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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鄭 仙 珠**

1)

I. 들어가며

소비자가 당사자인 계약 계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 

법원의 재  신 재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소비자보호를 한 특별한 내용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것이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 까지 소비자

재에 해 깊이 있는 논의가 행해지지 않았다.1) 소비자 재가 활발하게 이용되

는 미국과는 달리, 재실무에서 소비자 재의 비율이 매우 낮아2) 재 차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연구할 실 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 지 까지 소비자보호문제는 주로 실체법  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

다. 실체법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한 입법과 정책활동은 꾸 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다양한 입법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재  세계 으

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는 아니다. 표 으로 소비자기본법과 약

의규제에 한법률에 나타나 있는 소비자보호규정을 들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보다 효율 으로 해결하는 수

단이라고 여겨지는 재제도는 오늘날  세계 으로 법원의 재 을 체하는 

표 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분쟁 역시 재를 통해 해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지금까지의 연구논문으로는 김상일, “미국의 소비자중재에 관한 판례의 최근동향”, 비

교사법 제9권 제3호(2002), 365쪽 이하; 김석철, “소비자피해구제 실태분석을 통한 소비
자중재제도 도입방안 연구”, 재연구 제12권 제1호(2002), 207쪽 이하가 있다.  

2) 한국에서는 소비자중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견해로는 김석철, “소비자피해구제 실
태분석을 통한 소비자중재제도 도입방안 연구”, 재연구 제12권 제1호(2002),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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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분쟁을 조정 등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기 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에 비해 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장 에 비추어 소비자 재의 활용

가치는 조정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재에 한 심이 강해지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은 소비자 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서 이미 오래 부터 필

수  소비자 재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 각국 역시 근래에 들어 소비자 재

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 스 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국 등이 소비자 재에 해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3) 특히 독

일에서는 융거래부문에서 소비자 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을 재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인 

장 을 모두 살려 보다 효율 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어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 재가 재분야에서 심의 상이 되고 

그 활용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한 지  역시 만만찮게 행해지

고 있다. 우리 재법은 구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재법 자체에서 소비자보호규

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우리 개정 재법의 모델이 된 UNCITRAL모델 재법 역

시 소비자보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UNCITRAL모델 재법은 

국제상사에 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에 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재법은 반드시 상사 재에 한해서만 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자보호규정의 필요여부에 해서는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소비자 재의 활성화라는 에서 국내 재를 

심으로 살펴본다. 국제 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국내의 경우와는  다른 

에서 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소비자 재를 심으

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 재는 재합의의 당사자  일방이 소비자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소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는 매우 요한 문제이다. 구를 소비

자로 보느냐에 따라 소비자 재의 인정여부  소비자보호를 한 내용의 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개념정의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간 , 공간  제한을 고려하여 이에 한 독자 인 검

토는 생략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라 함

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하여 사용 내지 이용하는 

3) Weihe, Der Schutz der Verbraucher im Recht der Schiedsgerichtsbarkeit, 2005,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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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생산활동을 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 속하

는 자가 당사자인 재합의가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소비자 재이다.   

Ⅱ. 소비자분쟁의 재가능성

소비자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 재합의의 상이 될 수 있는지, 즉 

재 격이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소비자보호의 과 연결하여 살펴보

아야 한다. 사회  경제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분쟁의 재가능성을 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법률을 통해 일정한 분쟁을 재 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에 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일반 으로 재가능성은 당사자가 분쟁 상에 해 화해를 

체결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규정에서 이를 명

시 으로 밝히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재산권상의 분쟁 는 사법상의 분쟁으

로 재 상을 표 하기도 한다. 우리는 구 재법 제2조에서 “ 재계약은 사법상

의 법률 계에 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의 부 

는 일부를 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

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 계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 계에 해서만 재 격을 인정하 다. 그러던 

것이 개정 재법에서는 제1조에서 사법상의 분쟁임을 요구하고 있고, 제3조 제2

호에서는 재합의에 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 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

인지의 여부에 계없이 일정한 법률 계에 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 거

나 ~”라고 하여 구법과는 달리 당사자의 처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정 재법에서는 국제 인 경향에 따라 재 상이 확 되

