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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교섭을 통하여 계약내

용을 결정하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법상 계약의 성

립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이와 같이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적

인 협상을 거쳐 계약내용을 형성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러나 오늘날 상

당수의 거래는 약관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약관을 통한 계약

에 있어 개별적인 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약관을 통

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들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더 나아가 

약관을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약관에 동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약관에 구

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계약내용 형

성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인지가능성 없이 약관에 대

한 형식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에 대하여 고객의 입

장에서 약관에 대한 이해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문제삼으며 미국

에서는 약관에 대한 동의가 계약의 성립요소로서의 동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약관은 계약이 아니라는 논의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법상의 논리가 아니라 불법행위

법상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약관의 구속력은 일반 법규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고, 이러한 입장을 근거로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약

관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객들이 약

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심지어 약관을 읽지도 않는다는 점은 약관

의 법적 성질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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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와 약관의 내용이 문제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약관을 해석할 것

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약관이 불특정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된

다는 점으로 인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과 유사한 방법들이 동

원되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약관의 법적 성질이 계약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계약의 해석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약관의 경우 고객들이 약관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관을 사용하는 구

체적 당사자들의 의도가 탐구되기보다는 해당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계의 

평균적인 고객의 합리적 의사가 탐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계약해

석방법에 있어서 규범적 해석 내지 객관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나 

공통의 인식이 입증되면 그 공통의 의사나 인식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우

선시되어야 함은 계약 해석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객관적 해석

의 원칙은 개별적 사정이나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말 것

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약관의 해석 영역에서는 약관의 계약적 성질과 

별도로 약관이 규범유사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남아있는 듯한 인

상을 준다. 또한 약관에 대하여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

만, 우리의 판례와 상당수의 학설은 개별 약정의 존재요건을 엄격하게 요

구하고 있어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공통의 의도나 인식이 

드러난다 해도 이것이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객

관적 해석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약관의 법적 성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의 모델이 된 독일의 논의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입법례를 보더라도 객관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거나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 해석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적

용이 필요하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 유리의 

원칙은 계약 해석방법의 하나로 논의되지만, 이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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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사를 살피기보다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정책적 판단으로 인하여 약

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치개입

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원칙의 적용은 여러 다양한 해석방법이 적용

된 이후에도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에 대해서 독일 논의

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약관의 내용을 최대한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

하여 해당 약관의 내용이 무효가 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유리

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으나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단계적 해석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효력유지적 축소가 인정

되는 국내 약관논의의 현실상 위와 같은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요어: 약관의 해석, 계약의 해석, 법률의 해석, 약관에 대한 정보의 제

공, 포괄적 동의,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 알고 하는 동의, 객관적 해석 원

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

학번 : 2011-3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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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약관규제법의 등장

근대적 계약법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자기결

정을 핵심으로 한다.1)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

의의 발달은 빈부의 격차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인들의 경제력 또는 협

상력의 차이를 가져왔다. 자유방임의 기치하에 계약자유의 원칙은 구스타

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가 날카롭게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의 자

유는 사회적으로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에서만 모든 사람에 대한 

계약의 자유가 될 수 있고, 당사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서 대립

된다면 계약의 자유는 사회적 강자의 명령의 자유로 되고 사회적 무력자의 

명령복종으로 되고 말 것”2)임을 시인케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

율을 근간으로 하는 계약법은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었고, 국가가 사인간

의 법률관계에 후견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3)

이와 같은 현상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약관을 통한 계약 체결의 

증가와 이에 대한 규제이다.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

관은 정보수집력이나 경제력, 조직력 차원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는 당사자

들 사이에서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약관에 각 개인이 

1)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6), 

170-172면.

2) Gustav Radbruch, Rechtsphilosophie, K.F.Koehler Verlag Stuttgart, 1963, S. 247( 

본문의 번역은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저 최종고 역, 법철학 제4판, 삼영사, 2011, 200면

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일찍이 Otto Gierke, Die Soziale Aufgabe des 

Privatrechts, Springer Verlag, 1889, S. 2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계

약의 자유는 “강자의 손에서는 무서운 무기(furchtbare Waffe)이고 약자의 손에서는 

무딘 연장(stumpfes Werkzeug)”일 뿐이라고 하였다.

3) 권영준(주 1),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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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서 약관 내용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계약으로의 편입에 동의함으로써 그 약관에 법적으로 구속된

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약관 안에 

둘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조항들이 때로는 약관의 수령자인 고객들

에게 기대치 않은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계약자유의 원칙

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들

의 피해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4) “계약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 “계약정의”에 기한 규제가 필요하

게 된 것이다.5)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역학적 불균형으로부

터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이를 입

법화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6)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이 1987.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이제 거의 30년이 되어 간다. 이 법은 

1976년에 제정된 독일의 약관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gungen, 이하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이라 한

다)7)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에 상당부분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8) 약관규제법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

4) 李銀榮, “約款規制法 制定의 必要性 및 方向”, 민사법학 제6호 (1986), 312-314면.

5) 李銀榮, 約款規制法, 博英社, 1994, 5-6면에서는 법학분야에 있어 근대와 현대는 그 기

본원리의 차이에 의하여 엄격히 구별되는데, 계약법에서는 “계약자유로부터 계약정의

로”라는 표제 속에 근대와 현대의 사상적ㆍ정책적ㆍ제도적 변화가 함축되어 표현된다

고 한다.

6) 李東珍, 公序良俗과 契約 當事者 保護,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26-128면

에서는 우리 민법을 포함한 근대사법전이 19세기 당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급진적 

의사주의, 이성법 이론이 최정점에 달한 시점의 극단적인 계약관을 반영하고 있는 반

면, 20세기에 들어서는 각국에서 시장의 자기조정 및 자기통제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

리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을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

다는 문제의식 하에 경쟁법과 특별사법들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는데, 국내에서는 특별

사법의 한 예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다. 

7) 2002년의 독일민법 개정 이후로 독일의 약관규제법은 폐지되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독

일민법(BGB) 제305조 이하로 편입되었고, 단체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부작위청구소송법

(Unterlassungsklagengesetz, UklaG)에 반영되었다. 독일 구 약관규제법의 입법연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張敬煥, “約款規制法 一般條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

사학위논문, 1990, 7면 이하 참조. 

8) 尹眞秀,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민사법학 제62호(2013. 3), 3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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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

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관규제법의 핵심적 과제는 부당한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여 고

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에 놓이게 된다.9) 따라서 약관에 관한 논의에서 

있어서는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약관의 

계약적 성질, 약관의 내용에 있어 실질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구현 및 계약

으로서의 약관의 해석 등의 문제는 그 보다는 학계의 관심을 덜 받는 측면

이 있다.

Ⅱ. 계약법적 관점에서 약관에 대한 접근

그러나 약관도 결국 계약초안으로서 기업에 의하여 보관될 때보다는 거

래에 사용되어 계약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대

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에 이르러 금융거래, 인터넷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약관이 사용되

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의 대부분이 약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약관의 계약으로서의 성질과 이에 따른 약관에 대한 분석은 현실에 적용되

는 법학의 기능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과제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약관에 대한 연구는 점차 그 중요도가 커져가고 있으며, 그 

논의는 행정규제적 차원 또는 보험약관에 관한 상법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민법적 차원 특히 계약법적 차원에서도 풍부한 연구거리를 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민법학계에서 약관에 관한 논의는 계약법의 

서자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고 계약법적 관점에서 약관에 대한 논의가 비

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약관의 계약으로서의 성질

을 재점검하고, 약관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과 이에 따른 약관의 해석방법

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현행 약관규제법의 규정의 의미와 타당성을 계약법

상 논의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尹眞秀, “約款의 內容統制”, 民法論考 Ⅲ, 博英社, 2008,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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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 양 당사

자의 역학적 불균형과 이로 인한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

당한 약관조항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부터 경제

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10)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특성과 관련하여 약관이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고객은 이를 주어진 내용

대로 수용하거나 거래를 거부할 선택권만을 가진다는 점 즉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고

객은 약관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현상이 약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점에서 약관을 사용한 계약을 살펴보면, 고객은 계

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따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고, 계약체결 방식의 자유에 따라 약관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고객이 계약 당사자로서 자기결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실질적인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와 교섭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없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계약내용 형성의 자

유는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11) 이에 따라 약관을 규제할 근거로서 약관

내용에 대한 고객의 실질적인 인지가능성의 결여가 제기된다.12) 그렇다면 

10) 국내 문헌으로는 李銀榮(주 5), 5면 이하;,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 Ⅻ 債權 (5), 

博英社, 1997, 70면 이하(李宙興 집필부분) 등. 독일에서 약관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

할 즈음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Hofer in: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and Ⅱ, Mohr Siebeck 2007(이하, “HKK/Hofer”라고만 한다), 

§§ 305-310(Ⅰ), Rn. 20 ff. 참조.

11) 池元林, “法律行爲의 效力根據로서 自己決定, 自己責任 및 信賴保護”, 민사법학 13

ㆍ14 (1996. 4), 40면에서는 실정법이 사적자치의 핵심인 내용적 형성의 자유를 법적 

구속성에 관하여 결정할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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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작성의 일방성과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관에 동의한다는 점은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약관에 대한 동의와 계약의 성립요소로서의 동의의 관계

지난 수십년 간 미국에서는 약관에는 계약의 구성요소로서 동의의 개념

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약관에는 계약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법

행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

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법체계는 확연히 다르지만, 현실적으

로 사용되는 약관의 외양이나 내용은 동질하고 그러한 약관이 국제거래에

서 각 나라의 법체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관한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동의

의 성격을 다루면서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렇지만 우리의 학계에서는 

약관의 내용 전체를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의 편입합의를 통하여 약관

이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될 뿐, 약관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에 동의하는 것이 전통적인 

계약법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요소로 논의되는 동의와 같은 것인가에 대한 

12) 김진우,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釜山大學校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2012. 

2), 264면 이하에서는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있어 고객의 실질적 자기결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형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근거로 하여 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한 정당화 사유는 약자인 계약당사자의 보

호가 아니라 고객을 자기결정의 결여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병준, “선택규정의 약관성”, 안암법학 42권 (2013), 111면에 따르더라도 약

관규제의 실질적 근거는 고객의 실질적인 인지가능성의 현저한 결여에 있다고 한다.

    한편, 김동훈,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의 효력”, 국민대학교 法學論叢 제22

권 제2호 (2010. 2), 462면에서는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을 인용

하며 대법원은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간섭하는 근거를 당사자 간의 교섭력의 차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고 분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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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객들은 약관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한 위와 같

은 논의는 우리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약

관의 특성이 약관의 계약 편입이 아니라 약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 접근한다. 즉,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로 약관을 사용한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요건을 갖춘다는 

것을 인정하되 약관의 해석단계에 있어서는 약관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함으

로써 양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의 의사가 없다는 점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는 약관을 사

용한 계약에 있어 고객의 의사에 대한 분석 없이 바로 약관의 해석과 관련

하여 ‘특유’의 해석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 원칙과 고객 유리의 원칙을 

논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원칙도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입각하여 계약 

해석 원칙의 한 부류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를 기존의 계약해석에 관한 논의에 끌어들여 종래

의 계약해석론이 어떻게 약관의 해석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

Ⅳ. 약관의 해석 문제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적 해석 원칙과 고객 유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해석 원칙은 기존의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적 논의로 포섭되어 설명되기보다는 일종의 법률 유사의 해석 원칙 또

는 약관에 대한 특유의 해석 원칙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약관

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설이 지배적 견해가 된지 오래이다. 계약 해

석의 1차적 목표는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

관적 해석의 원칙에 관한 국내 논의의 대부분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개별

적 사정이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평균적 고

객의 이해가능성만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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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관의 계약적 성질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약관의 해석 원칙은 

약관의 법적 성질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인가? 약관이 객관적 해

석 원칙은 기존의 계약 해석 원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가? 현재의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논의는 약관의 법적 성질에 부합하는 논의인가? 이와 같

은 물음들이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에 던져지는 논의

의 시작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계약 해석 원칙으로서의 객관적 해

석 원칙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유리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 원칙에 비하면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부합하는 해석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과 고객 유

리의 원칙 간의 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규정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 특

히, 고객 유리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계약 해석

의 해명적 성질보다는 해석자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바

람직한 관점에서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계약법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오고 있는 자율과 후견의 

관계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치개입적 성격이 농후한 고

객 유리의 원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해

석의 원칙은 해석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고객 유리의 원칙의 계약 해석원칙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 유리의 원칙에 관한 분석도 이

를 약관에 특유한 해석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계약 해석 원칙이라는 큰 그

림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기하여 약관에 대한 풍부한 논의거리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계약법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

에 특히 약관의 성질과 해석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약관에 대

한 국내 논의의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 8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약관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약관

의 정의 및 기능, 약관의 필요성, 약관의 성질 및 일반 계약과의 관계, 약

관의 해석방법, 약관의 불공정성통제, 약관의 추상적 통제방식으로서 행정

청의 약관에 대한 심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계약법적 관

점에서 약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연구범위

에 있어서도 특정 범위에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약관의 의미와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의 정의를 통하여 약관의 법적 성

질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며 이를 해외의 경우와 비교ㆍ분석한다. 나

아가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해에 따라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도 달

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의 개요를 살핀다. 

특히 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외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생소한 

논의로서 약관의 사용에 있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동의의 존재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미국의 논의와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살피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약관의 본질과 해석 간의 관계를 살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계약해석의 일반론이 소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래의 통

설 및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해석방법론 가운데 약관의 해석에 적합한 접

근방법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약관의 해석에 기존의 계약의 해석방법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 해석방법에 따라 분석한다. 이 과정

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는 계약 해석논의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계약 해석 논의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의 계약해

석방법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어져 각 상황에 맞는 해석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약관의 일반적인 특성이 약관의 해석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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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약관규제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원칙의 하나

로 객관적 해석 원칙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객관적 해석 원칙은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 해석 원칙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경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한

편, 객관적 해석 원칙의 적용에 있어 개별적 사정이나 구체적 당사자의 의

도에 대하여 고려하지 말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통설적 입장에 대해

서는 국내외에서 비판적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비판들의 내용

과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에 따라 약관의 법적 성질에 부합하는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의미를 계약 해석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실제의 사례에 객관적 해석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존의 판례분석을 통하여 살피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고객 유

리의 원칙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의 입법취지

를 검토하고 이 원칙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국외의 입법례

를 확인한다. 특히 고객 유리의 원칙과 객관적 해석 원칙 간의 관계를 살

피면서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적 적용의 필요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필연적으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제요건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우리 대

법원은 위 적용기준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은 그것이 계약해석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마찬가지로 약

관의 해석에서도 해석 최후의 단계로서 작용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한

편, 고객 유리의 원칙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

에 대한 비판적 입장 및 새로운 해석이 있어 왔다. 특히 고객 유리의 원칙

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흥미

롭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들과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고객 유리의 원칙

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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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약관의 의미와 법적 성질

제1절 약관의 의미

I.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의 정의

약관의 성질이나 기능 및 특수성, 더 나아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전제로 약관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

다.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

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요소로 분리하면, 약관은 ① 명

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②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③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④ 일정한 형식으로 ⑤ 미리 마련한 계

약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특정의 내용이 약관

에 해당되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어려

운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 일명 ‘키코(KIKO) 사건’이라고 불리

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들13)에서도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키코 통

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14)

13)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23891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53683 전

원합의체 판결 등.

14)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화옵션계약의 구

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을 은행 등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

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구조만

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계약금액, 행사환

율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

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편,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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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각각의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약관의 

의미와 성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1.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가 따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

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3호인 「약관심사지침」(이하 ‘약관심사지침’이라 

한다)에서 약관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따르면, ○○약관, 

계약서, 약정서, 규정, 규약, 규칙, 회칙, 특별약관, 특약조항, 부가약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

업소나 출입구에 게시되거나 상관이 없으며, 약관이 소위 유일조항15)인지 

다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계약

이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16)으로 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17)라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과도 통한다. 즉 약관의 내용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에 관계없이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위하

여 작성된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약관은 그 약관이 거래의 내용으로 사용되는 해당 계약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마련되었을 것을 요한다. 현실에서 이러한 한쪽 당사자

는 주로 사업자가 된다. 약관의 정의상 이와 같은 일방성은 사업자가 자신

적 측면에서 키코계약의 약관성, 개별약정의 존부, 내용통제의 문제 등을 분석한 자료

로는 이병준, “키코판결과 약관규제법상의 쟁점”,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2014. 5) 

참조.

15) 흔히 여관이나 목욕탕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

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등도 유일조항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는 설명

으로는 사법연수원,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연구, 2007, 12면 참조. 

16) 池元林, 民法講義, 弘文社, 2016, 1239면.

17) 양창수ㆍ김재형, 계약법, 博英社, 2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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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작성하여 고객들에게 제안할 유인이 있고 고

객들은 그 내용에 대한 인지나 이해 없이 해당 약관의 사용에 동의하게 된

다는 점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마련되고 고객은 그에 대한 개별적인 협상의 기회 없이 

해당 약관을 수용할지 거부할지의 선택권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

내용의 형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을 형성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 그 대표적 특징으로 부각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다음 장 이

하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상대방인 고객의 의

사를 어떻게 살필 것인가의 문제와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를 무

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를 계

약 내용으로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3. 여러 명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요건은 약관이 사업자의 입

장에서 특정한 계약이 아닌 동종의 대량 거래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거래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약관은 개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특

정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8) 약관심사지침에 따르면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ㆍ반복적 성

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19) 특정 다수, 

18) 권영준(주 1), 189면에 따르면, 거래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

대차계약은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 서식에 의해 체결되고 있으며, 그 서식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은 목적물과 대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여 교섭하고, 이 이외의 나머지 내용은 당해 거래계의 거래

관행이 화체된 표준계약서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9)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약 30개의 건설업체들과 사이에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공급계약서를 미리 마련한 후 그 택지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택지공급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하였으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개의 종

금사와 일률적으로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

한 계약서도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0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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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불문한다고 한다.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약관규제법상의 ‘고객(제2조 제3호)’을 말하

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인이나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0) 개인으로서의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나 기업이라

고 하더라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약관에 의한 계

약 체결을 사실상 강요당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 상대

방이 기업인 경우에도 약관이 개별적인 협상없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마

련되어 제시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기업

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한정할 이유는 적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자가 동일한 고객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없는데, “약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개별적 계약이 아닌 대량거래에의 사용을 의도하는 것, 그

로써 다수 사용의 의도에 있다면, 약관의 표지를 ‘여러 명의 상대방’으

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21) 실제로 약관규제법의 입법과정

이나 입법이유를 보더라도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위하여 사용될 것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22) 독일민법에 따르면 약관에 관한 정의에서 

결). 

20) 권영준(주 1), 186면에 따르면 약관규제법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주로 적용

되기는 하지만, 기업 간의 계약도 얼마든지 약관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약관규

제법상 고객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가 없고, 주식회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다. 한편, 위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은 건설업체를 거래상대방으

로 한 약관도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서 사용된 약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긍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등 참조.

21) 김진우,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民事判例硏究[ⅩⅩⅩⅦ] (2015. 

2.), 1090면 참조. 

22) 우리 약관규제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 약관규제법의 제정안의 기초를 위촉받은 ‘소

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한 법률안에서

는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약관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하며, 그의 형태나 범위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하

고 있다. 이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수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1986년 12월, 국

회에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의 즉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라는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로 수정된 이유를 알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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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우리 약관규제법에

서 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상대방과의 다수

의 계약도 약관에 포함된다.23)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해외 입

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대상으로서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상

대방’에 대하여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24) 

약관의 특성은 대량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약관이 계약내용을 

이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되어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어느 계약 내

용이 사업자에 의하여 다수의 계약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마련되었고 그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굳이 이

것이 다수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규제법

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약관규제법의 목적은 약관에 관한 

현재의 요건보다는 ‘다수의 계약’이라는 요건을 통하여 보다 폭넓게 이

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약관이 특정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

고 다수의 계약에 고객의 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며 상대

방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아래 제4장 객관적 해

석 원칙 부분에서도 살피게 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 유

사의 해석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약

관의 해석에 있어 규명되어야 할 고객의 의사와 관련하여 ‘평균적 고객’

이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내용을 해석의 일반적인 결과로 인정

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3) Ulmer/Habersack,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Kommentar zu den 

§§305-301 BGB und zum UKlaG, 11. Aufl. 2011, §305 BGB Rn. 23.

24) 다만, 일본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 제548조의2에서는 ‘정형약관’의 의미와 관련

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Ⅱ-2. 일본에서 약관의 정의’의 내용 중 

<표 3> 日本 衆議院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에서 약관의 정의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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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 

4. 일정한 형식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의 조건으로서 그 명칭이

나 형태 또는 범위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될 것을 요

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약관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약간의 혼동을 야기

할 여지가 있다. 약관은 그 형태를 불문한다고 하면서도 일정한 형식을 갖

추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

는 것은 물질적 매개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며 구두로만 설명된 내용은 약

관이 될 수 없고 최소한 상대방이 자세히 검토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25) 반면에, 물질적 매개성의 

요구는 실체적 근거도 없이 고객의 보호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입법론상 

물질적 매개성을 약관의 성립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후에 법문에서 삭

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6) 

생각건대, 약관의 요건에 있어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다른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약관의 

요건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약관

25) 張敬煥, “普通去來約款의 槪念 –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第2條를 중심으로 -”, 충

북대학교 法學硏究 第3卷 (1991), 103면에 따르면, 일정한 형식에 의한다는 것은 약관

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뜻하며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규율내용을 고객에게 얘기해 놓는 것만으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물질적 매개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또한, 郭潤直 編輯

代表, 民法注解 Ⅻ 債權 (5), 博英社, 1997(孫智烈 집필부분), 300면에서는 “구두에 

의한 약관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이든 문자나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관념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방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알렸다거나, 사업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메모 등은 약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6)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외법논집 제36권 제

1호 (2012. 2), 162-163면. 한편, 이재현, “약관의 개념”,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 3), 339-340면에서도 약관규제법상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라는 부분은 원래 

초안에는 없던 것이 특별한 설명없이 입법과정 중에 삽입되었다고 하면서, 약관의 형

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두에 의하건 방송ㆍ전화에 의하건 약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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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요건은 당사자 간에 협상되지 않고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

련되어 제안되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거기에 특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약관의 판단기준

으로서 불명확성을 추가할 뿐이다. 즉, 일정한 형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미 불명확하다. 약관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주로 서면에 의한 약관이 대

부분이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약관이 등장하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물질적 매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

운 경우들도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약관의 요건에 물질적 매개성이나 

일정한 형식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현실적 적용의 측면이

나 장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5.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미리 마련

한’ 것이란 계약 체결 전에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규정의 

해석상 약관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였을 필요는 없고, 제3자에 의하여 작

성되었더라도 사업자가 마련하여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족하다. 즉, 그 

약관이 누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는 묻지 않는다.27) 이는 실제로 현실

에서 사용되는 약관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

나 표준약관에 따른 약관, 사업자의 위임으로 제3자를 통하여 작성되어진 

약관들이 존재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의는 약관이 사업

자에 의하여 고객들에게 제시되어 사용됨에도 사업자에 의하여 직접 작성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약

관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관규제법에서도 약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일반 계약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대해서도 청약으로서의 약관의 제안과 이에 대한 

27) 張敬煥(주 25),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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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승낙의 합치 즉,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된 급부의무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 의무

에 관한 것인지는 불문한다.28) 그러나 약관이 실제로 해당 약관을 사용한 

양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어 사업자가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규정한 약관의 명시ㆍ설명 의무를 충

족하여야 한다. 

6.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약관

의 정의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 그 요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29) 이러한 설명은 독일민법 제305조에서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개별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하지 아니하

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특히 약관규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거친 내용은 더 이상 약관이 아

니라 본연의 의미의 계약으로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과

도 관련이 있다. 판례도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

28) 張敬煥(주 25), 113면에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계

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간접적으로라도 계약상

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한 요

건으로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련성을 요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

하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을 은행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

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구조

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약관인지 여부의 심사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9) 약관심사지침에서도 약관의 요건으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함을 

마지막 요건으로 들고 있고, 張敬煥(주 25), 118면에서도 “개별적인 흥정을 거치지 

아니함”을 약관의 개념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孫智烈(주 25), 302면에서도 약관의 의

의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흥정된 사항이 아니어야 함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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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

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30) 

한편,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쌍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이 약관조항의 내용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타방이 이를 양해했다면 흥정이 있은 것으로 

된다”31)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게 될 경우 약관규제법 제3

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고객이 이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경우도 개별적 

교섭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는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개별적 교섭과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의문이 있다. 약관의 특정내용에 대하여 개별적 교섭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계약

에 관한 법규가 적용될 것이므로 고객 보호의 차원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더 수긍하기 어려운 견해이기도 하다.32) 

위와 같은 약관의 개념을 이루는 요소를 바탕으로 약관심사지침에서 약

관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한 대상들을 분류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31) 孫智烈(주 25), 302면.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4조에 따른 개별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

한 요건으로 일관되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

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

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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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공급계약서, 공

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지방공단의 점포임대차 계약서

나. 금융·보험약관, 운송약관, 병원이용

약관,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임대차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가맹점계약서, 용역경비계약서, 주차

장이용약관, 요양원입원계약서, 체육

시설 이용약관, 학원이용약관, 휴대

폰 등 통신서비스약관, 인터넷서비

스약관, 게임약관

다. 여관,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라는 유일조항

가.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임차보증

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 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나.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공제

조합의 공제규정,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다.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

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표 1>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약관의 분류 예시

 Ⅱ. 해외의 약관논의에서 사용되는 약관의 정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관에 의한 거래가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약관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입법화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약관만을 대상으

로 하는 특별법을 가진 국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33) 일반적으로는 약

관의 사용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예컨대, 보험업이 그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고, 그 밖에 금융업, 할부거래 또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  등)에서 

그 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3) 河上正二, 約款規制の法理, 有斐閣, 2002, 22면; Eyal Zamir, “Contract Law and 

Theory: Three Views of the Cathedral”, 81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77(2013. 10), p. 2096에 따르면, 약관에 관한 특별법의 형태를 최초로 가진 나라

는 이스라엘로서 1964년에 단독입법으로 본격적인 약관규제입법을 제정하였다고 한

다.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입법자료가 되는 「約款 規制의 立法」, 소

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1986(이하 ‘「約款 規制의 立法」’이라고만 한

다), 34면에서는 이 법을 ‘표준계약법’으로 칭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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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약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몇몇 대표적 입법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약관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

고자 한다. 특히, 우리 약관규제법 제정의 토양이 된 독일에서의 약관의 정

의 그 밖에 일본이나 다른 해외의 법규범에서의 약관에 대한 정의를 간략

히 살펴보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기로 한다.

