교육중앙회

469-9898

녹색소비자연대

485-1199

완주

여성소비자연합

261-9898

소비자연맹

806-6699

소비자시민모임

484-3788

익산

여성소비자연합

853-1941

여성소비자연합

802-8686

여성소비자연합

411-9898

YMCA

832-9400

한국부인회

469-1371, 441-1371

YMCA

410-3570

임실

여성소비자연합

643-9898

YMCA

440-3355

한국부인회

383-0356

장수

여성소비자연합

351-9898

YWCA

441-2221~5

YWCA

455-2700

전주

소비자교육중앙회

272-4400

오산

소비자교육중앙회

375-9898

여성소비자연합

282-9898

용인

YMCA

265-7676

정읍

여성소비자연합

533-3368

녹색소비자연대

855-2463

진안

여성소비자연합

432-1222

대구광역시(053)

안산

안양

소비자교육중앙회

424-7262

소비자연맹

650-7041

소비자공익네트워크

837-1372

YMCA

255-0218

소비자연맹

877-6112~3

YWCA

652-0070

이천

소비자교육중앙회

637-9898

나주

소비자교육중앙회

333-9898

한국부인회

743-1376

파주

여성소비자연합

944-4920

목포

소비자연맹

274-9961~2

평택

녹색소비자연대

654-4998

순천

한국부인회

741-1371

하남

소비자교육중앙회

793-8808

YMCA

745-0601~2

여성소비자연합

793-8902

한국부인회

686-1372

화성

여성소비자연합

366-0708

YMCA

642-0001

강릉

여성소비자연합

645-9098

경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53)851-5858

인천광역시(032)
녹색소비자연대

421-611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504-1372

소비자연맹

434-4123~4

광주광역시(062)

의정부

전라남도(061)

여수

강원도(033)

경상북도(054)

소비자시민모임

526-9898

동해

YWCA

532-6070

경주

YMCA

743-2888

소비자연맹

385-5060~1

속초

YWCA

635-3523

구미

소비자교육중앙회

453-9898

여성소비자연합

381-1372

원주

소비자시민모임

748-3277

포항

녹색소비자연대

253-9882

춘천

소비자연맹

242-9898
김해

YMCA

328-3303

YWCA

332-6000

대전광역시(042)

충청북도(043)

경상남도(055)

소비자공익네트워크

482-7002

소비자교육중앙회

535-4480~2

제천

여성소비자연합

642-9898

소비자시민모임

222-4999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221-7877

마산

YMCA

251-4837

소비자연맹

863-9984

소비자교육중앙회

252-6740

양산

여성소비자연합

382-0587

YMCA

472-3399

여성소비자연합

252-9898

YWCA

367-1144

YWCA

254-3035

소비자교육중앙회

851-5858

진주

YWCA

755-3463

여성소비자연합

852-9898

진해

YWCA

542-0020

창원

소비자교육중앙회

244-9898

YMCA

266-8680

충주

울산광역시(052)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60-0032

소비자교육중앙회

245-4376

YMCA

289-8570

충청남도(041)
공주

소비자교육중앙회

854-9898

금산

여성소비자연합

753-9898

논산

소비자교육중앙회

736-9898

당진

여성소비자연합

보령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064)
녹색소비자연대

723-7818

352-9898

소비자교육중앙회

743-8058

935-9898

한국부인회

713-1372

제주

(단체명 게재 순서: 가나다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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