었다고 보기도 한다.5)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 재법이 UNCITRAL모델법

4) 독일 민사소송법은 제1031조에 소비자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의 개념은 독일 민법 제13조에 따른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업이나 자영업
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jede natürliche Person, die 
ein Rechtsgeschäft zu einem Zwecke abschließt, der weder ihrer gewerblichen noch 
ihrer selbständigen beruflichen Tätigkeit zugerechnet werden kann.). 이 내용은 종전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5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2001년 12월 14일 법률에 
의해 민법 제13조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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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법조문상으로는 처분가능성에 해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 계는 당연히 재 상이 아니라고 보

고 있다.6) 어 든 굳이 국가의 재 독 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분쟁에 해서

는 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7) 다만,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것

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재가능성의 범 를 확 해 나가는 것이  세계

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컨 , 독일의 경우 구 재법에서는 재 격의 

단에 화해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 으나(독일 구민사소송법 제1025조 제1

항), 개정법에서는 재가능성의 범 를 확 하여 모든 재산권상의 청구에 해 

재가능성을 인정하고, 화해가능성은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해서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원칙 으로  가치를 가지는 모든 청구권에 

해 재가능성이 인정되어 공법상의 청구라도 재산권상의 청구이기만 하면 재

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 역시 재 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 재에 

해서는 소비자보호를 해 재합의에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5항). 이로써 독일에서는 소비자에 해 주택임차인과 같

이 재 격을 부인하여 반드시 법원의 재 을 받도록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

며, 재합의의 방식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8) 그리고 스

스 국제사법 역시 모든 재산권상의 청구에 해 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스 스 국제사법 제177조 제1항) 소비자분쟁도 재합의의 상이 된다.

생각건 , 개정 재법이 구 재법에 비해 재가능성의 범 를 확 하여 원칙

으로 모든 사법상의 분쟁을 상으로 하고 있는 , 그리고 재가능성을 확

하려는 세계 인 추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소비자분쟁을 재 상에서 굳이 제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소비자에 한 보호는 재법 내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하여야지, 굳이 소비자분쟁의 재 격 자체를 부인할 

5) 재산권상의 분쟁이면 충분하고, 사법상의 분쟁이나 화해가능성의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는 견해로 석광현, 국제상사 재법연구(2007), 28쪽.  

6) 주석 재법(2005), 5쪽.
7) 독일 연방대법원 역시 오로지 법관만이 판결을 통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나타낼 수 있

는 그런 경우에만 국가의 재판독점권이 인정되어 중재가능성이 부인된다고 하고 있다, 
BGH NJW 1991, 2215; BGH DB 1996, 1172. 대표적으로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
택임대차계약은 중재대상에서 제외된다. 

8) 독일 개정중재법상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제 입법자는 더 이상 소비자를 사회적 경
제적 약자로 보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Mäsch, “Schiedsvereinbarungen mit 
Verbrauchern”, FS für Schlosser, 2005, S. 53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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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법원의 속 할이 인

정되는 경우, 당연히 당해 분쟁의 재 격은 부인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다. 

소비자보호를 한 입법 에는 법원의 속 할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컨 , 방문 매등에 한법률에서는 제46조에서 명시 으로 지방법원의 속

할임을 밝히고 있으며, 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한법률 제36조에도 유

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비교법 으로 볼 때, 법원의 속 할이 인정되는 

분쟁에 해서는 아  재 격을 면 으로 부인하는 나라도 있다.9) 

살펴보건 , 법원의 속 할과 재 격을 반드시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양

자는 그 본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는 일정한 분쟁에 해 법원의 재

권이 존재함을 제로 하여, 단지 할배분에서 특정법원의 배타  할권이 인

정되어 할에 한 당사자의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10)11) 이에 비해 재

격의 문제는 유효한 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재 권 자체가 배제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 이 에서 재 권의 존재를 제로 하는 속 할의 문제와 재

격의 문제를 같이 볼 수는 없다. 법원의 속 할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해 분쟁

에 해서 당연히 재 격이 부인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양자는 별

개의 문제이며, 분쟁의 재가능성은 특정법원의 속 할여부와는 무 하게 결

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2) 

 9) 예컨대, 멕시코를 들 수 있다, Schlosser, Das Recht des internationalen privaten 
Schiedsgerichtsbarkeit, 2. Aufl., 1989, Rdnr. 308. 