1. 독일민법상 약관의 정의

독일민법 제305조의 정의에 따르면,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약관

사용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에 상대

방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계약조항”34)을 말한다. 또한 “그 조항이 

외형상 별개의 계약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포함

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떠한 기재방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며,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

는 약관이 아니라고 한다.

이를 분설하면, 우선 약관의 요건으로서 ①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② 미

리 작성된 것으로서 ③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모든 계약조항

을 말하며, ④ 외형상 별개의 계약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

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범위가 어떠한지, 어떠한 기재방법으로 작성되

어 있는지,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지 즉, 외형, 범위, 기재방

법, 체결방식을 불문하고, ⑤ 다만, 개별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대한 정의와 대동소이하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민법에서는 우리 약관규제법과 달리 여러 명의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계약’을 위한 것임을 

34) 독일민법상 약관의 정의에 관한 본문의 내용은 梁彰洙 譯, 독일민법전 총칙ㆍ채권ㆍ물

권, 박영사, 2015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독일민법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국문번역내용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위의 책을 참조한 것임을 밝혀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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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다는 점과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따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독일민법상의 문언적 표현에 따를 경우 1인 

고객과의 다수의 계약도 약관에 포함된다. 심지어 독일민법 제310조 제3항

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에는 미리 작성된 계약조항이 단지 1회의 사용을 위

한 것인 경우에도, 사전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한도에서 약관에 관한 특정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

비자계약’의 경우 ‘다수성’을 포기하고 있다.36) 이 조항에 대한 독일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판례에서는 다수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아니

라도 약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37) 1인과의 다수의 계약이 약관에 포

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38)

우리 약관규제법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에 상응하여 독일민법상

으로는 ‘미리 작성됨(Vorformulierrung)’이라는 요건이 일종의 형식적 요

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일반적 논의에 따르면, 약관

의 외형적 형태는 약관의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의 

문언이 물질적 매개(stofflicher Träger)로 확정되어 ‘서면상 고정될 것

(schriftliche Fixierung)’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계약체결시에 비로소 서면으로 고정되는 계약조건도 미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39) 

2. 일본에서 약관의 정의

36)Ulmer/Habersack(주 23), §305 BGB, Rn. 23. 

37)BGH NJW 2004, 1454;“Für eine Vielzahl von Verträgen vorformulierte 

Vertragsbedingungen können auch dann vorliegen, wenn die Bedingungen nicht 

gegenüber verschiedenen Vertragsparteien verwendet werden sollen”(BGH, Urteil 

vom 11. 12. 2003).

38)Ulmer/Habersack(주 23), §305, Rn. 23; Peter Schlosser, in: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305-310; UKlaG, Neubearbeitung 2013, §305, Rn. 20.

39)Ulmer/Habersack(주 23), §305, Rn. 20; Schlosser(주 38), §305, Rn. 22; Basedow,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 Aufl., 2016(이하, “MükoBGB/Basedow”라고만 한

다), §305, R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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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43) 중간시안44)

【3.1.1.25】약관의 정의 <1> 약관이란 

다수의 계약에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정식화된 계약조항의 총체를 말한다.

  <2> 약관을 구성하는 계약조항 중, 

개별교섭을 거쳐 채용된 조항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0 1. 약관의 정의

  약관이란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여 미리 준비되는 계

약조항의 총체로서, 그 계약내용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달리 약관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는 않고, 

2001년부터 시행된 「소비자계약법」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일반

에 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계약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을 규정함으로써 약관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그 전에는 민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를 시행하거나 거래형태에 연계하여 제정된 

개별법에 따라 약관규제의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40) 

그런데 최근 민법 일반에 의한 내용통제나 「소비자계약법」에 의한 계

약내용의 통제만으로는 약관규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년에 일

본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약관에 관한 조항들을 새롭게 추가하

고 있어 흥미를 끈다.41)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관한 조항

은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고 신설에 대한 반대에 부딪치며 수정과정을 거치

게 되었는데, 이를 비교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일본 민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약관의 정의 규정42)

40) 安永正昭, “日本における消費者契約に対する法的規律の展開”, 서울대학교 法學 제42

권 2호 (2001. 7), 25면.

41) 서희석,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 

11), 59면 참조. 이 글에 따르면 약관에 대한 내용이 민법전에 신설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심하였고, 민법개정을 위한 법무성 법제심의회에서의 최후논의까지도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마지막 항목이었으며,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 자체도 처음 예정

된 내용보다 많이 후퇴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산업계의 강력한 도입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42) 본문의 <표 2>와 번역내용은 서희석(주 41), 67면의 표를 차용한 것이다.

43) 여기에서 기본방침이란 일본에서 2006년 10월에 시작된 민법개정검토위원회에 의한 민

법 개정논의의 결과를 2009년에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의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한 

것을 말한다.

44) 여기에서 중간시안이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중점적인 논의를 거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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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의2(정형약관의 합의)46)

① 정형거래(어느 특정의 자가 불특정 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하는 거

래로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획일적인 것이 그 쌍방에게 합리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하기로 하는 합의(다음 조에서 “정형거래합의”라 

한다.)를 한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정형약관(정형거래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특정의 자에 의하여 준비된 조항의 총체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형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때

  2. 정형약관을 준비한 자(이하 “정형약관 준비자”라 한다)가 미리 그 정형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던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항 중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대

방의 의무를 가중하는 조항으로서, 그 정형거래의 태양 및 실정, 거래상의 사

회통념에 비추어 민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의 이

익을 일방적으로 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표 3> 日本 衆議院에 제출된 민법개정안45)에서 약관의 정의 규정

위와 같이 현재 일본 중의원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민법 

‘제4관 계약의 해제’ 뒤에 ‘제5관 정형약관’ 부분을 신설하여 제548조

의2에서 ‘정형약관의 합의’에 관한 규정을, 제548조의3에서 ‘정형약관

의 내용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548조의4에서 ‘정형약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 중간시안의 ‘약관’이라는 용어 

대신 ‘정형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실무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약관이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예가 있어 이

와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47)

에 마련된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http://www.moj.go.jp/content/000108853.pdf를 참조하기 바란다.

45) 일본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의 심의경과와 본문내용에 대해서는 日本 衆議院 웹사

이트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menu.htm#02에 게

시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제출회차:189, 의안번호: 63)의 내용을 참고하

기 바란다.

46) 본문의 번역은 서희석(주 41), 65면을 참조한 것이다.

47) 서희석(주 41), 67면 이하에 따르면, 일본민법 제34조에서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

라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定款その他の基本約款)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

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약관’이라는 용어의 다른 

용례로 들 수 있고, 중간시안 이후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무성 민사국 소속의 

사무국이 제안하는 용어로 ‘정형조항’이라는 용어가 시도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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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외 규범에서 약관의 정의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라고만 한다)48) 제2.1.19조 제2항에 따르면 “약관

(standard terms)이란 일방 당사자가 일반적ㆍ반복적 사용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규정이며, 상대방과의 교섭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49)라고 

규정한다.50)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불공정조항 지침(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은 특별히 약관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조항이 불공정조항으

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의 약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침 제3조 

제1항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조항은 신의칙(good faith)의 

한、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획일적인 것이 그 쌍방에게 합리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이유도 사업자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나 상대방의 개성

에 입각하여 체결되는 노동계약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정형약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48) PICC는 로마에 본부를 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가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립하기 위

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1994년에 초판이, 2004년에 2판이, 2010년에 3판이 발표되었

다. PICC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국제적 거래계약의 당사

자들이 이 원칙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49) “Standard terms are provisions which are prepared in advance for general and 

repeated use by one party and which are actually used without negotiation with 

the other party.”　

　  출처:　http://www.unidroit.org/instruments/commercial-contracts/unidroit-principles-2010　　

(Last Updated: 23 October 2013). 본문의 번역은 김성민,“계약법상 서식의 충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95면을 따른 것이다. 

50) UNIDROIT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0년판 PICC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달고 있

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약관의 정의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약관의 표현 형식(예컨대,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었는지 계약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자형식인지 미리 프

린트된 것인지 등), 제안자, 양 등에 관계없이 그 약관이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작성되었고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없이 실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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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반하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중

대한 불균형을 야기하여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51) 제2항에서는 “계약조항이 미리 작성되

어 소비자가 그 계약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경

우” 이 조항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특히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의 맥락에서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약관이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계약조항’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이

라고만 한다)52) 제2:209조에서는 일반약관의 충돌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

항에서 계약의 일반약관(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을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마련된 내용으로서 당사자들 사

이에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았던 것”5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통참조

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이라고만 한

다)54) Ⅱ.-1:109에서는 약관(standard terms)을 “다른 당사자들과의 다수의 

거래를 위하여 미리 작성된 조항으로서 당사자들 간에 개별적으로 협상되

지 않은 것”55)이라고 정의한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설56)에 따르면 DCFR의 

위 조항은 PECL 제2:209조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51) 불공정조항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1993L0013 참조.

52) 유럽계약법원칙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 란도ㆍ휴 빌 편/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박영사, 2013 참조.

53) 해당 조항의 원문은 Ole Lando/Hugh Beale (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repar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The Hague/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참조.

54) DCFR의 작성경위 및 구성, 적용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ristian von Bar 외 

편저 ;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총칙·계약편 : DCFR 제1권~제4권, 법

무부, 2012를, DCFR에 대한 개관 및 유럽사법 통합의 현황에 대해서는 권영준, “유럽

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8권 1호 (2011. 3) 참조.

55) 해당 조항의 원문은 “a standard term is a term which has been formulated in 

advance for several transactions involving different parties and which has not 

been individually negotiated by the parties”이며 본문의 번역과 원문의 인용은 

Christian von Bar 외 편저 ;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총칙·계약편 

: DCFR 제1권~제4권, 법무부, 2012를 참조한 것이다.

56) Christian von Barㆍ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1, 200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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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즉, PECL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계약(an indefinite number 

of contracts)”을 위하여 미리 마련되었을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너무 엄격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리 마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100개의 

계약에 사용되는 것이라도 약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DCFR

은 Ⅱ.-1:110에서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계약조항은 특히 그것

이 미리 작성된 것으로서 상대방 당사자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우리의 약관에 해당하는 용어로 “표준서식계약(standard 

form contract)”,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57), “상용문구(boilerplate

)”58)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특히 고객에 의한 변경가능성 없이 

57) “adhesion contract”는 일반적으로 부합계약이라고 번역되는데, Farnsworth, 

Contracts. 4th Ed., Aspen Publishers, 2004, §4. 26, p. 286에 따르면, 

“contract of adhesion”이라는 용어는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의 1901년의 저

서 “De la déclaration de volonté”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또한, Friedrich 

Kessler, “Contracts of Adhesion: Some Thoughts about Freedom of Contract”, 

43 Colum. L. Rev. 629 (1943), p. 632에 따르면,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라는 용어는 Patterson “The Delivery of a Life Insurance Policy” 

33 Harv. L. Rev. 198 (1919) p. 222에서 사용하면서 처음 미국에 도입되었다고 한

다. 

58) 최근에는 약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boilerplate’라는 용어가 미국 계약법학계의 논

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boilerplate는 계약상의 약관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용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Black’s law dictionary(9th edition)에 따르면, boilerplate는 ①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서 사용되는 미리 만들어진(ready-made) 용어로서, 근래에는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문구를 의미하거나 ② 협상의 여지가 없는 표준화된 계약용어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약관에 관한 논의를 다룬 저서로 Omri Ben-Shahar ed., 

Boilerplate: The Foundation of Market Contr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에서도 계약에서 사용되는 boilerplate의 특징과 규제의 필요성 및 해석에 대한 

논문들을 싣고 있는데 이 논문들에서도 협상된 계약(negotiated contracts)과 대비되

는 개념으로서 boilerplat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boilerplate와 부합계

약(adhesion contract)은 적어도 미국 계약법학계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Kenneth K. Ching, “Liberalism's Fine Print: 

Boilerplate's Allusion to Human Nature”, Marquette Law Review, 

forthcoming(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558785), p. 11에 따르

더라도 “boilerplate”는 “contracts of adhesion”을 말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의 협상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으며, 수용/거부만을 선택조건으로 약관이 제안되고, 

협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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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부(take it or leave it)의 선택만 가능한 경우를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이라고 부르고 있다. 부합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국학계에서 

약관에 관한 논의에 있어 대표적 학자로 분류되는 토드 래코프(Todd D. 

Rakoff)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합

계약을 정의함에 있어 두 가지 요소 즉 ① 표준서식서면의 사용(the use 

of standard form documents), ② 수용/거부만으로 수요의사 표출(the 

presentation of demands on a take-it-or-leave-it basis)이 핵심적이라고 하

면서 구체적으로 부합계약이 가지는 7가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59) 

4.  소결

이와 같은 약관에 대한 정의들은 미묘하게 약간씩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

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① 획일성(정형성 또는 변경불가능성) ② 

사전성 ③ 일방성이라는 공통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획일성이란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을 위하여 일정한 내용으로 고정

된 것을 말하며, 이것은 개별적 교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전성과 일방성이란 약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 주로는 사업자가 약관을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개

별 계약시에 타방 당사자에게 제안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간의 개별적 협

상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약관 작성의 일방성으로 인하여 약관은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하기보다는 약관을 

59) Todd D.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Harv. 

L. Rev. 1174(1983. 4), p. 1177에 따르면, 부합계약을 정의하는 7가지 특성이란 ① 

명백히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사용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쇄된 서식

(printed form), ② 그 서식이 거래의 일방에 의하여 작성됨, ③ 약관의 작성자는 그 

서식을 사용하는 다량의 거래에 일상적으로 참여함, ④ 서식은 상대방에게 제안되며, 

가격과 같은 특정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약관의 작성자는 서식에 포함된 내용을 조건으

로 하여서만 거래하려고 함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표시하며, 이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이해됨, ⑤ 협의의 대상이 되는 몇몇 조건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한 후에 상대방이 서식에 서명함, ⑥ 상대방은 약관의 작성자에 비하면 서식에 의하여 

대표되는 거래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음, ⑦ 거래에서 상대방의 중요한 의무는 주로 

대금지급의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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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자 측의 이익을 주로 보장하게 되는 측면을 가진다.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준비된다는 성질은 약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사업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대량계약의 합리화 즉, 대량거래의 신속

한 처리를 위해서이다. 둘째, 사업자는 약관의 사용을 통하여 법적 규율을 

보완한다. 즉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규정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거래를 

상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거래 방식과 기술

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신종의 계약유형들에 대한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법률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할 수 있

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법적 규율을 보완하는 용도로 약관을 사용한

다.60) 특히 사업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적 협

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상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독일에서 약관

논의의 체계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라이저가 일찍이 간파하였듯이 기업들

이 대량계약에 약관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법적 수단에 따른 경제적 

우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노력”61)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약관의 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국제법규에서 약관에 대한 정의를 계약법 분야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국내 약관규제법, 독일민법, 일본민법 개정안에서도 약관에 대한 정의에 

있어 이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관의 정의에서 이미 약관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를 담

고 있음을 말한다. 즉 약관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에서는 

과거에 약관이 법규범 유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계약설 외에도 

규범설이 주장되어 약관의 성질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확립된 

약관의 정의에서는 이미 위와 같은 논쟁이 계약설의 우세로 정리되어 일단

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60) 李銀榮(주 5), 73면 이하; 孫智烈(주 25), 290면 이하; 權五乘, 經濟法, 法文社, 

2015, 558면 이하 참조.

61) Ludwig Raiser, Das Recht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Hermann Gentner 

Verlag, 1961(Neudruck), S. 1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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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관의 법적 성질

Ⅰ.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의 의미

약관의 법적 성질을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락되어 반론이 

없고 누구나 아는 논의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약관

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국내 논의를 확인하여 보면, 도식적으로 정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계약설과 규범설

의 대립이 있고, 약관규제법의 제정 전에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을 보인바 

있으며, 약관규제법을 제정함에 있어 계약설적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는 계약설이 통설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하여 더 

심층적인 논쟁이나 후속 연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①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 약관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약관의 해석방법이 결정된다는 점, ②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에서 계약설이 우세하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약관규제법

이 제정되면서 일단락된 논의로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

겨지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관의 성질에 관하여 상

당히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그 논의에는 약관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는 주장과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인용될 만한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흥

미를 끈다는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중요한 

전제가 되는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같

은 논의가 가지는 함의 및 약관 해석과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Ⅱ. 약관의 법적 성질과 편입합의에 관한 국내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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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학계의 논의

약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약관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이유

는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해외의 학계에

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다. 국내의 학계도 이

에 대하여 몇 갈래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논의는 두 개의 범주 즉, 규범설과 계약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규범설에 따르면, “약관은 독자적ㆍ자생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내용을 규율하게 된다”62)고 한

다. 규범설에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을 수용하여 약관

을 그 거래권 안의 자치법으로 보는 자치법설과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약관에 의한다’는 

사실인 관습 또는 상관습법이 존재하는 결과라고 풀이하는 상관습법설63)이 

포함된다.64) 그러나 적어도 민법학계에서는 현재 규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이 계약법의 원칙이고, 약관을 사용한 계약체

결이라고 하여 이와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약관은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체결 당사자의 합의(편입합의)에 

기하여 비로소 계약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계약설의 입장이다.65)

이와 같이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과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약

62) 孫智烈(주 25), 303면.

63) 梁承圭, 保險法, 三知院, 2005, 70-71면.

64) 梁承圭,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 民事判例硏究 Ⅸ, 1987, 213면 이하에서는 특히 

보통보험약관을 일반적인 보통거래약관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보통보험약관

은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개인주의적 의사주의의 입장

에서 찾는 것은 약관의 효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단체주의적ㆍ

객관주의적 입장에 서서 약관의 구속력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상관습법설을 지

지한다.

65)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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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계약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고, 약관규제법의 제정에 

계약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으로써66) 적어도 현재 민법학계에서

는 약관의 성질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 없이 계약설이 자리잡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67)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이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에 대한 판단에서 약관의 본질이 법규범이 

아닌 계약에 있다고 판시한 예68)를 시작으로 하여,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에서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

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

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

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르면,69) 

판례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이론적 전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근본적인 고민은 실제로 소비자들

이 약관을 전혀 읽어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설의 입장에 따라 단순히 소

비자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관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약관을 

66) 예컨대, 약관규제법 제2조에서 약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거

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약관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 그리

고 제3조에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으로 됨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孫智烈(주 25), 304면 참조.

67) 孫智烈(주 25), 308면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약관의 통용근거를 계약적 합의에서 구

하는 데에 거의 이론이 없으며 약관규제법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법학계에서는 여전히 계약설과 규범설의 대립이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宋沃烈, 商法講義 第5版, 弘文社, 2015, 10면 이하에서는 여전히 약관의 구속

력과 관련하여 의사설과 규범설의 대립을 소개하고 있다.

68)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고에게 피고가 정한 ‘전

기공급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사업법 제

15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

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이 명백한 바, 이러한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

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

다.

69) 아래의 내용은  宋沃烈(주 67), 11면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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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범설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판례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약관에 따르지 않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약관상의 

조건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는 독특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

다”라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특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살핌에 있어 일반적인 

국내의 논의와 달리 ‘거래상대방이 그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약관은 구속력을 가지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는 특수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설의 분류를 계약설과 규범설

의 대립이 아닌 ‘의사설’과 규범설의 대립으로 보고 있음도 눈여겨 볼만

하다. 같은 관점에서 위 견해는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에도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은 본래의 의사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즉,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설에 따를 경우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

고 있다면 그 약관이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내용을 알지 못

하더라도 약관이 적용된다는 생각은 규범설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

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민법학계의 경우 약관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편입

합의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70) 판례의 입장도 

그러하다는 점71)에 비추어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계약설의 분화

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제정 이후로 계약설이 우세하

게 되었지만,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계약설이 ① 순수한 계약설, ② 제한적 계약설, ③ 절

충설로 세분화되었다는 설명도 존재한다.72) 이와 같은 설명은 주류적 설명

70)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55-156면

71)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등

72) 이병준,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編), 세창출판사 2010, 

191-192면 ; 李銀榮(주 5), 102-105면 참조. 孫智烈(주 25), 305면에서도 약관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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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약관에 대한 동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

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순수한 계약설이란 약관이 계약내용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예외 없

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서, 계약설의 대부분의 입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 계약설이란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당사자

들의 합의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의 수권으로 구속력이 인정된다

고 새기는 것이 타당한 일정한 경우가 있다”73)고 하는 입장을 말한다.

한편, 절충설에 따르면 “약관은 법규범이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

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계약초안”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적 성질을 가지

지만, 약관규제법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고객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명시의무를 이행하였

는지 고객이 약관의 편입에 동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약관은 일단 계약에 

편입되며, 단지 명시의무에 위반한 사업자는 고객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약관규제법은 계약설에 접근한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

다.74) 

(4) 각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적어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규범설을 지지하는 상당수

의 학자들이 있었고, 계약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국내의 경우에 있

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제한적 계약설을 소개하고 있다.

73)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0, 24-26 면. 다만, 이 입장은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제한적 계약설’이라 칭하지는 않고,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에서 찾

는 계약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하고 있음에도 위 본문의 설명을 이유로 하여 ‘제

한적 계약설’이라고 분류되고 있다. 

74) 李銀榮(주 5), 104면. 이은영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같은 책 103면에 따르면,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제한적 계약설’을 취하였다가 절충설로 견해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이은영, “소비자계약법의 과제”,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編), 세창출판사, 2010, 

19-21면에 따르면, 약관규제법이 계약설의 입장에서 규정되었지만, 약관의 계약편입에 

대해서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며,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요건으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계약설의 세분화의 한 갈래로 절충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절충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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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5)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규범설이 계약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 기본적인 근거로는 우

선, 근본적으로 기업이 작성한 약관에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권이 

국가에 주어지는 현재의 국가제도에 맞지 아니하며, 사인에 불과한 기업에

게 어떤 근거로 법규범을 작성할 권한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핵심을 이룬다.76) 구체적으로 상관습법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업이 

약관을 작성할 경우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약관을 통하

여 거래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관행이라고 하여 이를 고객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경제적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고 한다.77)

생각건대, 약관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영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약의 부

수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둔 계약초안일 뿐 고객의 동의 없이도 이것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근거 없는 입법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부당하다. 계약의 체결 여부와 방식에 대한 선택은 당사

자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다. 그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약관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약관

에 다른 근거에 의한 구속력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 즉,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고객들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려

고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설령 약관의 내용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객의 선택이며, 약관을 계약의 내

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통하여 약관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절충설은 그 주요한 근거로 약관규제법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고객의 동의를 계약편입의 적극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약관을 사용할 때마다 언제나 채용합의를 해야 한다고 고

75) 심지어, 金學均, “普通去來約款의 拘束力에 관한 小考”, 司法論集 제16집 (1985), 

358면 이하에서는 약관의 본질에 관한 국내 학설을 설명하면서 자치법설과 백지상관습

법설을 들고 있을 뿐 계약설은 소개도 되어 있지 않다. 

76) 孫智烈(주 25), 303면.

77) 金亨培, “普通去來約款에 의한 契約”, 고시연구 제20권 제2호, (1993. 2),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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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다면 대량거래에 있어 신속성을 해치게 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는 점 등을 들고 있다.78) 이에 따라 절충설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명시하

는 것으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며, 고객의 채용합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이 규범과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근

거로 약관이 규범에 준한다고 보거나 계약설을 수정해야 할 이유라고 보기

는 어렵다.79) 또한, 약관이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그 근간은 계약이라

고 하면서도 약관의 편입에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거에 관한 계약설의 자기부정”80)이며, 단적으로 말

하면 계약설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약관규제법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고객의 동의를 계약편입의 적극적인 요건으

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부적절하다. 약관규제법 제2조에서 약관

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상, 약관이 계약으로서 구속력

을 가지기 위해서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규범설의 잔재

보험법학계에서는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규범설이 최근까지 주

장되기도 한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를 될 수 있는 한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이 달라져

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이러한 근거에서 보통보험약관은 독자적ㆍ자생적

인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한다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소개되기도 한다.81) 이에 따르면 “보험

78) 李銀榮(주 5), 104면, 105면, 113면.

79) 孫智烈(주 25), 305면

80)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55면.

81) 宋沃烈(주 67), 11면. 한편, 梁承圭(주 64), 213면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

조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구성요소로 할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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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일반적인 법규범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미리 준비된 계약규

범 또는 법대행적 기능”82)을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은 보험업의 특

성상 약관의 구속력을 더 강하게 인정하려는 객관주의 내지 단체주의적 이

론 구성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계약은 약관을 통하는 것

이 사실인 관습 또는 상관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관습법설을 

지지하고 있다.83) 이와 같은 입장이 특히 보험약관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

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계약법의 단체성에서 기인한다. 보험제도는  

동질적인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분산하여 평균화

함으로써 일정한 양의 보험금을 부담하고 이를 통하여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84) 보험의 이러

한 단체성으로부터 보험단체에 속한 각 개인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개별 구성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필요성이 다른 계약에 비하여 

보다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85) 이와 같은 보험거래에 있어서는 특

정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의 단체성을 위태롭게 하므로 보험거래에 있어서는 평등한 대우

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위반되었을 경우 사업자

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상법 제638

조의3에서는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계약

자에게 3개월 이내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86)는 비록 이 규정을 

82) 梁承圭(주 63), 70면.

83) 실제로, 국내에서 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규범설을 지지한 학자들은 주로 상법

학자들이었으며, 규범설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거래는 약관에 따른다고 하는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보는 상관습법설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孫珠瓚, 商法(上), 博英社, 

1981, 79면; 鄭熙喆, 商法學原論(上), 博英社, 1984, 49면 참조.

