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정보

주식투자 정보제공서비스 계약 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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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9. 7. 2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무료 주식 리딩 카카오톡 오픈방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이 제공
하는 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만족하여 2019. 8. 5. 피신청인의 주식투자 자문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기
로 정하고 이용기간은 2019. 8. 6.부터 2019. 9. 4.까지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용대금 1,290,000원을 계좌이
체 하였으며 2019. 8. 6.부터 유료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였다.
신청인은 2019. 8. 26. 피신청인의 유료서비스를 통하여 주식 수익이 나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위 유료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19. 8.
30. 피신청인에게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9. 9. 2. 신청인에게 환불금액을 안내하였다. 신
청인은 2019. 9. 5.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해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오
픈 카톡방에서 퇴장하였다. 신청인은 2019. 10. 7. 피신청인에게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유
료서비스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9. 10. 12.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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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장
주식에 관심이 많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식 무료 채팅방을 이용하였으나 유료서비스를 받고 손해만 나
서 2019. 8. 26, 2019. 8. 30. 두 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피신청인이 누적수익률이 70%라면서 기다리
라는 말에 서비스를 계속이용 하였다. 그러나 결국 손해만 보고 이용기간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투자대금
의 손실을 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피신청인 때문에 손해를 봤으므로 지급했던 대금 전액을 환급받기를 원
한다.

사업자 주장
신청인 역시 2019. 7. 21.부터 2019. 8. 5.까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무료 체험 서비스에 만족하였고 신청인
의 판단하에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신청인은 당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모든 고
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기존의 손실보전을 약속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광고도 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스스로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환급금이 존재하
지 않는다.
사업자의 환급의무 판단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9. 8. 26.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이 사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로
하였고 2019. 8. 30. 피신청인에게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2019. 9. 5.이 되어서야 피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퇴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을
2019. 8. 26.로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을 1차 해지 요
청일로 봄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을 2019. 8. 26.로 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실제 기대했던 것과 같은 수익이 발생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의 내용을 보면 피신청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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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제공하는 주식투자자문을 통하여 신청인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유료 주식투자자문을 통하여 기
대한 것과 같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주식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기대하는 수익은 각기 다르고 이미 피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차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을 2019. 8. 26.로 보는 것에 이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2019. 8. 26.까지 피신청인이 제공
하는 이 사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산정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일 2019. 8. 26.을 기
준으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일수는 2019. 8. 6.부터 2019. 8. 26..까지로 보아 21일
동안 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인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대금은 903,000원
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급한 총 이용금액 1,290,000원에서 총 이용기간 30일을 일할 계
산하여 21일 이용금액 903,000원 및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129,000원을 공제한 258,000원을 환급하여
야 한다.

■

신청인이 지급한 이용대금: 1,290,000원

■

신청인이 이용한 일수: 21일

■

1일 이용 금액: 43,000원

■

신청인이 이용한 서비스 비용: 903,000원 (1,290,000/30일ⅹ21일 = 903,000)

■

위약금 (이용금액의 10%) : 129,000원

■

총 환급액 : 258,000원 (1,290,000 - 903,000 - 129,000 = 258,000)

결론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58,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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