10) 독일과는 달리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합의 규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용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은 민사소송법 제38조에서 소비자가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쟁 발생 후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하도록 밝히고 있어 소비자보호
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관할합의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소비
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서 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는 관할합의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 소비자는 자유롭게 법원
의 관할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11) 합의관할의 요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전에도 관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
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6), 101쪽. 생각건대, 독일과 같
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고
려하여 근로자나 소비자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전에 행해진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BGH NJW 199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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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1. 필요성

소비자분쟁을 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구하기 해서는 재제도 내에서 소

비자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원의 재 을 포기하고 재를 선

택하는 소비자를 해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 재법은, 독일과는 달리, 구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소비자보호에 한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럽의 경우, 컨  국은 1996년 국 재법(Arbitration 

Act 1996) 제89조 내지 제91조에서 소비자 재합의(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에서는 소비자 재합의  불공정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데, 를 들어 청구 액이 5,000 운드 미만인 경우 재합의는 불

공정한 것으로 본다.13)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5항에서 소비자보호

를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4)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재합

의는 일방당사자가 직  서명한 서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재합의를 체결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권리보호가 포기됨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태도와는 달리, 소비자 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입법 으로 소

비자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실제 소비자 재가 많이 행해지고 

한 필수  재조항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재합의체결에 한 경

고의 목소리 역시 작지 않다.15)16) 필수  재조항에 의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

13) 1999년 3,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상향조정하였다, Tweeddale/Tweeddale,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 2005, p. 594.

14) 그러나 개정법에서 구법에 비해 소비자보호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원의 관할합의보다 
중재합의가 더 쉽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즉, 법원의 관할
합의는 소비자의 경우 분쟁 발생 후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독일 민사소송법 제38조 참조), 중재합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법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소비자보호의 관점이 없어진 것이다. 

15) 대표적으로 Budnitz,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 Serious Threat to Consumer Protection”, 10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167 (1995); Smith,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Consumer Protection and the Circumvention of the Judicial System”, 50 
DePaul Law Review 1191 (2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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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는 것이다.17)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재조항의 사용을 지시켜

 것을 의회에 구하기도 한다.18) 

살펴보건 , 일반 으로 재합의는 소비자계약에서 약 의 형태로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그런데 일반 거래에서 소비자가 약 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경

우는 드물며, 한 법률문외한인 평범한 소비자가 재합의의 법 인 요성을 

알고 있을 것을 기 하기도 어렵다. 설령 소비자가 약 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재합의가 체결되면 더 이상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합의에서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것은, 체로 기업은 

거래 계에서 재합의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 소비자는 거래 계자체

에도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재합의의 법률  의미

를 명확하게 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실체법에서 소비자에 한 법  보호가 행해지고 있는 이상, 법질서

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도 재 차에서 이에 한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재법은 1999년 UNCITRAL모델법을 받아들여 새롭게 탄생하면서, 재

제도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규정하 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 한 부분은 없다. UNCITRAL모델법은 원칙 으로 국제상사에 한 것

이므로 법 자체에 소비자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만, 우리 재법은 상사 재

뿐 아니라 일반 재에도 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재의 활성화를 해서는 법 

자체에 소비자보호를 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재법에 이

를 규정한다고 하여 이것이 모델법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UNCITRAL

은 모델법을 제정하면서 각 국가에서 모델법을 수용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그

16) 특히 최근에 행해지는 소비자중재는 기업 측에서 증거개시절차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
하는 수단으로 또는 class action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
다, Sternlight, “Consumer Arbitration”, Arbitration Law in America, 2006, p.131. 

17) Wells,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have consumers signing away the right to sue”, 
http://www.bankrate.com/brm/news/cc/20001004.asp에서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which compel customers to give up their right to go to court, are becoming 
commonplace, but consumers often are unaware of their existence or implications.”라고 
기술하고 있다.