84) 梁承圭(주 63), 54-55면. 

85) 이와 관련하여 梁承圭(주 64), 209면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위험단체의 관념

(Gedanken der Gefahrengemeinschaft)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그 구성원을 개별적으

로 다루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한

다.

86)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

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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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법

의 규정만으로 보면 이 규정은 보험약관의 경우 교부나 설명이 없더라도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 구속력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 분야에 대

하여 규범설이 일반적인 약관논의의 경우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이

유가 되기도 한다.87)

한편, 규범설적 입장이 과연 일반적인 약관에 관한 논의에서 사라진 것

인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약관규제법에서 전반적으로 계약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개개 고객의 구체적 사정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

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

석하는 것은 규범설적 입장의 반영으로 생각되기도 한다.88) 이에 대한 상

세한 논의는 아래 제4장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다.

2.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의 성질 및 양태에 관한 국내 논의 – 독일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약관은 단지 계약의 초안일 뿐이고, 고객의 동의를 통해서만 계약의 내

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

결).

87) 최병규, “약관설명의무에서 정보제공의무로의 발전방안”, 경제법연구 제11권 1호 

(2012), 121면 이하에 따르면, 약관규제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638조의3에서 특별히 설명의무와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여 보험계약

자의 취소권은 상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

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된다고 보는 

입장을 유력설로 지칭하며 상당수 동지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88) 이병준,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선진상사

법률연구 통권 제74호 (2016. 4), 20면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약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영역에서 마치 법규와 동일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특

히 약관이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률이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수범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규범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 38 -

용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계약

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동의는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설명되고 있는 전형적

인 계약성립의 경우와 완전히 같은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사실 국내 논의

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약관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

행되다가 결국 계약설이 주도권을 잡은 후 학계와 판례의 관심은 주로 약

관의 통제방식에 집중되었다.89) 하지만, 국내의 법학계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의를 살

펴보면,90) 그 핵심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합

의’가 전형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동의와 같은 성질의 것인가의 

문제 혹은 ‘동의의 흠결’91)에 관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92) 물론 미

국의 경우 우리와 법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우리와 같은 방식의 약관규제

를 위한 특별법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서 기인하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존

재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법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약관에 대한 동의가 계약법상 

일반적인 논의로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동의와 같은 것인지에 대한 

89) 장경환,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權五乘 編 公正去來法講義 Ⅱ, 法文社(2000), 487

면에 따르면, 약관의 법학적 논의는 “약관의 고객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를 규명하는 

약관본질론과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

를 마련하는 약관규제론”으로 나눌 수 있고, 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독일 구 

약관규제법,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 계약설에 입각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그 논의를 일단락 짓게 되었으며, 오늘날 약관에 관한 논의는 본질론에서 규제론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金永甲, “약관규제법 운용상의 문제점”, 權五乘 

編 公正去來法講義, 法文社, 1996, 80면에서도 같은 취지.

90)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 본문 ‘제2장 제2절 Ⅲ. 미국에서의 약관의 편입합의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에서 다루기로 한다.

91) 梁明朝, “美國에 있어서의 約款規制”, 企業法의 現代的 課題(행솔 李泰魯敎授華甲紀

念論文集),  1992, 313면에 따르면, “미국법에서 보통거래약관의 규제를 위하여 사용

한 세 가지 대표적 이론은 계약의 해석이론, 동의의 하자이론, 비양심성의 법리이다”

라고 설명한다.

92) 孫智烈(주 25), 304면에서는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어떻게 보는

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법률행위 이론, 의사추정 이론, 부합계약 이론 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와 같은 학설은 국내 학설이 아닌 일본의 학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약관규제법과 같은 특별법을 갖추지 못한 일본에서도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였는바, 위 학설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

서는 金曾漢 編輯代表, 註釋債權各則 1, 韓國司法行政學會, 1985, 59면(孫智烈 집필부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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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은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논

의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론적 공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하는 편입합

의는 ① “일반적인 계약적 합의와는 달리 약관을 전체로서 계약내용에 편

입시킨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이고 “묵시적인 승낙이라도 무방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고 양

해한 정도”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거나,93) ② “편입합의는 계약의 일정

부분을 사업자의 약관에 맡기는 일종의 「授權約定」 또는 상대방으로 하

여금 그 안을 채우도록 하는 「테두리약정」”으로서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고94) 이것은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서 동의하는 것과 다르므로 

약관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편입합의가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며,95) 이

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판례라고 하여 다르

지 않고, 판례도 약관의 편입합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96) 그리고 이

러한 설명에 대한 근거로 “약관의 유용성과 약관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는 거래현실에 비추어 약관 편입합의의 성립요건은 이를 대

폭 완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97) 

정리하자면, 약관에 대한 합의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인 합의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는 포괄적 합의 즉, 약관의 내용

을 알고 그에 동의하는 의미에서의 합의라기보다는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합의이며,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약관에 대한 합의에 그와 같은 

93) 孫智烈(주 25), 308면.

94) 池元林(주 16), 1247면에서도 고객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95)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55-156면.

96) 대법원 1992. 7.28. 선고 91다5624 판결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은행거래약관도 다

른 일반거래약관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 즉 예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

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

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97) 孫智烈(주 25),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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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약관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 그 구속력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98) 

규범설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도 약관에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99) 즉, 규범설에 의하면 약관 그 자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약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고객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합의를 할 수는 있다. 따라서 계약설에 의

하더라도 고객이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 즉,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그

에 법적으로 구속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

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래에서 살피게 

되는 바와 같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편입합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합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구속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계약설 내에서도 존

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국내에서 계약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논쟁은 오히려 미국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의 약관논의에서는 약관의 편입합의에 

관한 논의를 계약법상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비교하여 그 동일성이나 차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 약관규제법의 모델을 제공한 독일만 보더라도 독일민법 제

98) 이병준,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 소비자법과 민법(이은영 編), 세창출판사, 2010, 

195면에 따르면 학설의 입장은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하여 높은 수

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약관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하기 때문에 고객이 명시적으로 약관의 편입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99) 예컨대, 池元林(주 16), 1247면에 따르면 “규범설에 의하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

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나아가 고객이 약관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계약설에 의하면 고객이 약관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하여야 약관이 구속력을 가진다”라

고 하고 있다. 宋沃烈(주 67), 11면에서도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도 구속력이 발

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규범설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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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에서 약관의 편입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약관

의 편입합의를 계약법상의 계약의 성립요건인 합의와 동일시하거나100) 계

약법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

컨대, 동의의 형태로서 고객의 동의는 서면으로 또는 명백히 표시될 필요

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약관의 효력에 관한 동의(Einverständnis)로 간주되

는 행위로 족하다고 하거나,101)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에는 명시적인 동

의(ausdrückliche Zustimmung)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실제로 인지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102) 동의는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약관전체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한다.103) 제151조104)와의 관계상, 추단적인 승낙(konkludente Annahme)

으로도 족하고,105) 만일 고객이 약관의 편입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면,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19조106)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고 설명되기도 한다.107) 더 나아가 약관의 편입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100) 예컨대, Schlosser(주 38), §305, Rn. 159, 160에 따르면, 제305조 제2항에서 약관

의 편입요건으로 약관의 지적 외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 전통적 법률행위원

칙의 확인(eine Bestätigung traditioneller rechtsgeschäftlicher Grundsätze)”이라

고 하며, 고객이 약관에 서명하였다면 약관을 읽지 않았어도 그 약관은 계약의 구성요

소가 된다고 한다. 

101) MükoBGB/Basedow BGB §305, Rn. 83. 이러한 설명은 국내 논의와 비슷한 부분이 있

다.

102) Ulmer/Habersack(주 23), §305 BGB, Rn. 161.

103) Pfeiffer in: Wolf/Lindacher/Pfeiffer, AGB-Recht Kommentar, 5. Aufl., 2009, 

§305 BGB, Rn. 104.

104) 독일민법 제151조(청약자에의 표시가 없는 승낙) 승낙이 청약자에 대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약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은 청약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청약

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약 또는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진다.

105) Pfeiffer(주 103), §305 BGB, Rn. 105

106) 독일민법 제119조(착오로 인한 취소) ①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내용에 관하여 착오

가 있었거나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 자체를 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은, 그가 그 사실

을 알고 또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

정되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람이나 물건의 성상에 관한 착오도, 그 성상이 거래상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착오로 본다. 

107) Pfeiffer(주 103), §305 BGB, Rn. 108; Ulmer/Habersack(주 23), §305 BGB, Rn. 

161-162. 다만, Ulmer/Habersack(주 23), §305 BGB Rn. 118 이하에 따르면,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와 일반적 계약법과의 차이로 ① 약관의 사용자의 청약에서 약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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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5조 제2항과 일반적 계약법과의 관계를 살펴 약관의 편입은 일반

적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독일민법상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

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며, 다만 이에 대하여 소수의 변경이 이루

어졌을 뿐인데 그것은 ① 일반적인 계약에서와 달리 사용자의 편입의 의사

표시가 추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약관의 명시적인 지적

(ausdrücklicher Hinweis)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②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

약성립의 요건을 넘어서며,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고객보호의 개선

(Verbesserung des Kundenschutzes)에 있다고 본다.108) 

그렇다면 왜 국내학계에서는 약관의 편입합의와 계약법상의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동의의 관계에 대한 고민 특히 약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도 

약관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

은 불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가? 이러한 물

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우선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

졌던 약관의 계약적 성질 여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국

내논의에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Ⅲ. 미국에서 약관의 편입합의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한국에는 약관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고, 독일은 구 약관규제법의 

내용이 독일민법 제305조 이하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약관에 특정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에는 적용대상을 약관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계약법」으로 

시적인 지적이 요구되므로, 제157조에서 거래관행을 계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과 달리 거래관행은 해석의 기준에서 탈락된다는 점 ② 추가적인 편입요건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기대가능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

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인식없이 약관의 편입에 

동의하는 것은 고객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③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경우와 달리 약

관에 대하여 특별규정으로 제306조 즉 일부무효의 경우 유효의 법리가 적용되고 제

139조(일부무효)의 법리가 배제되며, AGB의 편입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제1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8) Markus Stoffels, AGB-Recht, 3. Aufl. C.H.Beck, 2015, Rn. 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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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규율하고 있지만, 약관에 대한 논의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꽤 일찍부

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을 

민법 개정안에 담고 있다. 우리와 근본적인 법체계부터 다른 미국의 경우

에도 약관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일찍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109) 그럼에도 약관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독일의 논의보다 상대적으

로 적게 국내에 소개된 것은 독일의 경우 약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

별법이나 법률조항들이 존재하여 우리의 약관규제법에 관한 논의와 비교분

석이 가능한 반면, 미국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계약법상의 법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110) 약관의 본질에 관련된 논의

로는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성질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즉, 일반적 계약법이론에서 양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상 그리고 이를 통한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달리 약

관을 통한 계약에서는 약관에 대한 동의가 일반 계약에 있어서의 합의과정

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계약법으로 포섭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특히 약관의 계약적 성질 및 약관의 동

의의 특성에 관한 과거의 대표적 논의들과 최근의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109) Zamir(주 33), p. 2096에 따르면, 최근 몇십년 간 표준서식계약(standard-form 

contracts)만큼 계약법학계의 관심을 끈 주제도 드물다고 한다.

110) Eyal Zamir, 앞의 글, p. 2096에 따르면, 미국 계약법은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작성자 불리의 원칙(interpretation against drafter),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등 전통적인 툴을 사용하여 약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해 왔는데, 약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국사회의 개인주의적 풍조, 정부규제에 

대한 뿌리깊은 의심 내지는 적대감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시카

고 스타일의 우파적인 경제학적 분석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한국법과 미국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법은 경제적ㆍ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방안에 접근하

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약관 규제에 있어 미국 사법부의 역할과 입법

부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 국내 자료로는 가정준, “소비자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

각”, 東亞法學 제46호, (2010. 2) 참조. 미국에서의 약관규제에 관한 논의를 편입통

제, 해석통제, 내용통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자료로는 한기정, “미국 약

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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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성질 및 약관에 대한 동의에 관한 논의

(1) 과거의 논의 

1) 르웰린의 ‘포괄적 동의’론

미국에서 약관에 대한 논의는 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111) 약관에 대한 

동의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칼 르웰린(Karl N. Llewellyn)으로부터 본격화된

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르웰린은 1960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The 

Common Law Tradition」112)에서 기존의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대한 학계

와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학설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전통적인 계약성립론을 

적용하여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제안에 대한 고객의 수락을 동의로 포섭하

려고 한 것에 비하여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서 이러한 의미의 특정한 내용

에 대한 동의는 없으며, 약관을 통한 계약에서는 소수의 협의된 조항에 대

한 구체적인 동의(specific assent)와 그 밖에 그 협의된 조항의 합리적 의미

를 변경시키거나 형해화하지 않는 한도에서 비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지 

않은 조항들에 대한 “포괄적 동의(blanket assent)”가 존재한다고 함으로

써113) 오늘날 약관에 대한 동의에서 익숙한 개념인 “포괄적 동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약관에 대한 포괄적 동의는 해당 조항이 

111) 미국에서 약관에 관한 논의에 관한 초기 문헌으로는“신분에서 계약으로(Status to 

Contract)”운동이 진보적인 사회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던 헨리 메인(Henry S. 

Maine)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오히려 신

분의 시대로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보며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현대에 이르러 개인

들 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계약이 아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같이 규정

화된 계약에 지배되고 있는 현상을 들고 있는 Nathan Isaacs, “The Standardizing 

of Contracts”, 27 Yale L. J. 34 (1917. 11);  미국에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Edwin W. Patterson “The Delivery of a Life 

Insurance Policy” 33 Harv. L. Rev. 198 (1919. 12); 대량생산으로 인한 새로운 유

형의 계약으로서 정형계약의 발생, 기능과 해석을 다루고 ‘계약의 자유’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Friedrich Kessler, “Contracts of Adhesion: Some Thoughts about 

Freedom of Contract”, 43 Colum. L. Rev. 629 (1943) 등을 들 수 있다.

112) Karl N. Llewellyn, The Common Law Tradition, Little, Brown & Co., 1960.

113) Llewellyn(주 112),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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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부연하면, 약

관은 일괄적으로 동의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 일괄적으로 동의된 조항들

이 ① 다른 협의된 조항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손상하지 않고 ② 특별하거

나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

된다. 요컨대, 르웰린에 따르면,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포괄

적 동의로 인하여 약관은 계약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슬로슨의 이론

데이빗 슬로슨(W. David Slawson)은 1971년에 쓰여진 그의 논문에서 계

약의 99퍼센트 이상이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기업이 약관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사적 입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114) 약관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슬로슨은 약관이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됨으로써 그 구속력이 인정되고 계약은 당사자들에 동의에 

의한 약정을 의미하지만,115)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동의가 실제로 존재하

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즉시 약관은 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고 한다.116) 즉 고객은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 심지어 그 존재조

차도 모를 경우가 있으므로 그의 동의가 표명(manifestation)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7) 이에 따라 그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약관을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산

(property)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118) 요컨대, 

114) W. David Slawson, “Standard Form Contracts and Democratic Control of Lawmaking 

Power”, 84 Harv. L. Rev. 529 (1971. 1), pp. 529-530.

115) Slawson, 앞의 글, pp. 539-540.

116) Slawson, 앞의 글, p. 541.

117) Slawson, 앞의 글, p. 544. 특히 W. David Slawson, Binding promises: the late 

20th century reformation of contract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20-21에 따르면, 약관에 있어서 동의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던 과거의 견해들은 

미국 계약법에서 객관설이 의사설에 우세하였음과 관계되기도 하는데, 의사설에 의하

면 계약에 있어서의 동의는 실질적인 동의일 것을 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지속될 것을 

요하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그들의 동의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동

의는 형식적인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객관설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그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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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슨은 르웰린과 달리119) 약관의 경우 고객들이 약관의 내용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약관에 대하여 동의를 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약관의 계약성을 부정하였다. 

3) 래코프의 이론

르웰린 이후로도 르웰린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그 밖에 약관을 통한 계

약 체결의 성질에 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120) 그 중에 래코프의 

견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부합계약의 사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

법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121)라는 케슬러(Kessler)의 말을 인용하

면서 시작되는 그의 논문은 그 이전의 약관논의에서 약관의 구속력이 일반

적으로 인정된 반면,122) 약관은 일단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

118)  W. David Slawson, “Mass Contract: Lawful Fraud in California”, 48 S. CAL. L. 

Rev. 1 (1974), p. 14. 

119) W. David Slawson, “The New Meaning of Contract: The Transformation of 

Contracts Law by Standard Forms”, 46 U. Pitt. L. Rev. 21 (1984), pp. 32-37에

서는 르웰린의 ‘포괄적 동의’의 개념을 비롯한 그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120)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John Murray, Unconscionability, 31 U. PITT. L. REV. 1 

(1969)로 이 글에서는 진정한 동의(genuine assent)와 외견적 동의(apparent 

assent)를 구분하고 약관에 대해서는 주로 외견적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외

견적 동의란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로서 약관에 대한 외견적 동의가 있는 경우 약관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약관을 계약의 일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한 특성으로 인식하여 

고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관에 대하여 상품의 안전성과 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으로 Arthur Allen Leff, 

“Contract as Thing”, 19 Amer. Univ. L. Rev. 131 (1970), Daniel Schwarcz, A 

Product Liability Theory for the Judicial Regulation of Insurance, 48 Wm. & 

Mary L. Rev. 1389 (2007) 등이 있다. 한편, 래코프 교수는 그의 논문 Todd D. 

Rakoff, “Contracts of Adhesion: An Essay in Reconstruction”, 96 Harv. L. Rev. 

1173 (1983. 4), 1198면 이하에서 르웰린에 대해서는 약관에 대하여 “사법적 해결

(private law solution)”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레프(Leff)와 슬로슨에 대해서는 

약관에 “공법적 접근(Public law approach)”을 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121) Kessler(주 111), p. 636.

122) Rakoff(주 120), p. 1185에 따르면 약관에 대하여 전통적인 이론은 4가지의 명제 즉

① 거래 상대방이 약관에 서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그는 약관을 읽을 기회를 가졌고, 그의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이것은 계

약의 구속력에 대한 기초가 된다는 점, ② 상대방이 실제로 약관의 내용을 읽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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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123) 그의 논문은 기존의 석학들이 

전통적 계약법적 관점에서 약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데,124) 특히 르웰린은 기존의 사법체계 내에서 전통적인 해결방식을 완화

하면서 부합계약을 위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고 르웰

린의 “포괄적 동의” 개념만한 것을 찾기 어렵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계

약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동의개념은 허구적이거나 억지스럽다고 한다.125)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들은 약관에 대한 서명이 약관에 대한 고객들의 동의

를 의미한다고 보지만, 고객들은 약관을 읽거나 이해하지도 않고 약관의 

작성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126) 따라서 그는 고객의 서명을 통하여 

고객의 동의를 인정함으로써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기존의 입장들을 

비판하고, 이와 반대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약관의 구속력에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일단 어느 대상이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127) 그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 조건들(terms)을 

당사자들에 의하여 협상되는 조건으로서의 ‘보이는 부분’과 그 밖의 협

해하였는지, 주관적으로 그에 동의하였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 ③ 상대

방의 동의는 약관의 모든 조건에 대한 것이라는 점, ④ 위의 3가지 명제에 대한 예외

의 범주는 협소하며, 특히 약관의 작성자가 약관을 지적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 고객의 항변이 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상대방은 약관작성자

의 적극적 행위로 인하여 약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항변할 수 

있다는 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래코프는 이러한 명제들이 명백히 계약에 대한 객관

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한다.

123) 래코프는 이후 2007년에 발간된 글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이와 같은 견해가 옳다고 생

각되며 이 논지를 비판하는 논문들을 읽고서도 설득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Todd D. Rakoff, “The Law and Sociology of Boilerplate”, Boilerplate(edited by 

Omri Ben-Shah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200

124) 래코프는 약관에 기존의 전통적 계약법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대의 상황에 있어 많

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Rakoff(주 120), pp. 1189]. 즉, 현대에 이르러 

계약의 자유는 사회적 강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약관은 약관의 작성자를 법적 제한

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착취라고 할 수 있으며, 

약관을 모든 자들의 자유를 이루기 위한 협력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약관은 인간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필요에 의하여 발전하였을 뿐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해야할 일은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Rakoff(주 120), pp. 1235-1237]. 

125) Rakoff(주 120), p. 1206.

126) Rakoff(주 120), p. 1187

127) 래코프가 주장하는 약관 또는 부합계약의 요소에 대해서는 본문 제2장 제1절 Ⅱ. 3. 

그밖에 해외 규범에서 약관의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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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이는 부분

은 일반적인 계약법 원리에 의하여 그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되, 보이지 않

는 부분은 적극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속력이 인정되어서는 아

니 된다고 주장한다.128) 결국 그의 의견에 있어 기존의 입장들과의 차이를 

정리하면, 기존의 견해들은 약관에 대한 고객의 서명을 고객의 동의로 보

고 기존의 계약법 원리를 적용하여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였던 반면, 약

관의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제

안한 방식대로라면 점점 약관의 사용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

관의 일반적인 구속력을 부인하고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약관

작성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현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을 무력화시키

는 이상적인 분석틀이 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약관에 대한 고객

들의 서명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 그가 분류한 방식인 보이는 조건과 보이지 않는 조건이라는 용어

의 적절성도 의문스럽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에 다른 학자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최근의 논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총

괄적으로 비평하기로 한다.

(2) 최근의 논의

미국에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흠결에 관한 논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

는데, 이를 단순하게 두 진영129)으로 분류하면, 그 하나는 법경제학자들130)

128) Rakoff(주 120), p. 1250. 그에 따르면, 협상된 조건들은 보이는 조건이지만, 어느 

조건이 수용/거부의 방식으로 약관작성자에 의하여 제안되었다고 하여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고객들이 선택하였을 것으

로 기대되는 조건들도 ‘보이는 조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

는 조건이란 단순한 형태의 일반적인 계약에서 명시적인 내용 즉, 가격조건(그것이 

협상되었건 아니건 간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보

이지 않는 조건’이라고 한다. 다만 래코프도 보이는 조건과 보이지 않는 조건을 구

분하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님을 인정한다.

129) 벤-샤하르는 그의 논문 Omri Ben-Shahar,“Regulation through Boilerplate: An 

Apologia”, 112 Michigan Law Review 883 (2013), p. 885에서 약관논쟁에 있어서 이 

두 진영을 자율주의자(autonomist)와 약관옹호주의자(boilerplate apologist)로 분

류하고  있다.



- 49 -

이 주를 이루는 주장으로서 약관에 대한 서명은 약관의 내용에 대한 동의

를 의미하고 이것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되며, 실제로 고객들이 약관

의 내용을 읽거나 이해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약관의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율을 근거로 하여 약관에 대

한 서명은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인 동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

의이고, 약관을 통한 거래에는 당사자 간에 협상이란 없으며, 고객들은 어

쩔 수 없이 약관에 동의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이러한 약관에 대한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는 없고,131) 약관에 대한 계약의 성립은 문제가 있다

고 보는 입장이다.132) 이러한 입장들 간의 논쟁은 최근 마가렛 래이딘

(Margaret J. Radin)이 발간한 저서 「Boilerplate」133)에 의하여 더욱 촉발

130) 최근에 약관논쟁에서 이러한 주장을 대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자로는 시

카고 대학교수인 벤-샤하르를 들 수 있으며, 그는 2006년 약관 분야의 석학들을 모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발표내용을 편집하여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Omri 

Ben-Shahar ed., Boilerplate: The Foundation of Market Contr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최근에는 약관에 대한 내용을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기업

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고객들에게 오히려 해

가 된다는 취지의 저서 Omri Ben-ShaharㆍCarl E. Schneider, More Than You Wanted 

to Know: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를 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문헌으로 Douglas G. Baird, “The 

Boilerplate Puzzle”, 104 Mich. L. Rev. 933 (2005)에 따르면, 약관에 대한 논쟁이 

수십년간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하면서, 약관에 의미있는 협상이 없다는 이유로 약

관을 문제삼기는 어려우며, 약관은 반경쟁적 계약조건을 줄이고, 오표시 문제를 해결

하는 등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다. 또한, Randy E. Barnett, “Consenting to 

Form Contracts”, 71 Fordham L. Rev. 627 (2002)에서 그는 약관에 대한 서명은 약

관의 구속력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31) 이러한 입장에는 앞에서 살펴본 래코프와 슬로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 

본문에서 소개할 래이딘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래이딘은 Margaret Jane Radin, 

“What Boilerplate said: A response to Omri Ben-Shahar(and a Diagnosis), U of 

Michigan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392(2014. 2), pp.3-4에서 벤-샤하르가 약

관논쟁에 있어서 양 진영을 자율주의자와 약관옹호자로 나누고 래이딘을 자율주의자

에 포함시켰지만, 자신은 약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벤

-샤하르가 다른 대부분의 법경제학자들과 같이 계약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

상이고 그 계약의 자유가 선택의 자유에 의존한다고 믿고 있다면, 벤-샤하르 자신도 

자율주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32) 약관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여 가장 최근까지의 미국 약관논쟁사의 요약은 Ching(주 

58), pp. 11-19 참조.

133) Margaret Jane Radin, Boilerplate: The Fine Print, Vanishing Rights, and the 

Rule Of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이 책의 발간 후 상당수의 비평이 

쏟아졌으며, 이 책에 대한 비평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의 대표적인 예로는 O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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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래이딘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검

토하고 이러한 입장들의 타당성 혹은 국내논의로의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

해 보기로 한다.

1) 래이딘134)의 이론 – ‘알고 하는 동의’의 관점에서

래이딘의 견해는 기존에 주장되지 않은 신선한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녀의 핵심주장은 ① “약관은 계약이 아니다”라는 점,135) ② 

약관은 불법행위법리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 ③ 약관을 통제하는 

Ben-Shahar, “Regulation through Boilerplate: An Apologia”, 112 Michigan Law 

Review 883(2014. 4); Michelle E. Boardman, “Consent and Sensibility: A Review 

of Margaret Jane Radin's Book, 'Boilerplate: The Fine Print, Vanishing Rights, 

and the Rule of Law'”, 127 Harv. L. Rev. 1967, (2014. 5); Steven W. Feldman, 

“Mutual Assent, Normative Degradation, and Mass Market Standard Form 

Contracts”,  62 Clev. St. L. Rev. 373 (2014); Brian H. Bix, “Boilerplate, 

Freedom of Contract, and Democratic Degradation”, 49 Tulsa L. Rev. 501 

(2013); Andrew S. Gold, “Contracts with and without degradation”, 40 Cap. U. 