18) http://www.citizen.org/Press/pr-arb1.htm.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
도 한다. Sternlight, “Consumer Arbitration”, Arbitration Law in America, 200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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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변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모델

법에서 소비자보호에 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소비자보호에 한 각국의 입

장과 입법이 다르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국가에서는 모델법을 수용하면서도 모델법에 없는 소비자보호규정을 얼마

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19) 

2. 재합의의 시기

소비자분쟁의 재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재제도 내에서 소비자보

호의 은 어떤 식으로든 반 되어야 한다. 맨 먼  검토될 수 있는 것이 재

합의의 시기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재합의의 시기를 분쟁 

발생 후로 제한하여 법원에서 재 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20) 그리고 1998년 유럽연합에서는 인권 약 제6조에 기 하여, 

체  분쟁해결방안은 분쟁 발생 후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21) 이에 비해 

소비자 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특히 필수  재조항까지 일반화되어 있

는 미국의 경우에는 분쟁 발생 의 소비자 재합의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

에서도 1925년 연방 재법이 제정되었을 때만해도 연방 법원은 분쟁 발생 에 

체결하는 필수  재합의에 의한 재 차가 지나치게 탄력 으로 운 되는 측

면을 지 하면서 재가 엄격하게 규범을 수하여 행해지는 법원의 재 을 

체할 수 없다는 소극 인 입장을 취하 다.22) 그러던 것이 1980년  반 연방

19) 대표적으로 독일의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5항을 들 수 있다.
20) 1999년에 새로 규정된 스웨덴 중재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분쟁 발

생 전에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없도록 중재적격을 제한하고 있다, Jarvin/Trappe, 
“Schwedisches und deutsches Schiedsverfahrensrecht im Vergleich”, in: La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21th Century, 2001, S. 319.

21) Commission Recommendation 98/257.
22) Wilko v. Swan, 346 U.S. 427 (1953).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자신이 속아서 특정회사

의 주식을 샀음을 주장하면서 중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측에서는 투자자
인 원고와 중개인 사이에 차익금약정(margin agreement)에서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이
유로 소송을 중지(stay)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연방대법원은 7대2로 중개인측
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은 이러한 형태의 중재제도이
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당시 소비자와의 분쟁에서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모색하였던 기업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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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련의 결을 통해 종 의 입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늘날 미국에서는 

필수  사  재합의(mandatory pre-dispute arbitration)가 범 하게 시행되고 

있으며,23) 극히 이례 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법원의 재합의에 한 지지는 아주 확고한 편이다.24) 컨 , 연방 법원이 최

로 단한 소비자 재사건인 Dobson사건에서 장래의 분쟁해결을 재에 의한

다는 합의는 Alabama주법에 반하므로 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해, 

연방 법원은 당해 계약은 주간거래(interstate commerce)이므로 Alabama주법보다 

FAA(Fedaral Arbitration Act)가 우선 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

여 분쟁 발생 의 재합의를 인정하 다.25)

그 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소비자보호를 해 재합의는 분쟁 발생 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26) 필수  사 재에 해 소비자의 

권리와 공공의 안 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27)28) 

그리고 소비자에게 재합의와 련하여 사 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하더

라도 분쟁 발생 에 재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 다는 이유로 

23) 1989년 연방대법원은 Wilko판결을 번복하여 중개업소가 모든 분쟁에 대해 투자자들에
게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을 인정하였다, Rodriguez de Quijas v. Shearson/ 
American Express, Inc., 490 U.S. 477, 481 (1989). 즉,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가 
일반적인(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재조항(broad arbitration clause)을 합의하였다면, 의
회가 명시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야 하는 사건임을 밝히지 않는 한, 이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 Mitsubishi Motors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Inc., 473 U.S. 614 (1985) 
(연방법상의 권리가 관련된 경우에도 중재합의를 허용함), Southland Corp. v. Keating, 
465 U.S. 1 (1983) (주법이 소송을 허용한 경우에도 필수적 중재합의조항이 우선 적용
된다고 판시함) 등의 판결이 있다. 

24) 예외적인 무효화 사유로는, 가령 제소기간을 줄이거나 실체적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합의를 들 수 있다. Alexander v. Anthony Crane Int'l, 341 F.3d 256 (3d Cir. 
2003) 참조. 

25) Allied-Bruce Terminex Companies, Inc. v. Dobson, 513 U.S.26 5 (1995). 이 사건은 
Alabama에 거주하는 Dobson이 해충구제회사를 상대로 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여기서 피고 회사측은 소비자가 서명한 중재합의를 근거로 법원의 관
할권 없음을 주장한 반면, 원고는 사전중재합의가 Alabama주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
효라고 주장하였다.  

26) http://www.citizen.org/Press/pr-arb1.htm.
27) 필수적 사전중재를 미국만의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Sternlight, “Consumer 

Arbitration”, Arbitration Law in America, 2006, p.138.
28) 필수적 사전중재를 금지시키려는 입법안들이 의회에 제시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하였

다. 대표적으로 Consumer Credit Fair Dispute Resolution Act, 107th Co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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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29)  

살펴보건 ,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재합의의 체결을 반드시 분쟁 발생 후

에만 하도록 시기 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소비자보호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30) 분쟁 발생 후에 비로소 재합의를 체결하도록 한다면, 소비자는 

재합의에 의해 이제 더 이상 법원의 재 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어 보다 신 하게 재합의의 체결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자 재합의의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재의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 재는 일반 으로 기업, 은행이

나 증권회사와 소비자사이에서 거래 계를 형성하면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 약 의 형태를 띄거나 본 계약체결시 재조항의 형태를 띤다. 그런데 소

비자 재합의의 체결시기를 분쟁 발생 후로 제한한다면, 이러한 형 인 형태의 

소비자 재합의는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로 소비자 재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

물게 될 것이다. 소비자 재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31) 약

형태의 소비자 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만일 소비자 재의 합의시기를 분

쟁 발생 후로 제한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재합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재합의의 방식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보호를 해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재합의

의 방식과 련하여서이다.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재합의체결 시 방식요건

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컨 , 독일의 경우 독일민사소송법 제1031조 

29) Budnitz, http://www.ftc.gov/bcp/altdisresolution/comments/budnitz.htm.
30)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재합의의 체결시기를 분쟁 발생 후로 제한할 경우, 만일 채권양

도에서 양수인이 소비자라면 채권계약의 중재합의부분은 무효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독일에서는 민법 제402조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중재합의가 체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31) 1990년대에 들어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장래의 모든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데 동의하는 합의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조차 중재합의제도를 
이용하였다. 2001년 로스앤젤레스의 평균적인 시민의 거래관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의 약 1/3이 일생동안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재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Linda 
Demaine & Deborah Hensler, ““Volunteering” To Arbitrate Through Predispute Arbitration 
Clauses: The Average Consumer's Experience”, 67 LAW & CONTEMP. PROBS. 5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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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서 소비자 재합의에는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1997년 재법

을 개정하면서 재합의의 일반 인 방식은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재에서는 그 

방식을 더욱 강화하 다. 소비자가 당사자인 재합의에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하여야 하며, 재합의서에 재합의와 련 없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도록 하 다. 다만, 공증문서인 경우는 외로 하고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1031조 제5항). 이에 따라 이제 독일에서는 미리 인쇄된 약 에 재조항이 있

고, 소비자가 이를 서명하면 재합의가 체결되는 그러한 형태의 재합의는 성

립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약 형태의 재합의가 유효하냐에 해서는 논란이 

있고,32)33) 한 독일의 개정 재법하에서도 재합의가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본 계약의 내용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되어 있

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약 형태의 재합의가 인정되기는 어렵게 된 것이

다.34) 이에 반해 우리 재법은 재합의의 방식과 련하여 소비자에 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조항으로 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다( 재법 제8조 제2항). 

미국의 경우, 과거 최 로 소비자 재가 등장한 증권 개업분야에서는 재조

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투자자들이 서명을 하도록 하 지만, 곧 업체에서는 많은 

미국법원이 소비자 재합의를 인정하는 데 반드시 서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FAA(Section 2) 역시 재합의가 서면으로 행해질 것만 요구하지 서명까지 요구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지 은 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보내고 있을 뿐, 반드시 이를 읽고 서명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심지어 재조

항이 작은 씨체로 작성된 통지서나 고지 는 보증서 투 속에 포함되어 있

는 것이 일반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몇몇 재조항은 웹사이트에 올라 있기

도 하고 소비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되기도 한다. 일부 법원은 다양한 계약상의 이