L. Rev. 657 (2012); Nancy S. Kim, “Boilerplate and Consent” 17 Green Bag 2d 

293 (2014)등이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책과 논문에서 이 책의 논지가 인용되거나 비

판되었다. 특히 이 책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Steven W. Feldman, 

“Mutual Assent, Normative Degradation, and Mass Market Standard Form 

Contracts”, 62 Clev. St. L. Rev. 373 (2014), p. 37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책에 미국학계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근간을 흔드는(groundbreaking)”, 

“대작(masterpiece)” 또는 “위대한 업적(a great achievement)”와 같은 찬사들이 쏟

아졌다고 소개하고 있다. 

134) 래이딘의 다른 논의주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저서인 스콧 래, 폴 콕스 저(김상득 

옮김), 생명윤리학, 살림, 2004; 리차드 모즈너 저(이민아, 이은지 역), 성과 이성, 

말글빛냄, 2007 등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마가렛 래댕”, “마거릿 제인 라딘”이라

고 소개하고 있고, 박설아, “최근 미국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쟁 검토”, 경쟁법연구 

32권 (2015)에서는 “래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 그녀의 이름은 “래이든” 

혹은 “래이딘”에 가까운 발음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래이딘”으로 한글이름을 표기하기로 한다.

135) Ben-Shahar(주 133), p. 883에서 “당신들은 래이딘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입장인 자들이 오랫동안 입밖에 소리내어 외치기를 주저한 명제로서 

‘약관은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비평의 글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작 래이딘은 벤-샤하르에 대한 반박의 글인 Radin(주 131), pp. 2-3에서 

자신은 “약관은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대량거래시장에서 사용되며 불법행위법리로 규제되어도 좋을 만큼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상당수의 “불쾌한(offending)” 약관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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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이나 ‘공서(public policy)’의 법리

를 대체하는 새로운 분석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좁혀질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관한 논의와 관

련된 주장으로서 ‘약관에는 진정한 동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을 다루기로 한다.136)  

우선 래이딘에 따르면, 약관이 없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간

의 자유로운 교섭이 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

치를 포기하는 선택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계약이 위반될 경우 구제수

단을 추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전제한다.137) 그런데 약관을 사용한 거

래에서는 고객들이 약관의 내용을 읽거나 이해하지 않고 때로는 부지불식

간에 약관의 존재도 깨닫지 못한 채 계약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

업들이 고객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조항을 

담아 사용하는 약관을 통하여 고객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 예컨

대,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적절한 손해배상의 권리 등을 박탈당하게 된다

는 것이다.138) 

이러한 래이딘의 주장에는 계약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동의와 관련하여 

이것이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139)이어야 함이 전제되어 있

다. 즉, 자신이 서명하는 약관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법적 권리가 제한되는

지 그 약관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명당

사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약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여 문제

136) 그 밖에 래이딘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박설아

(주 134) 참조.

137) Radin(주 133), pp. 4-5.

138) Radin(주 133), pp. 8-14. 이러한 논지는 계속 이어져 래이딘에게 약관의 사용은 계

약법상의 ‘동의’의 의미를 잠식시킴으로써 당사자 간의 동의를 계약성립의 필수요

소로 하는 계약법의 체계를 퇴보시킨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퇴보(normative 

degradation)이며, 민주적 절차와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온 많은 권리

를 박탈하고 법의 지배를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퇴보(democratic degradation)

를 가져온다고 한다(래이딘, 앞의 책, pp. 19-52). 

139) Radin(주 133), p. 21에 따르면, “알고 하는 동의”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무언가

에 동의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최소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자신의 동의하는 

조항의 내용 및 그 법적 효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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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특히, 약관에 대한 서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완전한 무지

(sheer Ignorance)”140), “체험적 편향(heuristic bias)”141)으로 인하여 약관

에 대한 동의는 온전한 의미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에 대한 래이딘의 견해를 요약하자면, ① 약관

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거나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있다

면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내용에 종속된다고 볼 

수도 없고, ② 약관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들이 무엇에 동의하

였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때의 동의는 문제가 있으며,142) ③ 사용자

들이 실제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동의를 하였어야 한다거나 동

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의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예컨대, 

‘포괄적 동의’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적 거래의 기본 전제 

즉, 자유로운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교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래이딘은 왜 이러한 

동의 개념을 끌어들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래이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치 즉,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어 온 민주주의와 사적 자치의 중

140) Radin(주 133), pp. 21-23에 따르면, “완전한 무지”란 “알고 하는 동의”가 결여

된 상태이다. 이러한 개념은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에 상응하여 만들

어진 것으로 보인다. Barnett(주 130), p. 631에 따르면, 대부분의 계약서식의 상당

부분은 그 부분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 서식을 받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읽거나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법경제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이 글에 따르면 일

찍이 래코프의 부합계약에 관한 논문에서 래코프는 약관의 사용에 대하여 이러한 개

념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141) Radin(주 133), p. 26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능숙하지 못한데 어

떤 위험한 일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그러한 위험은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을 약관에 도입하여 

보면, 약관에서 면책조항을 두거나, 재판청구권을 배제하거나 하는 조항 등이 있어도 

고객들은 그러한 조항으로 이하여 자신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아주 낮

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42) Radin(주 133), pp. 72-80에 따르면, 법경제학자들은 약관을 통한 거래에서 여전히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과 동의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 법적 권리를 포기

하는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고, 

기업들은 실제로 약관의 사용으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는 비용을 가격인하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려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약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가격인하의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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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그리고 법의 지배의 수호에 기반하여 계약이론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동의의 개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래이딘은 악의적인 약관을 통하여 기업이 개인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퇴보’나 ‘시장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Market-Inalienable Right)’143)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래이딘의 입장은 도덕적 혹은 제도적 당위를 

강조하고, 다분히 가치지향적이다. 또한, 래이딘의 이러한 논지는 계약에 

있어서의 동의에 관한 기존의 논쟁 즉, 주관설과 객관설의 논쟁144)을 떠올

리게 한다. 래이딘은 의사설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선

택으로서의 동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45)

2) 비판적 입장

래이딘이 주로 법경제학자들의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경제학자 진영에서 비평의 글을 내놓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

운 일이다. 벤-샤하르도 다른 대부분의 비평들처럼 계약의 성립요소로서의 

143) Radin(주 133), pp. 159-161. 래이딘은 권리의 양도가능성과 관련하여 완전한 동의가 

있더라도 법체제가 양도를 불허하는 것을 거래할 수는 없으며 국가에 의하여 주어지

고 유지되는 모든 권리가 시장에서 양도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래이딘

은 본래 재산법 분야에서 “시장에서의 비양도성(market-inalienability)” 개념을 

가지고 거래를 통하여 양도될 수 없는 물건이나 권리(entitlements)의 존재를 설파하

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개념은 래이딘의 또 다른 저서 Margaret J. Radin, 

Contested Commod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144) 주관설(subjective theory)과 객관설(objective theory)의 대립은 당사자의 진정한 

주관적 의도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외견상 표시된 의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할 것

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판스워쓰에 따르면, 19세기 말에 객관설이 우세하게 

되고 오늘날 법원에서는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하 영미법에서 

의사설과 객관설의 대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Farnsworth(주 57), p. 114 이하 참

조.

145) 반대로, Farnsworth(주 57), p. 287에서 설명하고 있는 객관설에 따르면, 일방 당사

자는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한 것이고, 자신의 행동의 법적 결과를 의도하

였거나 이해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약관을 읽지 

않았다거나 약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

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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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대한 래이딘의 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146)

우선 래이딘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질을 문제삼으며 계약에 있어서 동의

는 ‘알고 하는 동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벤-샤하르는 기본

적으로 동의의 문제는 약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계약에서

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단순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 사이

에는 계약의 주요 내용 예컨대 매매대상과 가격 등이 합의될 뿐 다른 내용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건이 통상적인 용도에 

걸맞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모두 

합의에 의하여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벤-샤하르의 생각에 따르면 

계약에 있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알고 하는 동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임의규정이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보완될 것이며,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는 것

과 관행 등의 불명확하고 유동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을 비교하면 차라리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명쾌할 수 있다.147) 

또한, 고객들에게 ‘알고 하는 동의’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이

상적인 것으로서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일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정보제공(disclosure)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관련하여서도 대다수

의 사람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권리의 제한을 알고서도 저렴한 비

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보증기간이 짧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함

으로써 기꺼이 권리와 가격 간의 맞교환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148) 즉 

146) 아래 본문의 내용은 Ben-Shahar(주 133), pp. 885-89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47) 이와 관련하여 벤-샤하르는 래이딘이 ‘알고 하는 동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이 가져올 가격효과는 외면하고 있으며[Ben-Shahar(주 133), p. 895],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몇 가지의 권리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포기될 수 없다고 본

다거나, 나약한 개인들이 무모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강제적 자치주의(mandatory autonomism)”에 해당하고, 이러한 입장

은 사적 자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

한다.

148) 이에 대하여 Nancy S. Kim, “Boilerplate and Consent” 17 Green Bag 2d 293 

(2014), p. 300은 기업들이 약관사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자신들이 향유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의 형태로 전가한다는 것은 약관지지론자들이 흔히 취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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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이러한 선택도 경제성을 감안한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149)

한편, 보드먼(Boardman)도 래이딘이 주장하는 진정한 동의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에서는 약관뿐만 아니라 다른 합의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

다.150) 부연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동의는 협상과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

자가 제안하는 품목과 가격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람들이 

부적절한 동의를 하는 이유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체험적 편향’과 관

련하여서도 이것은 약관을 통한 계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 더 나아가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151) 래이딘이 가정적 동의

(hypothetical consent)를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약의 흠결이 있

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

하는 경우를 들어 가정적 동의의 기능을 설명한다.152) 참고로 우리 민법학

에서도 가정적 동의나 가정적 의사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흠이 발생하였을 경

우 이 흠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알았더라면 결정하였을 가정적 의사 혹은 

당사자 간의 가정적 합의 내용을 찾는 해석방법이다.153) 

정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149) 이와 같은 주장은 래이딘에 대한 다른 비평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Brian 

H. Bix, “Boilerplate, Freedom of Contract, and Democratic Degradation”, 49 

Tulsa L. Rev. 501 (2013)에 따르면,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 그들이 거래내용에 대

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 강박이나 속임수, 오표

시 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약관에 구속되는 이유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선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내용

을 수용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계약의 자유 또는 

동의를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대의 계약 양태들에 대하여 이를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비유하자면,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형용모순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적은 래이딘이 계약의 요소로서의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

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150) Michelle E. Boardman, “Consent and Sensibility: A Review of Margaret Jane 

Radin's Book, 'Boilerplate: The Fine Print, Vanishing Rights, and the Rule of 

Law'”, 127 Harv. L. Rev.  1967, (2014. 5), p. 1970.
151) Boardman(주 150), pp. 1971-1972.

152) Boardman(주 150), p. 1976. 

153) 우리 판례도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

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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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딘의 동의 개념에 대한 보드먼의 비판은 “이상적인 동의라는 것이 

완전정보를 의미한다면 도대체 현실에서 이러한 동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154)라는 의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읽지 않은 내용

에 대하여 구속될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보드먼도 

르웰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약의 내용을 읽지 않았어도 그들이 수용

할 수 있는 계약내용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내용이 그 한계에 머무는 

한 사람들은 그 계약에 구속된다고 한다.155) 즉 계약에 있어서의 동의는 

특정내용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 동의 혹은 포괄적 

동의로도 족하다는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약관 논의에 대한 검토와 그 시사점

(1)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에 관한 미국 논쟁의 검토

   

미국의 약관논의에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됨에 있어 동의가 필요없

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① 미국에서는 고객의 동의

에 근거하여 약관의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며 그 근거를 포괄적 동의

에서 찾거나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고객들은 약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② 고객들이 약관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점, 고객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약관을 계약법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거나 혹은 약

관은 계약이 아니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대립하였다.156) 앞에서 살펴본 르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

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등).

154) Boardman(주 150), p. 1978.

155) Boardman(주 150), p. 1978.

156) 미국학계에서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와 정보제공의 문제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

는 자료를 찾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멀게는 앞에서 살펴 본 르웰린의 ‘포괄

적 동의’의 개념도 그 논의선상에 있으며, 가까이는 Barnett(주 130); Kim(주 144); 

Victoria PlautㆍRobert Bartlett, "Blind Consent? A Social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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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린의 포괄적 동의도 약관에 있어 동의와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 동의를 

구분하려는 시도이며, 슬로슨은 동의의 흠결을 이유로 약관의 계약성을 부

정하며 래코프도 약관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판적 주장의 극단에 서 있는 것이 래이딘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래이딘도 자신이 주장하는 동의 개념이 이론

적인 것을 인정하며 현실에서의 약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도 실제로 이러한 동의를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다만, 래이딘은 약관의 경우에 특히 동의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지나

치게 추단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약관을 통한 개인의 권리 박탈

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157) 

그러나 래이딘을 포함하여 약관에 있어 동의의 흠결을 주장하는 입장들

이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약관의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온

라인상의 거래에서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

태하에서의 동의행위는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Non-Readership of Click-Through Agreements." Law and Human Behavior, Springer US, 
(2011. 6); Ian AyresㆍAlan Schwartz “The No-Reading Problem in Consumer Contract 
Law”, 66 Stan. L. Rev. 545 (2014. 3); Florencia Marotta-Wurgler, “Will Increased 
Disclosure Help?"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78 (2011. 1) 등이 그 예이

다. 특히, 이제는 “알고 하는 동의가 존재하는가”의 문제보다는 “알고 하는 동의

가 과연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며, 알고 하는 동의를 강

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비용을 증가시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는 Ben-shahar, 
“The Myth of the ‘Opportunity to read’ in Contract Law” 5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Vol. 5, Issue 1 (2009. 1); Yanni BakosㆍFlorencia Marotta-WurglerㆍDavid R. 
Trossen, “Does Anyone Read the Fine Print? Consumer Attention to Standard Form 
Contracts”, New York University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s. Paper 195 (2013. 
3); Joschua Fairfield, “The Cost of Consent: Optimal Standardization in the Law of 
Contract”, 58 Emory L. J. 1401 (2009) 참조.  

157) 한편, Radin(주 131), p. 3에 따르면, 래이딘은 자신의 책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게 

동의 개념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Boilerplate」를 통하여 

자치이론을 고양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약관에 대한 다양한 견해 예컨대, 법

경제학적 입장, 계약이론의 다양한 부류들, 법원의 입장, 미국의 행정규제적 노력과 

해외 사례 등을 한 책에 모으고 약관규제에 있어서 개선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 스스로를 변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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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약관에 서명하거나 ‘동의함’ 버튼을 클릭

할 때에는 약관을 읽지 않음으로써 약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서명행위나 클릭행위로 인하여 자신

이 그 약관에 법적으로 구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158) 

다만, 래이딘이나 래코프, 슬로슨 등과 같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문제삼

으며 약관은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을 감안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약관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없

이 계약법상의 법리를 사용하여 약관의 내용통제를 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의 적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에 

의존하고 사법적 심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어느 경우에 약관의 내용이 

비양심적이거나 공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

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객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관할합의 조항, 기업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등이 적지 않게 약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논쟁의 함의는 무엇일까?

(2) 한국의 경우 약관의 성격과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

한국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흠결에 관한 논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159) 알고 하는 동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고객이 약관

158) Barnett(주 130), p. 635에서도 사람들이 웹사이트에서 ‘동의함’버튼을 클릭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이 약관을 읽었든지 읽지 않았

든지 간에 약관에 대한 동의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한다. 이것은 서식에 서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행위는 해당 약관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법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약관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것임을 안다고 

설명한다.

159) 李宙興(주 10), 40-41면에서는 대량계약이라는 제목하에 “경제적으로 약한 당사자는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서식화된 표준계약내용인 일반거래약관을 전면적으로 그대

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종성을 그 특질로 나타낸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부합계약의 체결을 강요당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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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입에 동의한 이상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

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160) 학설에서도 약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고

객이 그 약관의 내용을 알아야만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한다.161) 편입합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계약의 일정부분을 사업자의 

약관에 맡기는 일종의 수권약정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안을 채우도록 

하는 테두리약정이라고 한다.162) 그러나 이것은 계약의 성립요소로서의 합

의 또는 동의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약관논의는 약관에 대한 동의의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약관의 본질, 약관의 해석 및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의 기준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도 약관

이 계약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

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약관에 대한 편입합의에 관한 논의도 생각해 

볼만한 논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편입합의를 수권약정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과

연 고객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수권약정이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량거래에 있어서 약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163) 설령 약관의 작성을 통하여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됨에 따라 고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용절

감이 가격인하라는 혜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기업과 고객 간에 수권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 즉 가격이나 거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부합계

약의 체결을 강요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문제제기이며 그 이후의 약관에 관한 논의

에서는 따로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동의의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160)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다5624 판결 등.

161) 尹眞秀(주 8), 315면. 

162)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55-156면.

163) 石井照久, 普通契約條款, 勁草書房, 1957, 13-14頁에 따르면 약관을 이용하는 것 자

체가 이미 기업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약관은 사업자가 사업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탄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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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계약조건들 예컨대, 해제권의 행사, 

분쟁조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단순한 매매를 예로 들더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될 경우에는 임의법규나 법원에 

의한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된다. 그렇다면 약관의 경우 기업이 일방

적으로 작성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식이며 실제로도 많은 문헌에서 약관의 이러한 특성을 설

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의 부수적 내용에 관하여 

임의법규나 법원에 의한 보충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작성을 기업에 

위임한다고 볼 이유가 있을까? 물론 계약의 부수적 내용에 대하여 임의법

규 등에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나 상품이 최신의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한 과실이나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기업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법의 흠

결을 보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의 제ㆍ개정 당시 예정하

지 못한 비전형계약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약관을 작성하여 고객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가 존재함을 이유로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의 일정부분을 사업자

가 정하도록 사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약관 전체를 계약내용에 편입시킨다는 의미의 포괄적인 합의만으

로도 계약의 성립요소로서 동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

게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 약관을 제안받는 고객들이 약관

의 내용을 읽지 않고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약관논의에서 제기

된 동의의 흠결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의될 만한 여지가 있다. 특히 약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편입합의는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

어 계약의 성립 및 그 요건으로서의 동의의 문제, 약관의 내용을 알게 할 

필요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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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성립과 약관 내용에 대한 인식의 관계

1.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계약법상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계약의 성립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의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그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도를 가지

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청약하고,164) 

상대방은 그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표시”로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게 그리고 청약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며165) 이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166) 이

러한 설명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형성

하는 지위(Gestaltungsposition)에 승낙자는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지

위 즉, 계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167) 여기에서 계약

의 승낙을 해당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주관적 합치’168)의 문

164) 양창수ㆍ김재형(주 17), 27면.

165) 양창수ㆍ김재형(주 17), 40-41면.

166) 우리 민법이 계약의 성립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

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과 승낙에 관한 규정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독일민법 제145조 이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닮아 있으며, 일본민법도 제521조 이하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방

식을 취한다. 한편,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2조에 따르더라도 교환에 대한 

상호동의의 의사표시는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

(acceptance)으로 구성되며, UCC §2-206에서도 계약 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67) Detlef Leenen, “Abschluß, Zustandekommen und Wirksamkeit des Vertrages: — 

zugleich ein Beitrag zur Lehre vom Dissens”, AcP, 188 (1988), S. 395.  

168)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 Ⅻ 債權 (5), 博英社, 1997(池元林 집필부분), 186-191면

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

여야 한다는 의미의 ‘객관적 합치’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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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약관을 통한 거래에서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만일 약관의 경우

에 약관에 대한 동의가 문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청약과 승낙 내용의 ‘객관적 합치’와 관계될 것이다. 즉, 청약

을 위해서 요구되는 계약의 내용과 이에 대한 승낙이 약관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도 성립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약관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라는 설명에 잘 들어맞는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이나 일반적인 계약법이론에서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69)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엇이 청약이고 무엇이 승낙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 거래에서는 수차례의 교차 청약 또는 변

경을 가한 승낙 등의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쳐 계약이 성립되기도 한다.170) 

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병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101면에서도 우리 다수설은 합

의개념을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한다.

169) 이병준(주 168), 40면, 43면 및 49-51면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은 

유일한 계약체결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18세기 이후에 발생한 특별한 계약체결유형에 

불과하다”고 하며, 계약성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만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의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학설에 의해서는 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외에 

② 작성된 계약문안에 공동으로 동의하는 형태가 정형화된 계약체결형태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여기서 ‘작성된 계약문안에 공동으로 동의하는 형태’란 약관을 

이용한 계약의 경우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를 말한다(같은 책, 46면). 또한 두 가지 계약체결방식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성립

을 위하여 청약과 승낙이 내용상 일치해야 한다는 시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약성립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며 개별적인 계약체결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170) 尹眞秀,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民法論考 I, 博英社, 

2007, 243면에 따르면 많은 경우 계약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단순한 의사표시의 교환

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의 교섭을 거쳐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합의한 때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 Farnsworth(주 57), p. 113에 따르더라도, 복

잡한 협상을 거치는 실질적인 거래에는 전통적인 계약 성립의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

렵다고 하면서, 예컨대, 장기간의 에너지 공급, 쇼핑센터의 건설, 기업의 호의적 인

수 등의 거래들은 상세한 서류들로 이루어지고 최종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서명에 의

하여 종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협상 및 회계ㆍ법률 자문들의 관여가 있게 

되며 이러한 협상과정은 전통적인 청약과 승낙으로 설명되는 단순한 협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또한, 청약에 따른 승낙이라는 형태의 전통적인 분석은 단순한 거래를 

설명하는 것에나 적절하다고 하며 그 예로 일방 당사자가 인쇄된 서식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서명하는 형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방당사자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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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는 예컨대, 온라인에서의 상품거래의 

경우 또는 은행거래의 경우 사업자와 고객 간에 가격과 계약대상의 특정에 

관한 합의 외에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제안과 이에 대하여 고객이 서명하

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거래야말로 전형

적인 형태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단

순하게 이해하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거나 읽지 않고 약관

에 서명하는 방식이 문제이며 이러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는 설명에 대입하면, 청약

에 대한 승낙 더 나아가 약관을 대동한 청약에 대한 승낙은 약관내용을 이

해하거나 적어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계

약의 성립을 위한 동의 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계약을 구성하는 모

든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합의를 필요로 하는가?

우선 우리 판례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와 

관련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

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

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

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

다”라고 하며,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

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

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171) 이에 따

르면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 청약의 모습이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

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임은 분명해 보인다. 

관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서명하는 방식의 거래야말로 전형적인 형태의 계약성립 

방식에 상응하게 된다.

17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

10689,106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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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사의 합치로서의 승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승낙의 요건으로서 계약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의미

의 승낙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위의 판례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

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

렵지 않다. 

우선 승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승낙

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언어ㆍ문자에 의하

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172) 

그러나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명시성 여부173)보다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인지(認知) 정도’가 문제된다. 어느 당사자의 청약

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일

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류할 때174) 의사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렇다면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승낙에 필요한 의사란 어떠한 것일까? 의사에 관한 어떠한 입장에 

따르더라도175)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승낙에 필요한 의사를 위하여 약관에 

서명하는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다 알거나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는 

172) 池元林(주 168), 184면. 판례도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등).

173) 약관의 경우에는 고객의 서명행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승낙의 형태는 명

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74) 池元林(주 16), 210-211면.

175) 즉, 의사표시의 주관적 요소를 ‘행위의사’와 ‘효과의사’로 나누는 견해, 의사표

시가 성립하는 과정을 ‘효과의사’의 결정 후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

는 이른바 ‘표시의사’에 의하여 매개되어 일정한 ‘표시행위’로 외부에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단적

으로 말하면,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요소는 효과의사인가 표시의사인가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논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李英俊, 民法總則, 改正增補版, 博

英社, 2007, 121-133면;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1992년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45-61면; 池元林(주 16), 210-21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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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결국 필요한 것은 그 약관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될 의사가 있었

는지의 여부이다.176) 계약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나 약관의 내용을 인식

하는 것은 그 의사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의사표시

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177) 

따라서 약관에 대한 서명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전부 인식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

고 이에 법적으로 구속될 것임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것을 ‘포괄적 동의’라고 부르건 다른 그 어떤 명칭을 붙이건 간에 이러

한 동의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승낙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합의의 범위

한편, 합의의 범위와 관련하여 약관에 대한 동의에 있어 특히 문제되는 

경우 즉,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가격이나 객체

의 특정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서는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은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약관 전체의 내

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를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까? 이것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 계약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논의 즉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의 문제와 위 약관에 

관한 동의의 문제를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다. 객관적 

176) 양창수ㆍ김재형(주 17), 49면.

177) 이와 관련하여, Farnsworth(주 57), p. 117에 따르면, 합의의 당사자들 특히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의 당사자들은 종종 그들이 동의의 의사표시로 하는 행위의 법

적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동의의 효과를 손상시키지

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의 법률효과를 의도하거나 이해할 것을 요

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에 서명하는 당사자는 그가 그 내용을 

읽지 않거나 그 문서에 서명하는 것의 법률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문서에 구속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심지어 ‘법적으로 구속될 의사’조차도 필요하지 않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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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계약이 성립할 것이지만 합의는 계

약의 객관적 요소178) 예컨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과 목적물과 같이 

일정한 계약의 성질상 중요한 사항179)에 대하여 존재하면 족한 것으로 보

는 견해가 유력하다.180)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계약내용을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

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경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합의가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합의가 없을 경우에 관한 논의일 뿐이다. 약관

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의 유형, 계약의 대상, 매매대금 등과 같은 계약의 

본질적 부분은 각 당사자 간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

머지 비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한 약관에 대하여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

178) 孫智烈(주 25), 41면. 이것은 양창수ㆍ김재형(주 17), 48면에 따르면, “계약의 부수

적 사항(accidentialia negotii)”과 구분되는 “계약의 요소(essentialia 

negotii)”로 불리고, 池元林(주 16), 1274면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한 점” 또는 

“본질적 요소”라 불린다. 이병준(주 168), 103면 및 127-130면에 따르면 계약의 성

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일치 외에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essentialia 

negotii)’에 대한 규율이 확정되어야 하고, 본질적 구성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비록 계약이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내용이 없더라도 규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임의

규정에 따른 보충 또는 보충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179) 金載亨,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民法論 Ⅰ, 博英社, 2010, 13면에 따

르면,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에 관한 절에서 각 계약의 의의에 관한 조항을 정하고 있

으며, 이 조항들에서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증여

의 경우에는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인지(제569조),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물

과 대금(제563조),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권(제569조), 임대차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차임(제618조) 등이 각각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정될 수 없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80) 양창수ㆍ김재형(주 17), 49면. 한편, 우리 민법 제534조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본질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청약자가 청약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고 변경을 가하게 되면 이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에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독일 등)로는 김성민, 서식의 충돌: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景仁文化社, 2016, 129-131면 참조. Hein Kötz, 

Vertragsrecht, 2. Aufl., Mohr Siebeck, 2012, S. 56 f.에 따르면, 독일민법 제154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란 “의심스러운 경우(im Zweifel)”에만 

그러하며, 당사자들이 핵심적인 요소(Kernelemente)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고, 따라서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매매물건과 가격에 대하여 타협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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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뿐,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논의를 약관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서 약관의 내용으로 계약의 중요 요소가 규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

대, 보험약관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

한 설명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에도 약관에 대한 동의에 이러한 중요 요소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이 그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중요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181)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고객이 그 약관에 서명하였다

면 고객은 약관의 중요내용을 인식한 채로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

게 된다.

정리하자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이 합치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계약에 구속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해당 약관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약관을 읽거나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동의를 

통하여 자신이 그 약관에 구속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서명행위 또는 

동의행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182)

181)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대

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을 말하므로, 약관의 중요 내용이 계약의 중요 요소 또는 본질적 사항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182) 이와 같은 생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약관에 동의할 때에는 약관을 읽

었든 읽지 않았든 간에 해당 약관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하

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바넷의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독일의 쾨츠(Hein 

Kötz)도 그의 저서 「Europäisches Vertragsrecht」(2. Aufl.), Mohr Siebeck, 2015, 

S. 23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상 합의는 청약과 승낙의 결과로서 발생하지만, 계약이 

오로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계약의 체결에서 결정적

인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고 계약에 구속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명

백히 표현되는 한, 그러한 합의는 청약에 대한 승낙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다른 행

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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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내용에 대한 명시ㆍ설명 의무의 취지

(1) 약관내용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가?

이와 같이 계약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이고 

그 합의를 통하여 드러나는 양 당사자의 의사는 그 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약관의 내용을 알고 동의하든 전혀 읽

지 않고 동의하든 이것은 고객이 선택할 문제이며 일단 고객이 약관에 동

의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라

면 청약에 승낙하는 당사자는 청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

고,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사후에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자신이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동의하였

다는 이유로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183) 다만, 일방 당사자 예

컨대 청약자의 기망이나 강박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184) 

실제로 약관이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 고객은 약관의 내용이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최소한 양 당사

자의 이익의 차원에서 중립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약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183) 이것은 우리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

29177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

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184)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승낙자에게 서면의 형식으로 제안된 청약의 내용을 읽을 의무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실제로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

약의 내용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계약법 관련자료

에서는 “읽을 의무(duty to read)”라는 개념이 종종 눈에 띄는데, Ben-Shahar(주 

156), p. 7에 따르면,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있다면, 개인

들이 읽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의무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계약법은 

이 문제를 추정(presumption)을 통하여 해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추정 가운데 하

나는 “읽을 의무”를 근간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계약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그들은 

계약내용을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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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약관을 여전히 읽지 않는다면, 고객은 그

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플루메

의 표현대로 “각 개인이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든 아니면 불

리하게든 자신의 이익을 지킬 것인지 지킨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각자 

알아서 결정해야 할 자신의 일(seine Sache)”185)인 것이다.186) 설령 그 결

정이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당사자에게 계약내용을 반

드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형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187) 다만, 고객의 입

장에서는 그 위험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 혹은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정

도를 넘지 않거나 즉, 고객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기도 한다.188) 그리고 약관의 부당성으로 인하

여 고객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체험적 편향 등의 이유로 저평

가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약관의 내용이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

단, 예컨대 법원에 의한 구제수단이 존재할 것으로 믿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존재로 인하여 약관의 부당성이 사전

적으로 견제될 것이며, 사후적으로라도 구제가능하다는 기대도 가능할 것

이다.  

(2) 약관내용에 대한 명시의무의 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알고 하는 동의’

185)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d. Ⅱ, Das Rechtsgeschäft, 

4 Aufl., S. 7 f. 

186) 金炯錫, “銀行의 情報提供責任”, 民事判例硏究 ⅩⅩⅩⅡ, 505면에 따르면 “현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각 개인은 자신의 거래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스스로 취득하고 그 

정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187) 권영준(주 1), 173면.

188) 이러한 기대는 특히 미국에서 발달된 법리로서 ‘합리적 기대이론(the doctrine of 

reasonable expectation)’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한다. 합리적 기대이론은 1970년에 

발표된 Robert E. Keeton, “Insurance Law Rights at Variance with Policy 

Provisions”, 83 Harv. L. Rev. 961 (1970. 3)에 의하여 체계화된 이후로 미국의 일

부 주에서 특히, 보험약관에 적용되어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사용되는 원

칙이다. 합리적 기대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W. David Slawson, Binding 

Promises: The late 20th-century reformation of contract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44-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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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므로 약관에 대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고 따라서 약관은 

계약이 아니라는 견해가 꾸준히 명맥을 잇고 있고,189) 일부 법률에서는 약

관 내용의 고지의무190)를 규정하며 국내에서는 약관규제법에 약관의 명시

의무나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

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이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약관조항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기반한 고객 

보호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191) 이것은 계약정의를 위한 계약자유의 최소

한의 제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192)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계약체결방식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관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거래 양태 

혹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비용과 위험을 줄여가며 효율적으로 거래할 필

요성 등을 위하여 등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 개인들도 소비자로서 일

정 정도의 이익을 취한 점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약관의 사용

은 약관작성자 혹은 기업이 자신의 자본과 전문성 등을 동원하여 최소비용

189) 그러나 “알고 하는 동의”를 주장하는 래이딘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래이딘은 자신의 책(주 157), 189면 이하에서 약관

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관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거

나, 혹은 사적(私的) 규제의 일환으로 소비자평가 또는 부당약관을 사용하는 기업배

척활동(consumer pushback), 약관에 등급을 매기는 기관(rating agencies)을 통한 약

관의 심사, 약관인증(certification)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0) 예컨대,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Truth in Lending Act의 § 1026.5  General 

disclosure requirements 조항의 경우 등이 있다.

191) 孫智烈, “約款의 契約編入과 明示, 說明義務”, 厚巖郭潤直先生 古稀紀念 民法學論

叢 第二, 1995, 297면. 우리 판례도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

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라고 

한다.

192) 계약자유와 계약정의 및 이들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약관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함에 

있어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

義務”, 민사법학 62 (2013. 3), 395-396면에 따르면,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실질적인’ 계약

자유가 침해되고, 그 결과 계약정의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이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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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보면 상대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약관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

아지며, 기업은 그 경제력 또는 정보력의 우위에 힘입어 이러한 약관을 소

비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193) 일개 개인은 이를 수용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19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

고 소비자들에게 그 중요한 부분이라도 설명하게 하는 것은 약자로서의 소

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남용한

다”195)는 것이 힘이 있는 자의 속성이라면, 고객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읽

지 않는 속성을 기업이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제재의 측면도 존재

한다. 

다음으로 약관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은 약관을 사용

한 계약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의 

자기결정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약관의 수용 여부에 대한 보다 합리

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약관에 대한 형식적인 동의가 아닌 실질적 동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196)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객

193) 權五乘ㆍ洪明秀, “消費者保護의 契約法的 구성과 한계”,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3호 (2002. 9), 104면 이하에 따르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소비자의 특성

은 정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 열등성

으로 집약되며, 소비자의 열등성은 시장경제 전체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개별 소

비자의 합리성의 극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극복될 수 없는 한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고 한다.

194) 비유하여 말하자면, “계약자유란 미명하에 여우가 닭장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

를 막아야 할 필요성[李好珽 “普通契約約款의 內容統制”, 저스티스 11권 1호 

(1973.12), 106면]”이 존재하게 된다.

195) 몽테스키외(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2014, 160면.

196) 이와 같은 이해는 Charles W. Lidz, “Informed Consent: A Critical Part of Modern 

Medical Research”, 342(4) Amer. J. Med. Sci. (2011), p. 274에 따르면, “적절한 

정보제공(disclosure)와 그에 따른 이해”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가져온

다고 하고 있는 점, Robert A. Hillman/Maureen A. O’Rourke, “Principles of the 

Law of Software Contracts”, Cornel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10-003 

(2010. 2) p. 10에서 고객이 여전히 약관을 읽지 않고, 약관을 읽을 기회가 유의미하

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보제공(disclosure)은 “읽을 기회(opportunity to 

read)”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결국 르웰린이 말하는 “포괄적 동의”의 개념을 실질

화하며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자율성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한 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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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을 읽지 않고 약관에 대한 동의를 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로 

인하여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고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약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것은 계약에 참석하는 당사자로 하여

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하여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

의 자기결정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내용

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

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의 토대형성에 기여”197)하고, 약관의 불공

정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계약의 내용규제를 통하여 계약내용결정에 관

한 당사자의 자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당사자의 자율을 실질적으로 보

장한다198)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199)     

(3) 약관규제법상 중요내용 설명의무

1) 중요내용 설명의무의 취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위와 같은 기능들이 있다고 

보면, 우리 약관규제법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이다. 이 규정은 독

일민법200)에서 약관의 지적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약관

197)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4호(2011. 12), 

230면.

198) 권영준(주 1), 192면.

199) 반면, Omri Ben-ShaharㆍCarl E. Schneider, More Than You Wanted to Know: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에서는 정보제

공의무의 취지 및 정보제공과 의사결정간의 관계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의 실패 사례, 

소비자에 미치는 해악 등을 다룸으로써 정보제공의무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고 있

다. 

200) 독일민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약관사용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지적(Hinweis)할 의무와 지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게시

(Aushang)할 의무 및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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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의 특징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는 약관의 내

용을 인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약관의 사용

자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여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동의가 형해화 되

는 것을 막고, 약관의 계약적 성질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요내용 설명의 방법으로 단순히 중요내용을 서면으로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두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

로만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약관내

용 인지수단임이 분명하다.201)   

그렇다면 우리 약관규제법이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입법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중요내용의 설명

의무를 규정할 것인지 규정한다면 설명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매우 오랫동안 ‘숙의(熟議)’하였다고 한다. 입법이유에 관해서는 일반고

객이 매우 상세한 약관조항을 모두 읽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읽는다

고 하여도 무엇이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려낼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명시의무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202)

과하고 있으나,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

니하다.

201) 대법원은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

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

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라고 

하여 서면을 통한 설명에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보고 있다.

202)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30면. 한편, 약관규제법의 제정 당시 이 법률안에 대

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약관규제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약관규제법의 법률안 작

성을 의뢰받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약관법제정위원회가 조

직되고, 이 약관법제정위원회에서 법안 제정에 앞서 약관규제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규

제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약관규제법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1986. 2. 1.에 질문지를 발송하고 3. 1.까지 

회수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 법조계, 학계 관계공무원 사업계 및 소비자대표 등 406

명에서 발송한 질문지 중 111부가 회답되었고, 이 111명 중 교수가 85명으로 압도적

인 비율을 차지한다. 흥미로운 것은 약관의 제시나 그 설명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문

지의 해당 선택지에 약관의 제시의무와 설명의무가 병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구체

적인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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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이에 대한 검토

약관규제법상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취지 외에 

설명의 정도,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논의와 달리 최근에 등장한 견해로 ① 약

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일상

적 거래에서 약관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준다는 점, ② 특히, 계속

적ㆍ반복적 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중요내용 설명의무는 약관

사업자의 설명의무부담을 가중시키며 약관사용의 편의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 ③ 약관의 계약편입통제가 엄격하면 국제거래에서도 당사자

의 합의로 한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증가되어 한국법의 국제적 입

지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설명의무를 경감할 필요성이 크

다는 주장이 있다.203)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중요내용 설명의무의 규정 

여부는 각 나라에서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으

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

   * 약관을 거래 전에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여부

      

제정 필요이유 %(실수)

1) 미리 제시하거나 설명이 필요있다.

2) 그럴 필요없다.

96.4

3.6

100.0(111) * 

*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법(복수응답 가능)

      

응답내용 응답수

ᆞ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ᆞ고객에게 약관을 인쇄해 주어야 한다.

ᆞ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ᆞ중요사항을 상대방이 확실이 알 때까지 설명해야 한다.

ᆞ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이하 생략)

88

72

71

1

1

1

   이와 같이 우리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약관의 제시는 대부분 설명의무와 묶여 

논의되었다. 위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약관규제법 제정안에 대한 회의내용에 대해

서는 국회회의록 시스템, 1986. 12. 10. 제131회 국회 경제과학위원회회의록 제9호 23

면 이하 참조.

203) 김진우(주 21), 1101-1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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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204)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입법은 해외입법에 비하

여 더 후견적인 입장에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약관을 사용한 계약관계에 

개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약관의 내용이 설

명됨으로써 증가되는 효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정도와 

기업의 비용발생 정도와의 형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약관의 내

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제에 한정된 규정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외의 경우에도 보험거래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

하여 각 개별 거래 분야에서 약관의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나 약관의 내용

을 고객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를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205) 

한편, 금융거래의 경우 중요내용 설명의무는 약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약관사용의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융거래는 다

른 단순한 상품매매거래와 달리 고객의 금융재산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

어 있어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커지고 거래의 성격에 관한 정보제공에 좀

204) 孫智烈(주 25), 321-322면에 따르면, 약관규제법은 고객보호의 차원에서 약관의 편입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는 계약의 구속력에 복종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약관편입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이

익을 위하여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는 고객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를 감수함

이 마땅하다고 한다.

205) 약관내용의 설명의무에 관한 입법례로는 독일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제6

조에서 보험자의 상담(Beratung des Versicherungsnehmers) 의무를, 제7조 1항에서는 보험계

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법령

(Rechtsverordnung)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내용은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독일의 보험계약법이 과거의 단순 설명의무를 지양하고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보제공의무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지침으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3권 2호 (2009. 6), 

176면]. 또한, 일본 보험업법 제300조에서는 보험회사 등의 임원, 보험모집인, 보험

중개인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보험계약의 계약

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말하지 않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 밖에 중국, 프랑스, 유

럽보험계약법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내용 설명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서는 최병규(주 87), 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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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히려 금융거래의 경우 다른 거래

에 비하여 중요내용 설명의무의 필요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약관의 사

용이 일찍부터 보편화되고 약관 논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

약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약

관에서는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달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 자체가 보험영업에 있어 “계약의 대상물

이요, 상품”206)인 것으로서 보험거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부의 성질 즉 

계약의 주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알거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커지게 된다. 

또한, 우리 약관규제법은 중요내용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제3조 제3항 단

서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과 고객의 이

익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판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

가 중요내용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확장하고 있다.207) 이와 같은 점

을 보더라도 우리 약관규제법상 중요내용 설명의무가 불필요한 규정이라거

나 그 입지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Ⅴ. 소결

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단지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

한 초안으로만 기능하지만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고

객의 동의를 통하여 약관은 계약의 일부가 되고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하

지만 약관의 구속력은 법규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합의한 고객과 기업 사이에서만 구속력

을 가진다는 면에서 보아도 규범설은 부적합하다. 이와 같이 강변하지 않

206) 김은경, “보험약관 내용구성의 책임”, 亞洲法學 제10권 제1호 (2016. 5), 107면.

207)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

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

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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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이미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계약설이 지배적인 

입장이 되었다. 판례의 확고한 입장과 약관규제법 상의 규정취지를 통하여 

이제는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법학계에서는 이론이 없

는 듯하다. 

다만,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약관에 대한 동의가 계약법에서 일반

적으로 설명되는 계약성립의 요건인 동의의 성질을 갖추었는가와 관련하여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약

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그 인식이 정확

한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계약 내용 혹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계약 당사자 특히 약관을 제공받는 당사자

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기업이 약관내용을 악의적으로 작성할 유인을 낮

추는 측면이 있을지언정, 약관에 대한 동의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없는 

포괄적 동의의 성격을 지녔다고 해서 약관의 계약적 성질을 부인하기는 어

렵다. 약관을 사용한 거래의 경우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읽지 않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성은 약관을 통한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약관의 

계약적 성질을 인정한다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가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의 경우 

고객의 동의는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단지 약관의 

내용을 계약으로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된다는 의미에서의 포괄적 합의만 존

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별 고객들의 이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고객의 의사

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계약의 해석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관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더 나아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개별 고객의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

는 것은 약관의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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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약관 해석의 일반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약관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에 편입됨으로써 구속력

을 가지고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계약 해

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해석

에 대해서는 그 계약적 성질에 따라 계약 해석론에 입각하여 논의를 이끌

기보다는 계약의 해석과는 별도의 논의로서 즉 약관해석에 특수한 해석 원

칙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208) 더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약

관이 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과 동

일하지 않고, 약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 영역에서 법규와 동일하게 다

가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규범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

니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나타난다.209)

그렇다면 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마치 약관의 본질과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해석론들이 등장하게 되는가?210) 이것은 우선 우리 약관규

208) 예컨대, 權五乘, 契約自由와 消費者保護,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2001. 7), 

11면에서는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면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겠지

만, 약관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

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다른 특수한 해석원

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거나, 李銀榮(주 5), 145면에서는 약관을 보통의 계약과 동

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반의 계약해석에서와 다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孫智烈(주 25), 327-328면에 따르면, 약관은 당사자 간의 구체

적 협상이 결여되어 있고, 기능상으로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의 계약의 해석과는 다른 독특한 원리”가 적용

된다고 한다. 

209) 이병준(주 88), 20면. 

210) 이에 관하여 최준규,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최근 대법원 판례들

을 중심으로-”, BFL 제48호 (2011. 7), 40면에서는 약관 해석원칙과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의 관계, 즉 약관해석의 독자성을 강조할 것인지 양자를 통일적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다분히 이론적인 문제라고 한다. 다만 

같은 글에서는 약관 해석이 계약 해석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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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 민법에서 계약 해석의 원칙이나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따

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211) 특별히 약관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약관은 특정한 개별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의

하여 그가 상대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고객에 대한 법률관계에 일괄적으

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계약의 주요 내용 예

컨대 매매계약에 있어 상품의 가격이나 성질에 만족하는 한, 그 밖에 부수

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약관의 내용에 크게 괘념치 않고 약관의 편입에 

동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에 아무리 많은 고객

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약관에 대한 개별적 이해가 크게 다를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이 ‘고객에 따라 다르지 아니한 해석’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하는 일

종의 현실 관찰에 근거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약관 해석에 있어 절대적인 당위가 되어야 할까? 어느 규율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규율의 내용이 동일하

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의 해석보다는 오히려 법률 해석의 분야에

서 더 익숙한 설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해석 원칙은 약관의 본질에 대한 논리와 달리 약관의 해석 

영역에 있어서는 약관의 본질과 분리된 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바꾸어 질문하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관의 본질

에 따라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와 동일선 상에서의 논의가 불가능한가?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

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고객 유리의 원칙’212)을 규정하

고 있다. 반대로, 이병준(주 88), 23면에서는 약관 해석과 계약 해석 간의 관계의 문

제는 이론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약관 해석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해석 결

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 학계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211) 참고로 일본민법은 우리 민법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독일민법은 제133조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규

정을, 157조에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12) 尹眞秀(주 8), 328면에 따르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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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고객 유리의 원칙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작성자 불리의 원

칙’으로 더 자주 불리지만 이 원칙이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자

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객 유리의 원칙을 약관규제법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취지는 무엇이며, 이러한 해석 원칙들은 약관의 본질

을 반영한 해석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점으로서 이 장에서는 약관

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

어가기 전에 우선 약관의 본질과 약관의 해석 간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즉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약관의 본질에 따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논의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가 이 장의 주

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석의 일반론을 개략적으로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 해석이 법해석학의 양대 지주를 이루는 법

률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본다면 약관 해석이 이 두 가지의 해석 중 

어디에 위치하여야 할 것인지를 조금 더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약관규제법에서 약관의 해석 원칙을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약관의 특성과 관련하여 검토될 것이다. 그 후에 계약 해석

론의 방법적 분석틀에서 약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해석의 논의에 어떻

게 약관 해석의 논의가 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준칙은 일반적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이라고 불리고 있

으나, 약관규제법의 문언에 따르면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민법 제305조의c 제2항에서 “약관의 해석에서 의심스러운 경우는 약관사

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라고 부

르는 것에 무리가 없는 반면,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명시하고 있어 문언에 일정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석준칙을 언급할 

때에는 ‘고객 유리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5장에서도 살

피게 되는 바와 같이 위 고객 유리의 원칙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독일민법과 독립

적인 해석론으로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기 위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문언

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규정에 대한 입법이유에서도 동 규정이 작성자 불

리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계약 해석 준칙으로서의 작

성자 불리의 원칙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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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관의 본질과 약관 해석의 관계 

Ⅰ.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법적 성질에 따른 해석이어야 하는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약관 해석방법의 문제는 약관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213) 

약관을 일종의 법규로 본다면 법률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약관을 

계약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약관의 해석에도 계약의 해석에 관한 

원칙들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관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으로 편입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약관의 해석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

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논리적이다.214) 라이저에 따르더라도 약관은 

법률행위의 산물이며, 약관의 해석에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의 해석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판

례와 학설이 모두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

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의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도나 구체적ㆍ개별적 사

정을 고려하지 말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해석 원칙이 과연 

‘약관의 본질은 계약’이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석 원칙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약관의 본질에 대하여 규범설을 취한다면, 약관에 특

유한 해석원칙으로 알려진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더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관을 법규과 같이 보게 되면, 고객이 약관의 내

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계없이 약관은 그것이 적용되는 모든 고객에

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216) 우

213) 李銀榮(주 5), 145면; 孫智烈(주 25), 327면 등.

214) Schmidt-Salz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2. Auflage, C. H. Beck, 1977, 

S. 118. 

215) Raiser(주 61), S. 251.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이해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南孝淳, 

“약관의 해석”, 權五乘 編 公正去來法講義 Ⅱ, 法文社, 2000, 450면에서는 “약관

은 법률행위, 즉 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약관해석의 문제도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한다.

216) 米谷降三, 約款法の理論, 有斐閣, 1954, 563면에서는 약관의 성질에 관하여 객관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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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217)에서 약관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될 즈음에는 약관의 성질에 

대하여 규범설이 좀 더 우세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

규 해석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은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규범설에 근거

한 해석원칙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약관규제법이 약관의 구속력의 근

거를 계약적 성질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

칙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계약설도 규범설도 아닌 절충

설이 제기된 이유가 이해될 여지가 있다. 절충설에서는 약관을 계약설로 

보아 약관의 해석에 계약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게 되면, 객관적 해

석의 원칙이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고객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점은 약관의 규범유사의 기능

을 고려한 규정”218)이라 하면서 말 그대로 절충적 방안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약관이 계약적 성질을 가지므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계약 해

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나치게 도식화하여 그 예외

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약관의 해석에 법률 해석의 방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약관의 구속력이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약

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의 원칙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이용될 가능성

은 충분히 열려 있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에 입각한 것으로 

성질을 가진다는 입장에 찬동하면서, 이를 전제로 같은 책 571면 이하에서는 약관해

석의 원칙으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함께 목적론적 해석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

다.

217) 李院錫, “普通契約約款의 性質” 司法行政 (1966. 11), 6면에 따르면, “법규의 일

반해석원칙 중 약관해석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며 

또 목적해석이다”라고 하였다. 裵鐵世ㆍ姜渭斗, 商法講義 Ⅰ, 螢雪出版社, 1979, 49

면에 따르더라도 약관을 자치법으로 보아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규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법규해석의 일반원칙 중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 있어 특히 강조

하여야 할 것은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의미를 “형평

의 이념에 따라 평등하게, 즉 때와 장소 또는 상대방의 여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18) 李銀榮(주 5),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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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예가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

결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보통

거래약관이 정형적으로 행해지는 대량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

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다

고 하여도 그 약관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규적 해석, 객관적 해석의 원

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219)라고 하여, 약관의 본질과 약관의 해석에 

관한 접근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해석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

거나 더 나아가 약관의 본질과 약관의 해석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약관의 특수성에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약관이 특정 개인을 대

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며 고객의 입장에서

도 그것을 알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동일

한 약관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외견상으로도 법률 해

석의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법률해석의 방법과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양자 간에 일정 정도 공통점이 있다220)는 것에 기인한다. 즉, 법

률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이 동원되는 영역이나 그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

만, 의사의 표명으로서 표시행위에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행위자의 

219) 다수의견에 관한 이회창 前대법관의 보충의견에 포함된 내용이다.

220) 石川芳雄, “法律行為の解釋に於けろ客觀主義”, 牧野先生還曆祝賀論文集 「法律にお

けろ思想と理論」, 1938, 209-212 頁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도 법률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전부를 지배하는 최후의 원리는 ‘신의칙’이고, 법률행위를 해석

하는 것은 그 행위에 표시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것은 심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Farnsworth(주 57), p. 