유로 서명되지 않은 재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법원은 작

은 씨체로 작성되어 서명되지 않은 서류 속에 포함된 재조항의 효력을 인정

하고 있으며,35) 소비자의 서명이 없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생각건 , 독일처럼 재합의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  신

32) Glossner/Bredow/Bühler, Das Schiedsgericht in der Praxis, 4. Aufl., 2000, Rdnr. 93. 
3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로는 목영준, 상사

재법론(2000), 42쪽.
34) Schwab/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7. Aufl., 2005, Kap. 5 Rdnr. 18.
35) 대표적으로 Hill v. Gateway 2000, Inc., 105 F.3d 1147 (7th Ci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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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는 에서 정 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필서명한 

서면으로 재합의가 존재하면 증거확보도 쉬워지고, 서면의 존재로 정보제공기

능까지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련기 의 사후통제도 손쉬워진다. 그런데 소비

자 재합의에 반드시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한다면, 소비자 재의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소비자 재가 일반 으로 미리 인쇄된 재조항의 형태로 

그리고 본 계약의 내용  일부의 형태로 행해지는 을 고려한다면, 재합의에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부분 약 형태로 행해지는 소비자

재의 성립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합의의 방식을 완화하려는 

재실무의 추세와도 맞지 않다. 특히 세계 각국의 재법 개정에 많은 향을 미

친 UNCITRAL모델법에서도 재합의의 방식은  자유로워지고 있는 을 고

려할 때,36) 소비자에 해서만 재합의의 방식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소비자에 한 배려가 국제 재실무의 발 방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4. 정보제공의무

소비자 재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두 을 모두 반 하는 방안으로 검

토해볼 수 있는 것은 정보제공의무의 부과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

비자보호라는 미명하에 재 격성이나 재합의의 체결시기 는 방식의 엄격

성을 통해 소비자 재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으며, 한 약  등의 형태로 소

비자 재합의가 체결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다. 가능한 한 소비자 재가 극

으로 이용되도록 법  제도  환경을 도모하는 것은 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장 들, 컨 , 신속성, 차의 유연성 등이 소비자분쟁해결에서도 같은 가치

를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 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기업이나 상인과 

같이 취 하여 재합의를 체결하도록 하거나, 작성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될 

가능성이 많은 약 에 재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그 로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제공의무이다.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

36) 2006년의 UNCITRAL 제39차 본회의에서는 모델법 제7조의 서면요건을 보다 완화하
거나 폐지하자는 대안이 채택될 정도로 중재합의의 방식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강병
근, “UNCITRAL모델중재법의 개정―제39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본회의를 중심으
로”, 한림법학 FORUM 제17권(2006), 2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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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 방으로 하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조항의 의미와 내용 등에 

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이다.37) 이로써 소비자는 충

분히 정보를 가지고 거래에 임할 수 있으며, 당해 거래와 련하여 보다 신 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재 차는 심 제도가 없고 단심으로 분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법원의 소송에 비해 소비자로서는 보다 진지하게 재합의의 결정을 내

려야 한다. 특히 국제 재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로서는 매우 부담

이 될 수 있는 수 으로 변호사비용 등 재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

비자에 해서는 재합의 체결 에 충분히 그 장단 에 해 숙고할 수 있도

록 경고 내지 지시가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컨 , 미국 재 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에서는 1997년 소비자분쟁자문 원회(National 

Consumer Disputes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소비자보호를 한 다양한 

원칙을 수립하 다. 그  표 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소비자에 한 정보

제공의무이다. 재합의 체결 에 재합의의 법  의미 등에 해 소비자가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38)39)

소비자 재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해 정책 으로 소비자가 련된 재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40)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재 차

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  조치의 하나가 될 것이며, 효과 인 소비자보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의 재조항을 굵은 씨체로 하거나 을 그

어 다른 계약 내용보다 확연히 에 띄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약관의 형태로 된 중재조항에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기업측에 당연
히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38) 당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보제공의 예로 제시하였는데, 즉 이 합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이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는 점, 이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 중재판정은 집행
력을 가지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adr.org. 

39) 미국의 Better Business Bureaus(BBB)는 소비자인 당사자에게 중재합의의 의미를 공정
하게 알려 준 경우에만 소비자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http:// 
www.bbb.org/alerts/arb.asp.  

40)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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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비자보호입법의 배제와 재 정의 취소

재 정부가 재 정을 내릴 때 소비자보호입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공서양속 반을 이유로 재 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일반 으로 소비

자보호입법은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

고 정을 내린 경우, 재 정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컨 , 약 의규제에 한법률 제14조에서는 고객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지조항이나 재 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기업이 고객에게 불

리한 장소를 재지로 하여 재합의를 체결한 경우, 재 정부가 재합의의 

유효여부를 단할 때 약 규제법의 내용을 반드시 용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약 규제법을 용하지 않고 재 정을 내렸다면 재 정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비자 재에서 재 정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입

법을 고려하여 재 정을 내려야 하는가이다. 우리 재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당사자가 명시 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재 정부는 형평과 선에 따라 정

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이를 근거로, 만일 당사자가 명시 으로 권

한을 부여한 경우라면, 재 정부가 소비자보호입법을 용 내지 고려하지 않고 

재 정을 내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소비자보호를 해 존재하는 여러 실체법의 입법취지에 

Notice of Arbitration Agreement 
This agreement provides that all disputes between you and [provider] will be 

resolved by BINDING ARBITRATION.
You thus GIVE UP YOUR RIGHT TO GO TO COURT to assert or defend your 

rights under this contract (EXCEPT for matters that may be taken to SMALL 
CLAIMS COURT).

Your rights will be determined by a NEUTRAL ARBITRATOR and NOT a judge 
or jury.

You are entitled to a FAIR HEARING, BUT the arbitration procedures are 
SIMPLER AND MORE LIMITED THAN RULES APPLICABLE IN COURT.

Arbitrator decisions are as enforceable as any court order and are subject to VERY 
LIMITED REVIEW BY A COURT. 

41) 독일 민사소송법 제1051조 제3항에서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중재판
정부는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3.]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245

비추어 볼 때 비 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에서 만든 다양한 보호법

규의 입법목 을 고려할 때, 소비자 재에서도 재 정부는 가능한 한 기존법규

를 존 하고 소비자보호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 정을 내려야 할 것이

다. 기존법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재 정에 객 성

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길이 된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재 정

을 내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 재 정부의 자의에 의한, 객 성과 합리성이 결여

된 재 정이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 정부는 재

정을 내릴 때, 존하는 소비자보호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 인 결론

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는 법질서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해 다양한 입법정책이 실 되어 성문법률로 나타나 있는데, 재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는 오히려 이에 반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법질서의 통일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법규 등을 용하지 않고 재 정을 내린 경우, 당해 

재 정에 해 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 으로 소

비자보호법규는 강행법규 인 성질을 가지는데, 이의 반이 재 정취소사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정하는 경우, 재 규정되어 있는 취소사유  가장 

근 한 사유는 공서양속 반이다. 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 재 정

의 승인 는 집행이 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되는 때”에
는 재 정취소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한 모든 강행규정이 공서양속(ordre public)에 해당하는

가에 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이를 정하는 견해도 있지만,42) 재 정취소사

유에서 의미하는 공서양속은 강행규정 반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

정이 강행법규를 반하 다고 하여 당연히 공서양속 반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

는 것이다.43)44) 만일 입법자가 모든 강행법규 반을 공서양속 반으로 보아 재

정취소사유로 삼으려 했다면 굳이 재법에 취소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

42) Raeschke-Kessler, “Binnenmarkt, Schiedsgerichtsbarkeit und ordre public”, EuZW  1990, 
149.

43) 독일에서도 과거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Heymann, Der ordre 
public in der privaten Schiedsgerichtsbarkeit, 1969, S. 183 ff.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대표적으로 Münchner Kommentar ZPO, Bd. 3, 
1992, § 1059 Rdnr. 20.