445에서는 법규 해석과 계약 해석 간에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

한다고 설명한다. 즉 법규의 경우에는 입법자라는 일방 당사자 만에 의한 선언이 담

기며 이것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계약은 양 당사자를 포

함하므로 그 의미의 탐구는 양 당사자 모두에 의하여 계약상의 언어에 부과된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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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해석한다는 측면 즉 특정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파

악하는 해석학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법론적으로 서로 유사한 해석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221)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여 섣불리 약관의 본질은 약관의 해석

과 분리된 문제라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약관의 본질은 법규범과 같은 것

이라거나 하는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다. 또한, 아래에서도 살펴보게 되듯

이 객관적 해석 원칙이 반드시 법률 해석에 친숙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객관적 해석 원칙이 계약 해석의 범주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법리라면 굳이 약관의 본질과 약관의 해석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

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원칙들은 언제 적용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계약 해

석 원칙이 약관의 해석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계약해석방법에 관한 일반론 

1. 국내의 논의

(1) 계약해석방법에 관한 종래의 통설

1) 3분론적 해석방법

계약의 해석에 관한 논의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부로서 설명되어 왔는

데,222)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논의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논의 중에 특히 약

221) Flume(주 185), S. 291 ff.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 근거하여 법률의 해석과 법률

행위의 해석을 ‘해석’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어 설명하면서 그 공통정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222) 이에 대하여 尹眞秀(주 170), 227면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이 법률행위 해석의 일부

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과는 원리 면에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계약의 해석방법을 별도로 다룰 필요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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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논의와 연계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법률행

위 해석방법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3) 

우선 계약 해석의 1차적인 목표는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의사 또는 현

실적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224) 이것은 아

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해외 규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계

약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내용

이 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논의는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해되었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다.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이라는 3가지 해석방법에 대한 설명에 그 대부분

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225)

이에 따라 우선 자연적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표현이 문자

적ㆍ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방법을 말하며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함에 있

어서는 표시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고 한다.226) 

그렇다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합리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였을 의미를 탐구하는 

것 즉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223) 반면에, 의사표시의 본질이나 계약해석의 목표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국

내 문헌로는 엄동섭,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

문, 1992; 李英俊(주 175), 145면 이하 및 280면 이하; 최준규,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2, 18면 이하 등, 국외 문헌으로는 

Kötz(주 182), S. 132 ff.; Farnsworth(주 57), pp. 114-129 등 참조.

224) 尹眞秀(주 170), 239면; 권영준,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財産法硏究 제32권 제3호 (2015. 11), 217면; 池元林(주 16), 204면; 최준규

(주 223), 1면 등. 

225) 이와 같은 해석론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독일의 학

설이 소개된 것으로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이러한 설명이 지배적 학설이 되었다는 설

명으로는 尹眞秀(주 170), 225면.

226) 李英俊(주 175), 28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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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

립을 인정하는 해석”227)을 말한다.228) 그러나 여기에서 상대방의 시각이란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어떻게 이

해하였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관념이다. 또한 두 해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

에 한하여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따라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확

정하여야”229) 한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

심적 효과의사를 안 경우, 상대방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230)에는 규범적 해

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른 해석 

즉, 자연적 해석에 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은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가 어떠한 사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명된 경우 즉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그 틈에 적용할 임의법규가 있다면 그에 의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부적합할 때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충하는 해석방법231)이

라고 한다.232) 한편, 보충적 해석의 결과는 당사자 의사 또는 계약내용에 

227) 李英俊(주 175), 296면.

228)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 Ⅱ, 博英社, 1992, 183면 이하(宋德洙 집필부분)에 따르

면, “표시행위의 규범적ㆍ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며, 이는 상

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

칙의 고려는 표시의 상대방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해될 수 있었을 표시행위

의 의미가 탐구되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한다. 

229) 李英俊((주 175), 299면.

230) 尹眞秀(주 170), 228-229면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이 경우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대로 의사표시가 성립하여야 한

다고 보지만, 상대방에게 계약관계상의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표의자의 진의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는 견해, 표의자가 착오

로 표시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도 착오를 저지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주의한 불인식을 이유로 표의자의 의사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

하므로, 상대방이 사실적으로 일치하여 이해한 때에만 그 일치한 이해대로의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실제로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231) 李英俊(주 175), 305-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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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못하고 사적 자치의 존중하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법관에게 법창조

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233)  

2) 3분론적 해석방법과 약관의 해석

계약의 해석방법에 관한 통설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

는 해석방법은 자연적 해석이지만 이것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적용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개별 약정이 없이 고객의 단순한 동의에 의하

여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약관의 개별적 내용에 대

하여 약관을 마련한 당사자인 사업자 측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

을지라도 개별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관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 합치된 진정한 의사

라는 것이 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연적 해석이 

한발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렇다면 규범적 해석은 약관의 해석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론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란 ‘표의

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

지만, 이것을 계약적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 간의 사실상의 일치하는 이

해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234)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약관의 경우를 

보면, 약관의 작성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안함에 있어 작성자의 내심적 효

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235) 이것

232)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대하여 해석설과 법적용설의 대립이 있는바, 법적

용설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법적용설에 대한 논의로는 엄동섭

(주 175), 189면 이하; 尹眞秀, “法律行爲의 補充的 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

例”, 民法論考 I, 博英社, 2007, 202면 이하; 김진우, “契約의 空白補充”, 비교사

법 제8권 2호, 2001, 414면 이하 참조.

233) 宋德洙(주 228), 209-210면. 한편, 유사한 거래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며 경험이 풍부

한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서는 법원의 개입이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으로는 崔竣圭,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法

曹 통권 677호 (2013. 2) 참조.

234) 宋德洙(주 228), 183면. 

235) 최근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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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의 작성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약관에서는 오히

려 약관의 상대방 즉 고객의 실제적 주관적 의사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

하여 양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것이 규범

적 해석의 적용상황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약관이 사용되는 경우만큼 보편

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계약내용의 주요 부분이 아닌 부수적 내용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의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종래

의 해석논의에 대입하며 보면, 이러한 경우를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로 보

기는 어렵고, 계약 내용은 존재하되 계약 상대방의 실제적 의사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로 포섭하여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약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인간인 고객이 계약내용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한다는 의미에서의 규범적 해석 논

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 ‘합리적 상대방의 시각’이라는 관점은 약관의 

해석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의 기준과 

통하게 된다. 즉 개별 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상대방이 아닌 합리적 상대방

의 시각이 기준이 된다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해

석은 합리적 인간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시각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

다.

반면에, 약관의 특성상 고객의 개별적인 의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

니하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의도를 사업자가 알았음은 당사자 간

의 공통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약관

규제법 제4조의 개별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고객의 개

별적 의도는 약관의 해석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236) 따라서 

결의 사실관계를 들 수 있다. 이 사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와 이에 대

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실수로 보험회사의 의도와 다른 내용

이 규정됨으로써 그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이다.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 고객 유리의 원칙 제3절 판례의 분석 Ⅲ.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해석 참조.

236) 개별 약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특정한 약관 내용에 대하여 

문언과 다른 의미로 일치하는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해

석의 우선 원칙은 자연적 해석으로 돌아가서 그 일치하는 이해대로 계약 내용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고, 그 상황의 입증책임도 양 당사자 중 약관의 내용과 달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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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 도입

된다.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계약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계

약내용이 구성될 것이므로 계약내용에 흠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적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계약내용의 흠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계약해석의 일반적 논의로서 보충적 해석이 약관의 해석에도 적용된

다고 봄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비판적 논의

1)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방법의 필요성에 근거한 비판과 새로운 방법론

의 제시

일본이나 독일학계의 영향을 받은 종래의 논의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계

약 해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석방법

의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는데 특히 이 

주장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약의 해석과 약관의 해석을 자연스럽

게 이어줄 연결고리가 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237)

가) 종래 통설의 비판

우선 이 견해는 종래의 해석방법에 관한 논의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하는 이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최준규(주 210), 40-41면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통상의 이해와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데 의사의 합치

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다른 

개별 고객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를 약관작성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당

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관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하

는데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237) 이하의 내용은 尹眞秀(주 170), 238면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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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해석이 가장 우선된다고 하지만, 법률행위의 해석 그 중에서도 계

약 해석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당사자의 실제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당

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아

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특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계약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약관을 사용

한 거래의 현실과 관련하여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서는 대부분의 경우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특별한 이해나 

인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 새로운 해석방법론의 제시

이에 따라 위 견해는 종래의 논의가 그 이전의 분화되지 않은 설명에 비

하면 확실히 발전된 것이기는 하지만,238)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해석

방법을 제시하기엔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한다

는 논지를 다음의 근거로 비판한다. 그 근거는 신뢰보호가 계약해석에 있

어서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의 의미를 특정

한 의미로 이해하였고, 그 이해가 정당한 경우일 것을 요하는데 현실의 많

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계약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는

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계약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하여 

당사자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으리라고 간주하는 것이 계약해석의 실제라고 

지적하고 있다.239) 

238) 尹眞秀(주 170), 242면에 따르면 “자연적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치된 의

사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은 이러한 분류방법의 공적”이라

고 한다. 

239) 尹眞秀(주 170), 242-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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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적도 역시 약관의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약

관에 의한 거래야말로 계약 상대방 즉,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면 약관

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에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관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된 이상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약관의 해석은 약관에 동의한 고

객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약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하

는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 견해는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계

약해석 방법을 위한 새로운 서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일차

적으로 계약의 해석은 계약의 문언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즉 문언의 내용

이 명확하면 문언 그대로의 내용으로 계약이 확정된다는 것이다.240) 이러

한 이해는 종래의 논의와 달리 문언을 당사자의 의사보다 앞세우겠다는 취

지로 읽히지는 않는다. 즉 해석의 출발점은 문언이며 당사자의 의사가 무

엇인지도 문언 해석을 통하여 우선 확인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약

관의 내용은 거의 예외 없이 문언의 형태로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언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나 문언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당사자라면 계약조항

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을까를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해석’이 적용

된다고 한다.241) 이에 따라 계약문언과는 다른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된다. 객관적 해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240) 다만, 계약해석에 있어 문언해석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최봉경, “민법에

서의 유추와 해석”,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135면에서는 문언해석이 모든 

해석의 출발점인 것은 사실이나 그 해석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고 한다.

241) Kötz(주 182), S. 132 ff.에서도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

립에 관한 설명에 이어 규범적 해석(normative Auslegung)이 아니라 객관적 해석

(objektive Auslegung)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로 양 당사자가 합

의된 서면의 문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이것이 분쟁상황에서 밝혀진 

경우에는 문언과 상대방이 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성적인 인간이 부여하였을 

의미가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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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는 계약체결 경위, 관행,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행동, 계약의 성격

과 목적, 관습 등을 든다.242) 이러한 해석의 결과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

사를 가졌다고 판단되면 누구의 의사를 계약내용으로 확정할 것인지가 문

제되는바, 이러한 경우 ‘주관적 해석’243)이 개입하게 된다.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계약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어느 해석이 규범

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 규범적 해

석에는 유효해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종래의 논의에서와 같이 계약의 공백이 있는 경우 

보충적 해석244)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한다.

2)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

종래의 통설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그 목표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해석방법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입장이 있다.245) 이에 

따르면 단순히 내심에 머무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서 법률의 세계에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할 진

정한 의사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즉, 법률행위 해석이 내심적 효과의

242) 尹眞秀(주 170), 249면에 따르면 계약체결 경위, 관행,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행동이

라는 세 가지의 사정은 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어떠했는가”를 탐구하는 것

으로서 종래의 통설이 말하는 자연적 해석의 기준에 가까운 반면 나머지 사정은 당사

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탐구하는 것

으로서 규범적 해석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

고 구별할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한다. 

243) 尹眞秀(주 170), 263면 이하에 따르면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관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 특히 ① 일방의 의사만이 객관

적 해석의 결과에 합치하지 않고, 이를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경우 ② 일방의 의사

가 객관적 해석에 합치하지 않지만 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③ 쌍

방의 의사가 모두 객관적 해석의 결과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

다.

244) 그러나 尹眞秀(주 170), 276면에 따르면 계약의 흠결이 있을 경우 그 흠결을 보충하

는 작업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는 계약의 해

석에 속한다고 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계

약과 법의 중간단계(Zwischenstufe)’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245) 아래의 논의는 주로 南孝淳, 法律行爲의 解釋의 爭點 - 法律行爲解釋의 本質 및 方法

에 관하여 - ”, 서울대학교 法學 제41권 1호 (2000. 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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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추구하는 자연적 해석과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규범적 해석

의 방법으로 구별되고,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먼저 행하여진 후에 규범

적 해석이 실행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표시상의 효과의사

와는 다른 별개의 일치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이라

는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그것이 1차적인 

해석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위 견해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을 ① 언어의 기능적 해석에 기초하는 기능적 

해석원칙과 ② 일정한 목적 하에 행하여지는 목적론적 해석원칙으로 나누

어 기능적 해석원칙에는 합리해석의 원칙, 통일해석의 원칙, 효용해석의 원

칙이 속하는 것으로 보고, 신의성실의 해석원칙, 작성자불리 해석원칙, 제

한해석의 원칙은 목적론적 해석원칙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위 두 해석원

칙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기능적 해석원칙이 목적론적 해석원칙에 우선

한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더라도 약관의 해석에 위 해석방법들이 적용되는 것

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위 견해는 약관은 “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

므로 약관해석의 문제도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며,246) 

약관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해석의 원칙들은 위 법률행위 해석의 일

반적 방법을 수용 또는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247)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으로서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합리해

석의 원칙, 통일해석의 원칙, 효용해석의 원칙, 제한해석의 원칙을 들고 있

으며,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 해석의 원칙, 고객통일해석의 

원칙 작성자불리 해석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 약관에의 일반적 

적용 또는 특수한 적용에 해당한다고 한다.248)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

246) 南孝淳(주 215), 450면. 

247) 南孝淳(주 215), 456면.

248) 南孝淳(주 215),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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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

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

가를 탐구하여야”249)한다고 하여 계약의 문언보다는 계약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의 탐구를 중요시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

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

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50)라고 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

언이나 여러 다른 종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계약의 목

적이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소와 논리나 경험칙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혼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학계에서의 논의인 자연

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을 염두에 둔 판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

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51)라고 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

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24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결.

25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25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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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

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52)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입

장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고, ‘당사자

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해석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

은 스스로 모순된다는 비판253)을 받기도 한다.

(4) 검토

종래의 논의에 대해서는 위 비판 외에도 ① 의사표시의 본질을 의사로 

보면서도 규범적 해석에 있어 상대방의 현실적 이해가 아닌 이해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실적 의사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54) ② 계

약의 본질이 당사자의 합의라는 점에서 볼 때 자연적 해석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므로 이를 다른 해석방법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의심되

며,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은 서로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

은 아니라는 견해255)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외에 여기에서 법률행위 해석의 전형적 논의에 관한 비판론

을 더 추가하는 것은 이 글의 흐름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위에

서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논의를 소개한 이유는 적어도 지금 현재 받아들

여지고 있는 계약 해석의 논의들이 약관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로써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약관의 계약적 성질이 투영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영향을 받은 국내에서의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 외에 계약 

25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253)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저스티스 32권 1호 (1999. 3), 

161-162면.

254) 엄동섭(주 175), 242면.

255) 최준규(주 223), 29-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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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G
257)

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

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

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

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야 한다. 

제9조 (1)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해석에 관한 해외의 규범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해외규범

들이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차원에

서 볼 때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계

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규준들과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2. 해외 규범에 따른 계약의 해석

(1) 국제 규범 속의 계약 해석 규정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규범들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PICC, PECL, DCFR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고만 한다)256)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들의 계약 해석 관련규

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규범에서 계약 해석 관련규정>

256) CISG는 1966년 국제연합의 위원회로 성립된 UNCITRAL에 의하여 1980. 4. 11.에 채택

된 것으로서, 1988. 1. 1.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 3. 1.부터 발효되

었다. 그 밖에 CISG의 성립 경위와 배경 및 개관에 대해서는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

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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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

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

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P

I

C

C
258)

제4.1조

당사자들의 의도

(1) 계약은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의도를 확인될 수 없을 경우, 계약은 당사자들과 같

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에 부여하였

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제4.2조

진술(statements)과 그 밖의 행위의 해석

(1) 일방 당사자의 진술과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

어야 한다.

(2) 전 항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진술과 그 밖의 행위

는 상대방 당사자와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

에서 그러한 진술과 그 외의 행동에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

석되어야 한다.

제4.3조

관련 사정(relevant circumstances)

제4.1조와 제4.2조를 적용할 경우, 

(a) 당사자들 간의 사전 교섭 (b) 당사자들 간에 확립된 관행 

(c) 계약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위 (d) 계약의 성질과 목적 

(e) 관련 거래에서 용어와 표현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여되

는 의미 (f) 관습(usages)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4조
계약 또는 진술 전체와의 연관

계약조항과 표현들은 그들이 나타난 계약 또는 진술 전체에 비

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제4.5조

모든 계약조항에 대한 효과부여

계약조항은 그들 중 일부에 대하여 효과를 박탈하기보다는 모든 

조항에 효과를 부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4.6조

작성자 불리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안된 계약조항이 불분명할 경우, 그 당

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P

E

C

L
259)

5:101

해석의 일반규칙

(1)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가 문언의 문자적 의미와 다른 경우

에도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도하

였고,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모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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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증명할 수 없

을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동일한 유형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일

한 상황에서 계약에 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5:102

관련 사정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특히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예비적 교섭을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된 상황

(b) 계약체결 후의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행태

(c) 계약의 성질과 목적

(d) 당사자들이 유사한 조항에 이미 부여한 해석 및 그들 사이

에 성립한 거래관례(practices)

(e) 당해 거래계에서 계약조항과 표현에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의미 및 유사한 조항에 이미 부여한 해석

(f) 관행(usages), 그리고

(g) 신의성실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

5:103

작성자 불리의 원칙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

는 경우에 그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하

여야 한다.

5:104
교섭한 조항의 우선

개별적으로 교섭한 조항은 그렇지 않은 것에 우선한다.

5:105
계약 전체의 참조

조항은 그것이 나타나는 계약 전체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5:106

유효해석의 원칙

계약의 조항을 적법하게 또는 유효하게 하는 해석이 그렇지 않

은 해석에 우선한다.

D

C

F

R
260)

Ⅱ.-8:101

일반규정

(1)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공통된 의사가 가사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다르더라도 그러한 공통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

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나 계약에 사용된 용어나 표현이 특정

한 의미를 갖도록 의도하고 계약의 체결 시에 상대방이 그 당사

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

었을 때에는, 그 계약은 그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의도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은 합리적인 제3자)가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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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을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 전항에 따라 의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당해 문제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당사자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아닌 

자261)로서 계약의 외관상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또한 신의성실

에 따라 신뢰한 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Ⅱ.-8:102

관련 사항(relevant matters)

(1)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PECL 5:102의 항목 수 및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 또는 양수인과 같이 법률에 의하

여 그러한 당사자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아닌 자

로서 계약의 외관상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또한 신의성실에 따라 

신뢰한 자와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 위 제(a)호 내지 제(c)호262)

에 언급된 정황은 그러한 정황이 그 자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

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을 한도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Ⅱ.-8:103

계약조항의 작성자 또는 우월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해석

(1)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아니한 어느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

문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작성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그 조

항을 해석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한다.

(2) 여하한 다른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리

고 그 조항이 어느 당사자의 우월한 영향 하에서 작성된 경우 

그러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그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선호되어

야 한다.

Ⅱ.-8:104
협상된 조항의 우선

개별적으로 협상된 조항이 그러하지 아니한 조항에 우선한다.

Ⅱ.-8:105

전체로서의 계약에 대한 고려

용어와 표현은 그것이 나타나 있는 계약의 전체에 비추어 해석

되어야 한다.

Ⅱ.-8:106

계약조항을 유효하게 하는 해석의 우선

계약의 조항들을 합법적 또는 유효하게 하는 해석이 그러하지 

아니한 해석에 비하여 우선되어야 한다.

257) CISG의 국문번역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문조약문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258) 본문에서 인용하는 PICC의 규정은 UNIDROIT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에 발표된 내

용을 尹眞秀(주 170), 232면 이하를 참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259) PECL의 국문번역은 올 란도ㆍ휴 빌 편/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 박영사, 

2013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260) DCFR의 국문번역은 Christian von Bar 외 편저 ;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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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국제규범들의 특성을 검토해 보면, 해석에 있어 가장 우선해

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공통된 의도라고 하고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상대

방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때 또는 알았을 것으로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때에도 상대방 당사자의 의도대로 해석되어야 한

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인간의 기준에 따른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PICC, PECL, DCFR은 계약의 일반 해석 원칙으로서 체계해석의 원

칙 즉, 계약의 어느 조항을 계약 전체에 비추어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원

칙, 유효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의 원칙들은 계약 해석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PECL은 개별적으로 협상

되지 않은 조항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계약보다는 당사자 

간에 협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된 계약 조항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

고 있는바, 이것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일반적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 계약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추론케 한다. 한편, DCFR의 경우에는 PECL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해석 원

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나 양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의 해석 원칙을 따로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우월한 영향 하에 설정된 조항에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어 PECL의 경우보다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국제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원칙들도 해석방법에 우선순위

를 전제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에 따르고 

준안: 총칙·계약편 : DCFR 제1권~제4권, 법무부, 2012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261) Christian von BarㆍEric Clive 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Full Edition, 

Vol. 1, 2009, p. 556에서는 ‘당사자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의 예로 

권리의 양수인(assignee)을 들고 있다.

262) DCFR (c)의 내용은 PECL 5:102의 (c)의 사항이 아니라 (d)에 해당하는 ‘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나 표현과 같거나 유사한 용어나 표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미 부여한 해

석 및 당사자들 간에 확립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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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합리성’의 기준에 따른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국내의 논의에 있어 자연적 해석을 우선시

하고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 규범적 해석을 적용하도록 하는 종래의 

통설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들이 약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앞에서 종래의 통설에 비추어 약관의 해석을 검토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63)  

한편, PECL이나 DCFR이 규정하고 있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전제요건 

즉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우월한 영향 하에 설정된 

조항의 요건에 약관이 해당됨은 물론이다.  

(2) 미국에서의 계약 해석 규정

국내의 계약 해석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상당 부분 일본과 독일의 영향

을 받아 그들의 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법체계를 달리

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패권을 쥐고 있으며 법실무와 학계의 이론

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해석론은 

어떠할까?  미국법에서의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제2

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이하 ‘리스테이트먼트’라고만 한다)264)를 확인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리스테이트먼트의 관련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3) UNIDROIT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0년판 PICC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첨가하

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PICC의 규정을 약관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관(standard 

terms)의 특수성이나 목적에 비추어 제4.1조 즉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해석

하도록 하는 기준이 항상 적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의 실제의 이해와 

관계없이 평균적인 사용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264) 엄동섭, 미국계약법 Ⅰ, 법영사, 26-27면에 따르면, 리스테이트먼트는 전통적으로 주 

판례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법영역의 판례들을 선별된 법률가, 법관, 학자 그룹으

로 조직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가 조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발간

한 것을 가리킨다. 1932년에 S. Williston과 A. Corbin에 의하여 기초된 제1차 계약

법 리스테이트먼트가 발간되었고 1981년에 R. Braucher와 E. Allan Farnsworth에 의

해 기초된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가 발간되었으며,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

트에서는 제1차 리스테이트먼트 이후의 판례와 함께 UCC의 규정들이 수용되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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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

테

이

트

먼

트

§200

약속(Promise)이나 합의(Agreement)의 해석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의 해석은 그 의미를 확인

(ascertainment)하는 것이다.

§201

당사자 간에 우선시되는 의미

(1)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에 양 당사자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 경우 그 의미에 따라 해석된다.

(2)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

른 의미를 부여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a)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그 어떤 다

른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의미

   (b)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그 어떤 다

른 의미도 알 이유가 없었고, 상대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

자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를 알아야 했을 경우 그 의미 

에 따라 해석된다.

(3) 위 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가 상

호 동의의 실패가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02

해석 준칙(Rules in Aid of Interpretation)

(1) 문언과 그 밖의 행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석되며, 당사자

들의 주요한 목적이 확인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가중치가 부여

된다.

(2) 서면은 전체적으로 해석되며 동일한 거래를 구성하는 모든 서

면들은 다 함께 해석된다. 

(3) 다른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a) 언어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

미에 따라 해석된다.

   (b) 기술적 조항(technical terms and words of art)이 그 기

술적 분야에 속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

적 의미가 부여된다.

(4) 어느 합의가 이행의 성질에 관한 지식을 가진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반복되는 이행상황(repeated occasions for performance)

과 상대방 당사자가 그것에 반대할 기회를 포함한다면, 승낙되거

나 이의 없이 묵인된 어떠한 이행과정(course of performance)이

라도 합의의 해석에 있어 가중치가 부여된다.

§203

해석의 우선 기준(Standards of Preference)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 용어의 해석에 있어 다음의 우선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의 계약 해석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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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은 계약내용의 일부를 비합리적이거

나 위법하게 또는 무효로 하는 해석보다 우선한다.

   (b) 명백한 조항은 이행과정(course of performance), 거래과

정(course of dealing), 거래관행(usage of trade)에 우선

하고, 이행과정은 거래과정이나 거래관행에 우선하며, 거래

과정은 거래관행에 우선한다.265)

   (c) 특별조항과 구체적 조항이 일반 조항에 비하여 더 가중치

가 주어진다.

   (d) 별도로 협상되거나 추가된 조항이 교섭되지 않은 조항이나 

표준조항보다 더 가중치가 주어진다.

§204

필수적인 조항이 흠결되었을 경우의 보충

계약으로 한정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

함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

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원에 의하여 보충된다.

§206

작성자에게 불리한 해석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의 합리적인 의미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문언을 제공하거나 서면을 제안한 당사자에 반하

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선된다. 

§207

공익에 합치하는 해석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의 합리적인 의미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선된다.

§211

표준계약(Standardized Agreements)

(1)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서명하거나 

서면에 동의를 표시하고 그와 같은 서면들이 동일한 유형의 계약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

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는 서면에 포함된 내용에 관해서 그 서면

을 완결된 계약(integrated agreement)266)으로 선택한 것이다.

(2) 그와 같은 서면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

면의 표준조항에 대한 그들의 인지나 이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합리적으로 해석된다.267)

(3) 동의를 표현한 일방 당사자가 만일 그가 서면이 특별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은 계

약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265) UCC §1-303에 따르면, 이행과정이란 “어떤 특정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으로서, (1) 그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적어도 한 당사자의 이행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 이행의 상대방이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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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계약의 해석(interpretaion)이란 “법원이 계약의 법적 효과를 결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사용한 언어에 부여된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268)

이다. 미국 계약법 논의에서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interpretaion’과 

‘construction’의 개념이 병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위 두 개념

을 설명하는 문헌들에 따르면, ① ‘interpretation’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언어에 부여한 의미가 법원에 의하여 밝혀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

없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 때 법원이 계약

의 법적 효과를 부여함에 있어 계약에 사용된 언어에 부여된 의미를  밝히

는 과정에 대하여 ‘co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거나,269) ② 

리스테이트먼트는 제1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언어와 행위의 해

석(interpretation)과 법적 효과의 결정으로서의 해석(construction)을 구분하

고 있다고 설명한다.270) 또는, ‘interpretation’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사용된 상징적 표현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의 과정인 반면, ‘construction’

은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계약의 용어, 맥락, 관련 사정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정책에 따른 법적 효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construction’은 

본질과 이행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면서 그 이행을 수령하거나 이

의없이 이를 묵인한 경우에 존재한다”. 거래과정이란 “어떤 특정 거래의 당사자 사

이에서 과거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으로서, 공정하게 보았을 때 그

들의 표현과 행동을 해석하기 위한 공통적인 이해의 기초를 이룬다고 여겨지는 것”

이다. 거래관행이란 “어떤 장소, 직업 또는 업계에 있어서 통상 준수되는 거래방법

이나 실무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와 관련해서도 준수되리라고 정당하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의 국문번역은 엄동섭, 미국계약법 Ⅱ, 법영사, 2012, 

32-33면에서 가져온 것이다. 

266) 리스테이트먼트 제209조 제1항에 따르면 완결된 계약이란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내용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표시로 여겨지는 서면을 말한다.”

267) 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Farnsworth(주 57), p. 292에서는 약관의 내용을 읽고 이해

하여 약관의 내용을 실제로 알게 된 고객들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고객들에 

비하여 불리해져서는 아니 되므로 위 리스테이트먼트 조항은 위 고객들 간의 불평등

한 취급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68) Farnsworth(주 57), p. 439. 

269) Farnsworth(주 57), pp. 439-440. 이 글에 따르면, 미국 계약법의 체계 확립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 아써 코빈(Arthur L. Corbin)이 이러한 분리를 선호하였다고 한다. 

270) Robert Braucher, “Interpretation and Legal Effect in 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81 Col L. Review 13 (1981. 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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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과 함께 적용될 수도 있지만, ‘interpretation’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패되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설명된다.271) 위와 같

은 논의들을 정리하여 보면, ‘interpretation’은 ‘당사자가 부여한 의미의 

확인’에, ‘construction’은 ‘계약의 법적 효과’에 방점이 찍히는 개념으

로 보인다. 이러한 설명은 국내의 논의에 있어 계약 해석을 기능론적 해석

과 목적론적 해석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떠올리게 하며,272)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연적 해석과 합리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계약의 의미를 확인하는 규범적 해석의 분류와도 닮은 면이 있다. 

또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

만,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일치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서로 다르거나, 당사자들의 계약상의 언

어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합리성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라고 한다.273) 합리성

의 기준을 통한 계약의 해석(construction)에는 여러 해석 준칙들이 동원되는

데, 특수하게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나 공익을 고려한 해석도 이에 속한다.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려는 노력이 우

선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기준 예컨대, 문언의 일반적 의미, 관

행 등으로 계약의 의미를 확인하며 더 나아가 유효해석의 원칙, 체계해석

271) Edwin W. Patterso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Contracts” 64 

Colum. L. Rev. 833 (1964. 5), pp. 833-836. 이 글에 따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도 

‘construction’의 영역에 속한다. 

272) 이와 유사한 분류방식은 일본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즉, 谷口知平 編集代表, 新版

注粎民法(13), 債権 (4), 契約総則 §§521-548, 有斐閣, 1996, 29頁(野村豊弘 집필

부분)에 따르면, 오늘날 계약의 해석에는 계약내용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작

업과 법관이 자기의 가치판단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법원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한다. 또한, 平井宣雄, 債権各論 Ⅰ, 弘文堂, 2008, 91-114頁에서

는 계약의 해석을 계약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의 공통의 의사를 탐구하는 본래적 

해석과 당사자의 공통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관이 규범 정립의 차원에서 계

약당사자의 의사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창조하는 작업인 규범적 

해석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래적 해석에 따라 적절한 권리의무관계를 확

인할 수 없을 경우에 비로소 규범적 해석이 행해진다고 하는데, 규범적 해석의 구체

적 기준으로 작성자 불리의 원칙, 신의칙, 교환적 정의 또는 조리, 공정한 절차의 기

준을 들고 있다.

273) Farnsworth(주 57), p.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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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과 아울러 공익을 고려하거나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이 계약의 해

석에 적용된다고 하는 해석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고만 한다)274)에서도 관련규정

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계약조항들이 전체의 맥락에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2-316 (1)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 원칙들이 약관의 해석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물

론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약관은 계약 체결의 여러 다양한 

형태 중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계약법의 원

칙들이 적용된다. 특히,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성의 기준’이 

주효하며,275) 리스테이트먼트 제206조에서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약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칙이 주로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또한, 리스테이트먼트 제211조에서는 표준계약에 관한 규정

을 직접 두어 그 해석에 합리성 기준을 적용함을 확인하고 있다.276) 

3. 소결

지금까지 계약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논의와 해외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본질 나아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논

274) UCC의 제정 배경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는 엄동섭(주 264), 22면 참조. 보다 자세

한 설명으로는 Charles L Knapp/Nathan M. Crystal/Harry G. Prince, Rules of 

Contract Law, Wolters Kluwer, 2012, pp.1-104 참조.

275) Farnsworth(주 57), p. 452에서는 현대의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의 법적 효

과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표준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해석이 힘을 쓰지 못할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관에 의한 계약이라면 당

사자들 간의 우연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순수한 객관성 테스트만으로 계약을 해석

하는 것은 통일적 해석이라는 장점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276) 이 조항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약관을 수령하는 대

중의 평균적인 구성원의 합리적 기대에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별 당

사자가 약관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약관이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tracts 2d, 1981, 

§211, p. 122). 즉, 이 조항의 취지는 약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약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위 

해설 외에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Farnsworth(주 57), pp. 292-2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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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법리가 축적된 논제이

다. 그 가운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의사를 찾는 

것이 계약 해석의 우선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공통적 의도를 

찾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들의 공통적 의도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합리성’ 또는 ‘객관성’의 기준이 도입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가치판단적 성격을 가지는 해석의 준칙들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해외

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약관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적용되는데 약관

의 해석에 있어 ‘합리성’의 기준은 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이상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

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계약 해석의 원칙들 가운데 

약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칙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약관규제법은 

약관 해석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해석은 계약적 성질에 따른 해석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위 약관의 규범 유

사적 기능으로 인하여 약관의 특수한 해석 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 원칙이 

적용된다는 논의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계약해석론에 의해서도 포섭될 

수 있지만, 법률해석론으로도 포섭될 여지가 있으며, 과거에는 실제로 그러

한 논의가 유력하게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법률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 원칙의 관계를 살펴보

고 약관의 어느 요소가 위 법률해석 유사의 논리를 끌어들이게 하는지 나

아가 약관의 특수성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요소들은 계약으로서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Ⅲ. 계약 해석과 법률 해석 사이에서 약관 해석의 위치

1. 논의의 필요성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과 법률 해석은 크게 보면 법해석학에 속하는 

두 부류이지만, 우리 민법의 영역에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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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 목적과 함께 법률행위의 해석이 논해질 뿐, 법률 해석은 법학방법

론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지거나 법률행위 해석과 별도로 민법의 법원과 관

련하여 논의되어진다.2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특히 계약법의 영역에서 

계약의 해석과 법률 해석의 논의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약관의 해석 논의이다.

약관이 문언의 형태로 주어지고, 임의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의 방법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

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석방법론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은 약관과 법률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

와 같이 법률과 계약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방법론의 유사성은 약

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의 해석의 논리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약관의 본질

을 규범으로 보게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해석에 

관한 논의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서 분리되고, 그 연관성이 따로 심

도 있게 연구되지 아니하며, 단지 약관의 특수한 해석 원칙이라는 관념 하

에 객관적 해석 원칙이나 고객 유리의 원칙이 각각 별도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약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률 유사의 해석 원칙이라

는 것이 과연 계약 해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인지에 대한 확인을 통

하여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는 해석의 원칙들이 법률 해석에서만 사용되는 

것인지, 약관 해석이 법률 해석과 유사한 것이라면 법률 해석은 과연 약관 

해석에 필요한 준칙들을 포함하는지, 계약의 해석원칙을 가지고는 약관의 

해석에 접근할 수 없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약관은 그 성질상 어디에 위치해야 하며 이러한 자리매김은 타당한지가 확

인될 것이다. 다만,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약관의 본질상 약관의 해석도 결

국 계약 해석의 문제이며 다만 계약 해석의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약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임을 보이는 것에 있으므로 법률 해

277) 김진우, “法律解釋과 法律行爲解釋의 관계”, 인권과 정의 통권 302호 (2001. 10)  

1면에서는 “예로부터 법률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거의 예외 없이 학설로서 별도

로 설명되어 왔거나 법전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왔다”고 하며, 국외와 국내에서 법

률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이 별도로 규정된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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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계약 해석과의 관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에 한정하기로 한다.278) 

여기서 미리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분석의 이유가 법률 해석과 계

약의 해석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

기는 하지만, 두 해석 모두 ‘의사의 표명’을 확인하는 법해석학의 영

역279)으로서 방법론상 공통점이 있고, 약관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공통점

이 유독 더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약관 해석의 

영역에서 여전히 규범 유사의 ‘기능’을 넘어 법규적 ‘본질’을 부여하

려는 듯한 현재의 학계나 실무의 논의에 대하여 작게나마 재고의 여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래 분석의 목적이다.

2. 계약 해석과 법률 해석의 관계

본래 법학 연구에 있어 계약을 포함한 법률행위 해석의 논의는 법률 해

석의 논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론은 법률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법률해석의 원칙

이 적용되다가 19세기가 지남에 따라 계약의 해석이 법률의 해석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한다.280)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 해석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법률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비교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이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 해석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 즉 ‘법

률에 내재하는 법정신을 탐구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281)이라면, ‘표의자

278) 민법연구 내에서 법률 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로는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民法(總則 

1, 제4판), 韓國司法行政學會, 2010, 85-105 면(尹眞秀 집필부분) 참조. 

279) 김진우(주 277), 4면; 李英俊(주 175), 281면.

280) Phillip Hellwege,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einseitig gestellte 

Vertragsbedigungen und die allgemeine Rechtsgeschäftslehre, Mohr Siebeck, 

2010. S. 126 und 135.

281) 李英俊(주 175), 280면에 따르면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가 공포하여 그 효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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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행위로부터 출발하여 표의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해석’282)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적 자치를 원칙

으로 당사자들이 해당 법률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고자 하였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수단이 

되었던 즉, 당사자들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수단이 되었던 언어 또는 

문언이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

다.

이와 비교하여 법률 해석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도와 함께 입법자를 통

하여 대변되는 시대정신 또는 시대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법률은 그 법률이 적용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사회를 이루는 체계나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

에서 법률을 이루는 문언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익의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해석될 것이 요구된다.283)

다만 의사표시가 문언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이 문

언이 될 수밖에 없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의 구현 형태가 문언이므

로 두 해석 모두 문언을 대상으로 그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 법률로부터 출발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

은 법률 해석의 목적에 관하여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보는 주

관설(subjektive Theorie)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법률 해석의 목적은 법률

에 내재하는 법정신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설(objektive Theorie)의 입

장이다.  법률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객관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Auflage, 
Springer, 1995, S. 137 ff.; Karl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9. 
Auflage, Kohlhammer, 1997, S. 111 ff. 참조.

282) 李英俊(주 175), 280-281면.

283) 우리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목표와 관련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

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

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

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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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에 있어 공통점이 드러날 수 있다. 즉, “두 가지 경우에 죽은 문

자로 기록된 살아 있는 생각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시 생성시키는데 그 목

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해석의 일반 원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적용

된다.”284)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

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약관의 해석은 어느 쪽의 

속성을 가지는지 확인하여 보자.

3. 계약 해석과 법률 해석의 방법론적 차이점과 공통점

(1) 방법론적 차이점 

법률과 계약은 모두 수범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

고 권리를 보장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285) 다만, 

법률의 경우 수범자는 불특정다수로서 그 법률의 적용이 요구되는 특정 분

야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적용되지만, 계약은 당사자

들의 동의를 통하여 해당 당사자들에게만 권리의무관계를 형성시킨다. 약

관도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입 합의를 통해서

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

라 법률과 계약 자체의 성질에 관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질에 기초하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286) 즉,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의 특정 내용에 대한 의미의 

탐구는 당사자들의 관련 이익 간의 긴장관계 즉 양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

하는 것이 되지만, 법률은 그 제정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충돌하는 수많은 이익 간에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의 탐구

284) Entwurf CPO, S. 415 f.; Hellwege(주 280), S. 134에서 재인용.

285) 김진우(주 277), 4면.

286) 김진우(주 277), 5면 이하에서는 법률해석과 법률행위해석의 상이점을 ① 해석대상의 

상이 ② 해석목표의 상이 ③ 보편타당성과 수범자의 범위 ④ 법적효과 발생근거의 상

이 ⑤ 해석방법의 상이 ⑥ 공백보충방법의 상이라는 여섯 가지의 범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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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입법부라는 하나의 구성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

이가 있다.287) 한편, 입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그 입법과

정에서는 입법부의 구성에 의하여 대변되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

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정 집단의 사

익보다는 공익과 사회정의가 기준이 되기 마련이다. 라이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관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을 비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률은 

정의(Gerechtigkeit)의 이념에 봉사하는 반면, 약관은 사업자의 힘의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의나 공익(Gemeinwohl)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한

다.288)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약관은 그 자체가 이미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이 없

고 이윤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측에 의하여 작성된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률 해석과 동일선 상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사업

자의 이익이 반영되기 쉬운 특성상,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영역에 속

한다고 할 것이다. 

(2) 수범자의 범위와 이해가능성

계약의 해석은 특히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된다. 또한, 계

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거나 규범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이 문제된다. 계약 해석의 전형적 논의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 해석에 있어서 이것은 청약자의 의도를 승낙자가 이해하고 이에 동

의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실제로 합치된 공동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와 관련된다.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표의자의 표시행

위를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편, 법률은 특정한 개인에 한정된 의미에서의 구체적ㆍ개별적 적용이 

아닌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체 집단에 대하여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적

287) Margaret N. Kniffin, Corbin on Contracts (Interpretation of Contracts), revised 

edition, vol. 5, 1998, p. 7. 

288) Raiser(주 61), S.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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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반영된

다. 즉, 수범자에 따른 상이한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289) 이와 관련하여 

약관은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지만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90) 라이저도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은 개별 분쟁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사안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해석 유사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약관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필연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차이로 표시상대방의 이해가능성에 대

한 고려를 들고 있다.291)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적용되는 각 경

우의 개별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292) 

이러한 설명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 사인마다 다른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적용되는 상대

방으로서 전체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 해석의 

방법으로는 문리 해석-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론적 해석이 전형적인 

해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93) 따라서 법률의 해석도 우선적으로 그 문언

에서 출발한다. 이때 문언 해석에 있어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그 

기준이 되며,294) 문언의 통상적 의미란 일반인들의 일상적 언어관용에 따

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법률은 일반인을 향해 있고 일반인에게 적용되

는 법률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성(Allgemeinverständlichkeit)의 

최소한을 포기할 수 없다.295) 따라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의 수범

자로서 일반인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오히려 

289) 김진우(주 277), 7면.

290) 李銀榮(주 5), 146면.

291) Raiser(주 61), S. 253.

292) Larenz⋅Canaris(주 281), S. 167 f. 
293) 尹眞秀(주 278), 86면. 

294) 우리 대법원은 법해석에 있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

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

결 등).

295) Larenz⋅Canaris(주 281), S.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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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석이나 법률의 해석 모두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방법론적 공통점

1) 방법론으로서의 객관적 해석

법률 해석에 적용되는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

규의 목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법규의 목적

은 역사적인 입법자가 가졌던 구체적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목적을 말한다.296) 이것은 입법자의 의사인지 개별 당사자의 의

사인지의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297) 계약의 규범적 해석에 있어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상대방

이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과 방법론적으로 닮아 

있다. 즉 합리적 상대방이라면 계약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ㆍ심리적 의사가 탐구의 대상이 아니

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당사자의 객관화된 의사가 그 대상이 된다

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해석’이라는 개념은 

법률 해석이나 계약의 해석 어느 영역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볼 때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개별 사정이나 구체적인 의

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서의 ‘객관적 해석’이 반드시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도출

296) 尹眞秀(주 278), 97면. 

297) 법률 해석에 있어 역사적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입

법자의 의사란 해당조항 입법자의 주관적ㆍ심리적 의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

범에 의하여 추단되는 객관적 의사를 입법자의 의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거에

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 입법자의 심리적ㆍ사실적 의사를 해석의 기

준으로 주장하는 견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란 입법의 모

든 역사적 연원 즉, 정치적ㆍ경제적ㆍ이념적ㆍ사회적 문맥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라는 

설명으로는 양창수, “법발견의 다양한 양상 또는 실정법학자의 법학방법론: 크라머

의 「법학방법론」을 읽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2), 18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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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게 된다.

2) 체계적ㆍ역사적 해석 원칙의 적용가능성

법률행위의 해석도 법률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의 한 영역이므로 법

률 해석에 관한 문리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방법들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도 응용될 수 있다고 한다.298) 반면에, 법률 해석

의 위 방법론이 계약의 해석에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

장도 존재한다. 플루메는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의 해석에 법률 해석에서와 

같이 문언적(grammatisch) 요소와 논리적 요소299)가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요소나 체계적 요소는 법률해석에서 기준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는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에 법률 해석과 법률행

위 해석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300) 

그러나 체계적 해석을 방법론적 차원에서 어느 규정의 의미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의 체계적 연관성 하에서 다른 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계약의 해석에 있어 체계적 해석

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301) 앞에서 살펴본 국제적 규범인 PICC 제

4.4조, PECL 제5:105조, DCFR Ⅱ.-8:105 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등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기 마련인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각 조항들의 체계적 연

관성을 감안하여 약관 전체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한 요구이

다.302)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관 전체를 관통하는 특별한 법사

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관은 그 자체로 해석되는 것일 뿐, 다른 

298) 李英俊(주 175), 281면.

299) 사비니는 목적론적 해석을 별도의 해석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논리적 해석

(logische Auslegung)을 들고 있지만, 오늘날 이는 일반적으로 체계적 해석의 일종으

로 다루어진다고 하는 설명으로는 尹眞秀(주 278), 86면 참조.

300) Flume(주 185), S. 309.

301) 尹眞秀(주 170), 247-248면; 南孝淳(주 245), 162-163면 등도 같은 취지.

302) 권영준(주 224), 218-219면에서도 약관의 해석에 체계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南孝淳(주 215), 458-459면; 李銀榮(주 5), 150면; 김진우(주 21), 1129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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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약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약관에 체계적 해석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계약 해석에 적용되는 

체계적 해석 원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303)

한편, 법률 해석에서 있어 역사적 해석이란 입법자의 의사를 해석의 기

준으로 삼고 법률 제정과정이나 연혁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해석방법을 계약 해석에 적용할 수 있을까? 문언을 창조한 자가 문언

에 대하여 부여한 의미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계약의 해석에서도 충

분히 적용가능한 해석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계약의 문언에 

부여한 당사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언의 작성 경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오

로지 방법론이라는 미명 하에 법률 해석의 모든 방법을 계약 해석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법률 해석과 계약해석의 방

법론상 차이점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 요소

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일반적인 분석틀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각각의 해석방법론에 투입할 재료로

서 법률과 계약에서 각각 서로에게 대칭되는 해당 구성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304)

이러한 논리를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흥

미로운 논점으로 약관의 생성사(Entstehungsgeschichte)를 해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역사적 해석을 광범위하게 이해하여 약관

의 해석에 역사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려면 약관의 생성사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관의 생성사 혹은 역사적 

배경은 법률에 정통한 고객이라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관련 고객군에게 

303) 최봉경(주 240), 134면에서는 계약의 해석이 필요한 까닭이 인간의 언어능력, 예견능

력에 약정시 예상한 사정이 사후적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므로, 계약의 각 조항과 문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계약 전체를 하나

의 유기적 메커니즘으로 보아 그 체결 목적과 의도에 비추어서 개별적ㆍ구체적 조항

들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304)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법률행위

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 해석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Hellwege(주 280), S. 

126]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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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므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

체적인 설명이다.305) 생각건대, 계약 해석의 경우 계약의 생성 과정에 양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모두 개입하게 되어 계약의 체결경위 등을 계약의 해

석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약관의 작성에 

있어서 고객은 그 작성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약관의 작성자료는 주로 사

업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관이 작성된 역사

적 배경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그 배

경을 고려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고, 고객에게 근거가 미

약한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그 밖에 해석방법의 유사성

위와 같이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에 있어 큰 차이

를 찾기 어려우며 두 해석은 상당수의 해석방법을 공유한다. 이것은 약관

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해석의 측면에서 해석방법의 공통

점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계약 

해석 원칙들을 예로 들어 보자. 계약 해석의 준칙의 하나인 유효해석의 원

칙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 해석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계

약을 유효하게 하는 해석이 그렇지 않은 해석에 우선하듯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 내에서 합헌적 해석이 요구된

다.306) 한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인정되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법

률 해석에 있어 ‘편집상 과오’307)에 관한 논의와 닮은 부분이 있다.308) 

305) HKK/Vogenauer, §§305-310(Ⅲ), Rn. 8.; MükoBGB/Basedow BGB  §305c, Rn. 30. 한

편, 생성사를 약관의 해석에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대표적인 독일 판례로는 BGH 

NJW-RR 1996, 857.

306)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2항)는 차원에서 합헌 해석을 유효의 해석, 위헌 해석을 무효의 해

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

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

하여야”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일부합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 

때문에 전면위헌을 선언할 때 생길 수 있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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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해석과 계약의 해석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원

칙으로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거론되기도 한다.309) 아래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당사자 의사의 해명의 관점이 아니라 약

관 작성자의 책임, 고객 보호 또는 위험분배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적용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당사자의 이익이 긴장관계에 놓이는 상황

에서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담시켜 상대방 당사자의 이

익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계약의 영역에 적용된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

대, 형사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도록 요구

하는 것310)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통하는 측면이 있

다.311) 즉 형벌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

307) 尹眞秀(주 278), 89면에 따르면, 편집상 과오란 “입법과정에서 단순한 표기상의 오

류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표현이 선택되거나 방치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이 사

건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의 개정)에서 제

89조 제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

하는 제5항도 ‘제6항’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다고 하였다. 편집상

의 과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논의는 尹眞秀, 위의 글과 최봉경, “편집상의 오

류”,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2007. 3) 참조.

308) 김진우(주 277), 4면에서도 법률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공통점으로 법률해석에 입

법자의 법률편집상의 오류가 적용되는 것과 법률행위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예로 들고 이것은 법률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각각 

입법자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표명된 문언을 넘어서 관철되는 원리라고 하였는바 

같은 취지로 보인다.

309) 김진우(주 277), 12면에 따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법률 해석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310)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

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

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한편,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에 관한 이론적 분석에 대해서는 김일수, “형법해석의 한계: 허용된 해석과 금

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이재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42-68면 참조.

311) 이러한 논리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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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형사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그 취지가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약관 해석의 위치 – 제3의 해석 영역?

이상에서 계약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추구되는 이익이나 수범자의 범

위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방법론적 차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주로 언급되는 문

언 해석이나 체계적 해석 혹은 객관적 해석 등은 방법론의 문제로서 계약 

해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에 어떠한 방법론이 사용되느냐의 기준은 약관의 해

석을 계약의 해석으로도 법률의 해석으로도 분류하지 못한다. 설령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는 단지 방법론적 차원에서만 법률 해석과 공통점을 가질 뿐 이것이 약관

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방법이 약관의 해석과 법률 해석 간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과 계약 해석 간에도 발견된다. 다만 계약의 체결이 해당 계약 당사자

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위한 것이고 약관의 경우에도 그 약관이 여러 거래

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해당 약관은 그 약관을 사용

하는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구속하고 그 당사자들의 사익에 주로 관계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관의 해석도 기본적으로는 계약 해석의 일부

일 뿐이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이익추구의 긴장관계에서 이

를 조정할 공정한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구합18849 

판결)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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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라도 약관의 해석은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을 계약의 해석의 범주내로 포섭할 수 있고 계약의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약관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굳이 약관의 해석에 규범 유사의 해석

을 적용하거나 계약의 해석이나 법률의 해석이 아닌 제3의 해석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 해석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들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계약 해석의 일부로서 약

관 해석의 입지를 확인하도록 하자.

제3절 약관의 해석과 계약의 해석

지금까지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 특히 그 방법론에 있어 여러 해석 방법

론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해석방법론의 다양성으로 보나 약관의 본질의 측면에서 보나 계약 해

석론에서 포섭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계약 해석론의 분석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고 여기에 약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관의 해석론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 후에는 약관규제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해석 원

칙과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를 각각 살피게 될 것이다.

Ⅰ. 계약 해석방법론의 분석틀

1. 해석방법론 간의 관계

앞에서 소개한 국내의 계약 해석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도식화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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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다. 