44) 국제적 공서와 국내적 공서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공서위반으로 보는 견해는, 석광
현, 국제상사 재법연구(2007),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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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것이다. 재법에 규정된 재 정취소사유는 시 인 것이 아니라 한정

인 것이다. 더욱이 국제 계에서는 국내법상의 강행법규 내용이 반드시 국제 계

에도 용되는 공서양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 정이 강행규정과 

반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서양속 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재

정이 소비자보호입법을 용하지 않고 내려졌다고 하여 재 정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모든 강행법규 반에 해 재 정취소의 소를 통해 법원이 재 정에 

해 사후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원을 신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재제도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모든 강행법규 반이 재 정취소사유가 되어 법원이 심

사하게 된다면, 재 차는 법원의 심 차로 락하게 될 것이다. 재 차에

서 소비자보호는 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 ,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재합의는 가능한 한 분쟁 발생 후에 하도록 권장하고,45) 서면에 

의하도록 하며, 재합의에 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러한 방 인 방법이 아니라 재 정 성립 후에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재

정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인 방법을 택한다면, 재 차는 법

원의 소송에 한 심 차로 락하여 재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법원의 재

을 체하는 분쟁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 국가가 법원의 재 을 

체하는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재 정에 한 

법원의 범 한 사후심사는 재제도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해 국가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재

정이라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강행법규 반에 해 일일이 재 정을 취

소하여 재제도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재 정에 한 국

가의 간섭은 극히 외 인 경우에 한하여, 즉 재 정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강행법규 반이 있다고 하여 국가가 재 정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 정취소사유가 제한 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

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재 정취소사유는 강행법규 반 에서도 가장 핵심

이고 요한 내용에 해서만 제한 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며, 법치국가와 

정의 념에 본질 으로 반하여 용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다.46)      

45) 독일은 증권거래법(WpHG Gesetz über den Wertpapierhandel) 제37 h조에서 장래의 분
쟁에 대해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상인과 공법인에 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경우 분쟁 발생 후에 중재합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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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부로 하여  법원의 재 부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강행법규 등을 용

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원의 재 과 차별화하려는 재제도 본래의 의의에도 반

하는 것이다. 분쟁을 재 을 통하지 않고 재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유인이 있겠지만, 그 에서도 엄격한 법 용이 아니라 유연한 법 용을 통

해 분쟁의 실과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련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비자보호를 한 강행법규를 용하여 재 정을 내려야 하며, 만일 

그 지 않으면 공서양속 반을 이유로 재 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는 재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Ⅴ. 마치며

오늘날 재제도는 법원의 재 을 체하는 가장 효율 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서 여러 분야에서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비자 재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차의 유연성 등 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장 으로 인하여 앞으로 소비자분쟁에서도 재를 해결방안으로 활

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소비자 재의 활성화 움직임에 직면하여, 재

제도 내에서도 소비자보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재에서도 거

래 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보호방안은 필요하다. 
다만, 그 보호를 소비자분쟁을 재 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재합의의 시기나 방

식에 한 제한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소비자 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재에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 한 정확한 정보제

공의무의 부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는 방 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보호입법을 고려하지 않은 재 정에 

해 공서양속 반을 이유로 재 정취소의 소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사후 인 

통제방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비자 재, 소비자보호, 재 격, 재합의, 정보제공의무, 공서양속 반

46) BGH NJW 1969,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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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umer Protection in Consumer Arbitration 
47)

Sunju Jeong*

These days, arbitration actively is used in many areas as the most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scheme alternating trial of the court. In Korea, consumer 

arbitration has not yet revitalized, but due to many merits arbitration system has 

such as promptness of dispute settlement, flexibility of procedure, tendency to 

use arbitr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consumer dispute will gain 

strength in the future. In the face of revitalization movement of consumer 

arbitration, it is required to examine consumer protection in consumer arbitration.  

The protection considering specific circumstance of consumer who is not used 

to business relations is required in consumer arbitration. However, it is 

unnecessary to exclude the protection from arbitration subject of consumer 

dispute or do the protection through limitations on the time or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since these will obstruct revitalization of consumer 

arbitration. Consumer protection in consumer arbitration has to be done through 

imposition of duty to offer accurate information to consumer. Also, it is 

desirable for consumer protection to be achieved in preventive level, and 

post-governance arbitration like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award to court due 

to conflict with the ordre public should be avoided. 

Key words: consumer arbitration, arbitration clause, mandatory pre-dispute 
arbitration, arbitrability, notice of arbitration agreement, ordr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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