<그림 – 계약 해석 방법론의 분석틀>

위와 같은 분석틀을 우선 제시하는 이유는 계약의 해석방법론에 맞추어 

궁극적으로 약관의 해석이 그 특성상 종래의 통설에서는 규범적 해석, 새

로운 해석방법론에서는 객관적 해석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약관에 대한 객

관적 해석 원칙의 적용에 해당하며, 고객 유리의 원칙 혹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정책적 해석 원칙으로서 위 새로운 해석방법론에서 규범적 해석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해석방법론을 약관의 해석에 

적용함에 있어 보충적 해석은 약관의 해석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약

관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내용의 흠결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의법규 또는 관습을 통하여 보충되는 것은 약관의 계약적 성질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의 틀에서는 종래의 통설과 새로운 해석방법론을 그 성격에 따라 

‘해명적’ 해석과 ‘정책적’ 해석으로 분류하였다. 종래의 통설에서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 ‘해명적 해석’이라는 명칭이 주어

지는데,312) 이는 해석의 목적이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정책적’이라는 표현은 위 새로운 해석방

312) 池元林(주 16), 204면. 한편, 최봉경(주 240), 135면에 따르면, 해명적 해석이란 

“문언을 사용한 사람이 그 문언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해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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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서의 규범적 해석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해석

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313)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 글의 논의에서 편의상 사용한 것이다. 

 해석방법론을 약관에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이 계약의 해석방

법론을 도식적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지만, 각 해석방법들이 서로 완전히 분

리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적용에 있어 유사한 기준들을 공유

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들 간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314) 또한 해명

적 해석에는 전혀 해석자의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종래 

통설에서의 규범적 해석도 ‘합리적인 제3자의 규범적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적’ 해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해명적 해석과 정책적 해석으로 분류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

는 해명적 해석이 일반적으로 정책적 해석에 우선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방법론의 규범적 해석에 속하는 작성자 불리의 원

칙은 해석방법의 단계에서 후순위에 속하게 됨도 확인할 수 있다.

2. 각 해석방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

(1) 종래의 통설에서 각 해석방법의 적용요건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① 법률행위 해석 나아가 계약의 해석 첫 단계에

서는 표현의 문자적ㆍ언어적 의미에 관계없이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

심적 효과의사를 탐색하여야 한다. ② 이 때 발견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

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

에 부여된 것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찾게 된다.315) 

313) 尹眞秀(주 170), 269면.

314) 최준규(주 223), 30-31면도 같은 취지.

315) 宋德洙(주 228), 181-193면에 의하면 자연적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정한 표시

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이해한 경우”에는 그 의미에 따르고, 당사자의 

사실상의 일치하는 이해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자로부터 출발하여 표시행위

에 부수하는 제반사정, 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행

위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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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해석방법론에서 각 해석방법의 적용요건

새로운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①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은 그 서면의 문언으로부터 출발하되, 계약의 각 조항은 개별

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계약 전체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하도록 한

다.316) ② 언어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문언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에는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들 간에 확립된 관행, 계약체결 후의 당사자의 

행동, 계약의 성격과 목적, 관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계약

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계약의 의미를 판단한다. 

③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A)의 의사는 객관적 해석의 결과에 합치하지만, 상대방 당사

자(B)의 의사는 합치하지 않는 경우 i) 우선, B의 의사를 A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객관적 해석에 합치하는 A의 의사를 해석의 결과로 하고, ii) B의 

의사를 A가 알았던 경우에는 B의 의사를 해석의 결과로 하며, iii) B의 의

사를 A가 알 수 있었으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A, B의 책임의 정도

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④ 그 후에도 계약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따르되, 유효해

석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을 고려한다.

(3) 약관 해석에 적용될 방법론의 선택

이제 위의 분석틀을 통하여 약관을 통한 계약에서 해당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316) 尹眞秀(주 170), 247면. 이에 대하여 권영준(주 224), 218면에서도 약관의 해석에 있

어 그 문언에서 출발하되, 특정한 약관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그 조항만 따로 분리하

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관 전체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權

五乘(주 60), 568면에서도 “법률행위의 내용 중에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되도록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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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있어 종래의 통설을 적용할 경우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확

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이므로 자연적 해석보다는 규

범적 해석이 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종

래의 통설에서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해된 의미를 탐구한다는 것이 상대

방의 실제의 이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해가능성을 의미하는지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단

점이 있다.317) 반면에 새로운 해석방법론은 객관적 해석을 위한 판단기준

을 제시하고 있는데다가 해명적 해석으로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을 경

우 규범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해석 원칙과 고객 유리의 원칙은 새로운 해석방법론에 의하여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새로운 해석방법론

에 맞추어 약관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약관 해석의 원칙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Ⅱ. 약관의 특성에 따른 해석방법론의 적용

1. 약관의 특성

계약 해석에 관한 각 해석방법론은 각 해석방법마다 그 해석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계약의 성질이나 체결 정황에 

맞는 해석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해석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의 특성을 살펴본 후 그러한 

특성이 새로운 해석방법론의 전제요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기업에 의한 일방적인 작성 – 고객의 의사가 없다?

317) 尹眞秀(주 170), 230면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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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 간에 협상이 존재할 수 있다. 한 

개의 청약과 한 개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청약이 서로 오

가며, 최종적으로 합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이러한 계약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일방 당

사자에 의하여 사전에 마련된 약관에 대하여 상대방인 고객은 특별히 그 

약관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없이 동의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복잡다단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일부에 

대한 이해나 그 내용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존

재할 수 있을 것이다.318)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약관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

로 계약 해석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

상이 항상적이라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인식 없이도 약관의 법적 구속력의 발생에 합의한 

이상, 해당 약관이 계약 내용을 이루게 됨은 제2장의 논의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을 인지함이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그 약

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고객의 인지나 이해가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계약 해석 작업은 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

사를 확인하는 작업임에도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자리해야 할 곳에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가 아닌 가정적 의사 혹은 합리적 

인간이 가지게 될 의사가 자리하게 된다.319)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객과 사업자 간에 일치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됨은 계약 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것은 약관의 

318) Farnsworth(주 57), p. 452에 의하면 현실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은 이후에 발생하게 될 분쟁에 있어서 그들의 계약상의 언명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될지에 대하여 거의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

이 당사자들이 그들의 언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석은 더 이상 당사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합리성(reasonableness)’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319) 권영준(주 224), 221면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은 개별 당사자를 

평균적 고객으로 치환하여 그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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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일치하는 이해이든 약관의 내용과 다른 이해이든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약관의 문언이 지시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의사

의 합치가 있고, 그것이 양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일 때에는 약관의 내용은 단지 사업자가 제안하는 계약의 초안에 머물

고, 실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개별 약정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것이 이른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며, 우리 약관규제법은 제4

조에서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 약관규제법은 제3조 제3항에서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규정하

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사업자와 고객 간에 중요내용이 설명될 경우에는 고

객의 입장에서 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여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

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실제적 의사가 존재하게 되고 이를 탐구하는 작업이 계약의 

해석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PECL의 계약 해석 

규정 제5:101조가 당사자 간의 공통된 의도를 탐색하고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 당사자의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부합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작성과 관계없는 당사자가 계약조항들의 내용

을 충분히 알고,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공통된 의도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흥미롭다.320) 앞의 ‘제2절 Ⅱ 2. 해외 

규범에 따른 계약의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5:104조에서 개별적

으로 협상된 조항의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5:101조 부분에서 

위와 같은 해설이 부가된 것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고객의 인지

(knowledge)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공통된 의도에 따라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321)

(2) 하나의 약관과 불특정다수의 고객 - ‘평균적 고객’이라는 개념의 필요성 

약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인 고객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320) Ole LandoㆍHugh Beale (ed.)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 The Hague ; Boston :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 288.

3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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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누구의 의사로 대체되어야 할까? 여기에서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마다 참여하

는 당사자들이 다르고 계약체결에 대한 그들의 목적도 다르므로 계약의 해

석에 있어서도 개별 계약의 구체적 당사자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322) 그런

데 약관은 사업자가 자신의 대량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가 아무

리 많은 고객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는 동일한 약관이 사용되며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업자가 개별 고객마다 그 약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질 이유는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약관을 사

용한 거래에 있어 고객들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만족하는 한, 계약의 부수

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약관의 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약관의 편입

에 동의하게 된다. 또한 고객은 같은 사업자와 동종의 거래를 하는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약관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과정에 수많은 고객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약관에 대한 의도나 이해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개별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인 개별 고객의 개성이 사라진다. 라이저도 약관의 

해석은 대량계약을 위한 의사표시의 해석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개성은 

상실되고 표시의사(Erklärungswille)와 표시행위(Erklärungsakt)는 전형화된다

고 설명한다.323)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의 이러한 특성상, 약관의 해석에서는 해당 약관에 

322) 물론, 단순한 매매계약 특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점에서 약관없이 진행되는 

매매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인과 고객의 관계에서 각 매매마다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

이 반영되어 협상이 오고가기보다는 상인이 매매의 대상과 가격을 제시하고 고객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러한 매매계약에서도 각 고객들마

다 서로 내용이 확연히 다른 계약 체결의사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혹여 

그 해석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나 거래대상의 특정과 같이 당사자 간의 구

체적 합의가 있었던 부분 외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임의법규가 적용되거나 때에 따

라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계약의 해석에 그 계약이 

속하는 거래계의 제반 사정이나 관행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다른 고객이 참여한 동

종의 매매계약에서 그 당사자의 의사와 동일한 의사가 의제되지는 않으며, 각 계약의 

개별 사정이 고려된다.

323) Raiser(주 61), 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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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대방의 실제 의사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대량거래

에 참여하는 합리적이면서 전형적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차지하게 된다.324) 

즉,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는 수많은 계약에 동일한 약관이 사용되

며 그 약관의 상대방인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계의 ‘평균적’인 고객

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학설과 판례가 말하는 이

른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전형화된 혹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로 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

에서 법관으로서는 해당 약관의 해석이 개별 분쟁사건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해석이 다수의 사안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325)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한편, 이때의 평균적 고객이란 해당 거래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사

람들의 현실적 평균치로서의 개념이 아니다. 일반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를 ‘합리적’ 상대방이 대신하듯

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적 고객’이란 합리적인 고객으

로서의 평균적 고객을 의미한다.326) 이러한 관점에서 약관의 해석은 평균

적 고객의 의사를 탐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고객들의 산술적 평균값”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당위적 요청

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고객들의 규범적 평균값”이라는 설명327)을 이해할 

324) 이에 관하여, HKK/Vogenauer, §§ 305-310(Ⅲ), Rn. 4에 따르면, 일반 법률행위론에

서는 “객관적 수령인의 시야(objektive Empfängerhorizont)”의 공식에 상응하여, 

의사표시의 구체적 수취인이 의사표시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래관행을 고려하면서 어

떻게 이해해야 했는지가 중요한 반면에 약관법의 해석에서는 해당되는 유형의 계약에 

전형적인 계약당사자의 전형적인 이해를 추상적으로 확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325) Raiser(주 61), S. 253

326) 이와 같은 이해는 독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이성적이고도 성실한 계약당사자

(verständige und redliche Vertragsparteien)”가 일반적으로 관여된 거래범위의 이

해관계의 고려 하에서 약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약

관의 해석에 관한 독일의 지배적인 관념이다[Stoffels(주 108), S. 132]. 한편, 

Schmidt-Salzer(주 214), S. 146; HKK/Vogenauer, §§ 305-310(Ⅲ), Rn. 8에서는 “이

성적이고 성실한 평균적 고객(verständige und redliche Durchschnittskunde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327) 권영준(주 224), 221면. 평균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분야는 달리 하지만 ‘산술적 평

균’과 ‘규범적 평균’을 대치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로는 권영준, “불법행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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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28) 

(3) 후견적 개입으로서 약관의 해석‘통제’

약관규제법은 고객과 사업자의 관계에 있어 계약의 편입, 해석,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요건을 다루어 계약법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법의 

목적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자의 거래지위 남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

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어느 거래에 사용된 

약관의 조항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면 그 조항은 무효로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제34조)나 

형벌(제32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관을 통한 계약

에 특별한 규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약관의 체결부터 

구제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의 비대칭 상태가 구조화”329)되어 있는 약관

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기업은 고객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정보력과 자

본력, 조직력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하여 약관을 작성할 기

회를 가지지만, 고객으로서는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기회가 없고 이를 수용

할지 거래를 거부할지의 선택만 주어진다. 이후에 약관의 내용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를 시정할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약관을 사용한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이 

실판단과 사회평균인”, 비교사법 22권 1호 (2015.2), 101면 참조.

328) 이에 대하여 “고객은 약관 편입에 대하여 형식적 동의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 조항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계약체

결시에 고객에게 어떠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의사를 의제하는 

것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이병준(주 88), 22면]. 물론 이것은 고객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의사능력이 있었어도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를 

가지지 않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내

용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를 위하여 계약해석 원

칙 그중에서도 규범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

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의제하는 보충적 해석으로 나

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비판은 규범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에 대한 부인과 다

를 바 없다. 

329) 권영준(주 1),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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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되고 고객이 약자라는 특성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하여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후견적 요소가 일반 계약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개

입하게 된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있어서는 법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뿐

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가 수반하게 되며 약관의 해석은 일반 계약에서의 

해석의 의미를 넘어 해석‘통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330)

2. 새로운 해석방법론의 약관 해석에의 적용

(1) 당사자 의사의 규명

위에서 살펴본 약관의 특성은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 어느 

해석방법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결정해 준다. 계약 해석에 관한 새로운 해

석방법론의 각 적용요건에 약관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문언 해석: 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은 그 

서면의 문언으로부터 출발하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거의 모든 약관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문언의 형태로 작성되므로 

약관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출발점은 문언이다.331) 약관의 문언이 사업자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약관의 해석에 있어 문언해석을 1차

적인 해석 원칙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해석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약관의 내용통제로 해결할 문제이

지 이로 인하여 문언 해석이 뒤로 물러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언의 의미

330) 라렌츠도 “계약적 질서의 정의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쉽사리 확보되는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제도 및 경제제도가 경제적 지위가 보다 약한 당사자의 보호

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 라이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칼 라렌츠(梁彰洙 

譯), 正當한 法의 原理, 博英社, 2008, 63면], “계약자유의 제한은 약관사용자와 상

대방의 전형적으로 불균등한 지위에 의하여 정당화된다(칼 라렌츠, 같은 책, 72면)”

고 한다.

331) 권영준(주 224),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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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핌에 있어서는 약관의 개별조항만을 살피기보다는 약관 전체에 비추

어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332) 약관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조항

과의 조화 속에 문언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은 개별 고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고객에 따라 다르지 아니한 

해석 즉,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객관적 해석: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는 문언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계약의 의미를 판단한다]

이러한 해석 원칙을 약관에 적용할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

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달리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객관

적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위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

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제5장 고객 유리의 원칙에서도 다루게 되

겠지만, 약관의 문언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

용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객 유리의 원칙은 객관적ㆍ

합리적 해석으로도 불명확성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적용된다는 점

에서 보충성을 가진다.333) 따라서 약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 객관적 해석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약관상의 문언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

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이다. 약관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사업자와 고객을 

말하는데 약관의 내용은 고객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경우로는 약관의 제안

자로서 표의자인 사업자 측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의심되

332) 尹眞秀(주 170), 247면.

333) 권영준(주 224),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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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들 수 있다.334) 이러한 경우 객관적 해석이 도입되며 그 해석의 

주체는 합리적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즉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당

사자가 합리적 인간이었다면 약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도 합리적 고객이라면 해당 약관을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인지가 해석의 목적이 된다.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동일한 약관에 대하여 1인의 사업자와 불특정다수의 고객이 상대하게 

되고, 이 경우 각각의 고객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지성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약관 해석의 기준을 ‘합리적 당사자’에 맞추게 되면, 불

특정다수의 고객의 이해 기준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이 

약관 해석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다. 따라

서 새로운 해석방법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해석도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부합한다.

다만, 사업자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 해석의 기준이 되며 이것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적 해석’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334) 약관의 경우에는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고객과 구분되는 특성을 사업자

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한,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서 사업자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자리는‘평균적 고객’이 차지하게 된다. ① 그렇다면 어느 특정

한  고객에 의하여 약관의 문언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있게 될 경우 여기에 객관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평균적 고객은 합

리적이고 성실한 인간을 상정한다.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 해석은 

순환론적 논리에 빠지게 된다. 즉, ① 해당 문언이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

였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② 약관의 문언이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해석으로서 합리적인 당사자

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였을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므로 두 번의 

합리성 판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번의 합리성 판단으로 문언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그래서 합리적 당사자에 의한 의사는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 

만일 이 경우에 사업자도 합리적 당사자의 이해에 동일하게 해당 약관을 이해하면 그 

이해의 내용이 해석의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로서는 문언의 내용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반면, 고객의 입장에

서만 문언의 내용이 합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문제삼는 경우에는 결국 

합리적 당사자로서의 고객과 사업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주관적 해석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어 주관적 해석이 도입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객이 합

리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볼 수 없

으므로 고객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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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해석: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A)의 의사는 객관적 해석의 결과에 합치하지

만, 상대방 당사자(B)의 의사는 합치하지 않는 경우 i) 우선, B의 의사를 A

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객관적 해석에 합치하는 A의 의사를 해석의 결

과로 하고, ii) B의 의사를 A가 알았던 경우에는 B의 의사를 해석의 결과로 

하며, iii) B의 의사를 A가 알 수 있었으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A, 

B의 책임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이를 약관 해석에 도입해보면 일방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는 평균적 고객

의 의사로 치환되므로 위의 지시문에서 A는 평균적 고객에 B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평균적 고객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인간’으로 전

제되고 추상화된 개념이므로 약관을 사용하는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사를 

평균적 고객이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지만 과실로 몰랐다’는 명제는 

등장할 수 없게 된다.335) 물론 ‘알 수 없었다’는 명제도 이를 실제적ㆍ

구체적 인지의 개념으로서 ‘알지 못하였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평균적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

으로서 ‘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명제로서는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이

든 결국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의사가 종국적인 해석의 결과로 된다.

(2)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규범적 해석 

 

마지막으로 위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을 거치고도 계약의 의미가 불

분명한 경우 즉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의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해석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

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 ‘규범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는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유효해석의 

335) 독일에서와 같이 “이성적이고 성실한 평균적 고객(verständige und redliche 
Durchschnittskunde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 평균적 고객의 과실은 인정

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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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약관의 해석에 사용되는 규범적 해석의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선,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른 해석일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민법에

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336) 계약 해석에 있어 기본 원칙이 된다

고 봄이 일반적이다.337)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서 약관해석의 

원칙으로서 공정한 해석과 신의성실에 따른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은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원칙

이 민법과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바 크다.  

약관규제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해석의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공정하게 해석’할 원칙도 정책적 판단으로서의 규범적 해석의 영역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338) 신의성실의 원칙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며 해석 

원칙일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이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항에서는 내용통제의 기본 원칙으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계를 설정

336) 독일민법은 제157조에서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은 신의성실이 거래관행을 고

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Verträge sind so auszulegen, wie Treu und 

Glauben mit Rücksicht auf die Verkehrssitte es erfordern)”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계약해석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PECL 제5:102조, Ⅱ.-8:102 (2)에서도 

계약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의 하나로 신의성실과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를 들고 있다. 

337) 孫智烈(주 25), 329면. 尹眞秀(주 8), 325면에서는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것이 약관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한편, 南孝淳(주 215), 463면에 따르면, 우리 민법이 신의성실의 해석원칙을 

법률행위 해석 원칙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

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338) 南孝淳(주 245), 160면에서도 법률행위 해석방법을 언어의 기능적 해석에 기초하는 

기능적 해석원칙과 기능적 해석을 넘어 일정한 목적 하에 행하여지는 목적론적 해석 

원칙으로 나누고, 목적론적 해석 원칙에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불리 해석의 원칙과 

제한해석의 원칙이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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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339) 계약 해석의 종래의 통설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범적 해석’의 표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340) 이것은 새

로운 해석방법론에서의 규범적 해석과 종래의 통설에서의 규범적 해석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의성실의 원칙

이 민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작용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개념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포섭하기는 어렵지만, 약관 해석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해석’의 실체적 의미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해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

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로서는 반드

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

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341)을 말한다고 한다.

이 판례는 직접적으로는 해석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아닌 약관

의 내용통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서 해석 원칙

으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고객이 계약내용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없고 사업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

자간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해석 원칙으로서 주의적으로 규정된 것이란 점

이다.342)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할 의

339) 尹眞秀(주 170), 260면과 269면 이하에서도 새로운 해석방법론 상의 규범적 해석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계약 해석의 원칙으로 적

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당사자’의 개념이나 상대방의 이해가능

성을 고려하는 것, 보충적 해석의 기준 등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는 관점에 따라 계약 

해석 방법 전체의 근거를 이루는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李英俊(주 175), 342-343면

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려의 명제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다른 기준의 의미를 확

립하는 데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합쳐져서 법률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340) 宋德洙(주 228), 193면.

341) 대법원 1994.12.09. 선고 93다43873 판결.

342) 孫智烈(주 25), 329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독자적인 해석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원리를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약관해석을 위한 다른 원리들은 신의성실의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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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343) 이

러한 의미에서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해석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약관거래에서는 당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사업자

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의 희생 하에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취할 유

인이 있으므로,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고객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정당한 기대”344)를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해석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강자의 

희생하에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약관의 

특성을 고려하되, 양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는 요청

이라고 할 것이다.345)

2) 유효해석 원칙과 엄격해석 원칙

계약 해석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법론에서는 규범적 해석에서 주로 문제

되는 해석준칙들로 유효해석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을 들고 있는데 이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도 적용됨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엄격해석의 원칙은 

약관 해석에 있어 축소해석 또는 제한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승

인되고 있다.346) 다만, 독일의 논의에서는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약관 규제

를 위한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약관에 대한 충분한 내용통제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약관을 규제함에 있어 엄격해석이 일종의 숨겨진 

내용통제(verdeckte Inhaltskontrolle)의 기능을 하였지만,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해석과 내용통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해석과 

같은 해석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47)

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343) 李英俊(주 175), 342-343면.

344) 李銀榮(주 5), 151면.

345) 권영준(주 224), 220면.

346) 尹眞秀(주 170), 271면.

347) 김진우(주 21), 1131-1132면에 따르면 내용통제를 정면으로 허용하는 현행법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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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해석의 준칙으로 사용되는 유효해석의 원칙은 약관의 해석에 있

어서도 적용된다.348) 특히,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 유리의 원칙

도 유효해석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즉,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도 특정 약관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함이 원칙임에도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하여 그 규정이 유효하게 남

게 되는 것이다.349) 

엄격해석 원칙은 여러 양태의 계약 중 특히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고 한다.350) 따라서 이 원칙은 오히려 계약해석

의 일반원칙이 약관 해석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관 

해석에 주로 이용되는 해석의 준칙으로서 이를 계약의 해석으로 포섭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엄격해석의 원칙이 특히 약관

의 경우에 많이 문제되는 것도 약관작성의 일방성으로 인하여 고객의 실질

적인 자기결정의 결여,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 등과 같은 약관의 특성에 기

인한다.

판례도 엄격해석의 원칙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

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서 엄격해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통설과 판례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한 독

일 문헌을 찾아보면, 예컨대 Stoffels(주 108), S. 141에서는 “구 약관규제법의 시

행과 함께 제한해석원칙(Restriktionsprinzip)은 독립적 해석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구 약관규제법이 내용통제와 해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제한해석원칙은 숨겨진 내용통제를 조장함으로써 독일에서 

이미 효력유지적 축소가 금지되고 있는 것을 무력화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348) 南孝淳(주 215), 460면에 따르면 약관이 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법의 금지에 저촉하지 않는 경우, 약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두 가지 해

석가능성이 있으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당사자에게 유용한 경우 등에는 유

용한 방향으로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의미의 효용해석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유효해석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49) 한편, 독일에서는 독일민법 제305조의 C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관

련하여 오히려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 학설과 판례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5장 고객 유리의 원칙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50) 尹眞秀(주 170), 271면. 그리고 南孝淳(주 215), 461면에서는 엄격해석 원칙의 다른 

이름으로 제한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민법은 제한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본질상 제한해석도 당연히 법률행위 해석방

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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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351)한다고 판시하며, 엄격해석

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352)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및 공익을 고려한 해석

작성자 불리의 원칙도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원칙으로 소개되지만, 대부

분의 경우에는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서 문제된다.353) 작성자 불리의 원칙

은 오늘날 사용자의 우세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표현하거나 

약관의 작성을 맡은 자는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 관

념에 근거하므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규범적 해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약관의 해석에서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외에 공공이익도 고려요소

로 설명된다.354) 이것도 역시 동일한 약관이 불특정다수에게 사용되어 어

느 한 계약에서 약관의 해석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계약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355) 

공익의 기준도 계약 해석의 일반논의에 포함되어 논의되지만,356) 그 개념

35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352) 한편, 尹眞秀(주 170), 271면 이하에서는 엄격해석의 근거나 적용범위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CISG, PICC, PECL 등과 같은 국제 규범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의 근거를 탐색

하는 시도의 차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 중 합리적 인간이 하였을 거래로서‘공정한 

거래’로의 해석 원칙이나 독일에서의 논의 중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고 이익에 반

하는 법률효과는 법문과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353) Farnsworth(주 57), p. 460.

354) 李銀榮(주 5), 151면.

355) Raiser(주 61), S. 253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은 개별 사례의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용되는 거래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연한 개개의 사건에서 개

별고객의 특수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고객군의 공동의 이익(gemeinsames interesse 

des ganzen Kundenkreises)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즉, 약관의 해석에서 언제나 공

익(öffentliches Interesse)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은 통상의 개별 계약에서 보다 

강력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356) Farnsworth(주 57), p. 461에서는 어느 계약의 언어가 합리적인 두 가지의 해석이 가

능하고 하나의 해석만이 공익에 부합할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해석이 우선된다는 규

칙을 계약 해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규칙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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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독자적 해석 기준이라기보다는 규범적 해

석 전반에 스며들어 그 해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면모를 가진다. 

Ⅲ. 검토

이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계약 해석론의 해석방법들을 그 단계와 

적용요건 별로 도식화하여 약관의 해석에 도입해 보았다. 그런데 약관의 해

석에 종래의 통설에 따른 해석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종래의 통설은 약관 해

석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약관의 해석에 적용한다고 하여

도 대부분의 약관의 해석은 규범적 해석에 머무른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시

사점이 없다. 반면, 새로운 해석방법론은 ① 분류방법을 다양화하여 실제의 

사례들을 거의 대부분 포섭하는 장점이 있고,357) ②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약관의 형식이 문언으로 작성되는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약

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인 상황에서 ‘객관적 해석’의 의미를 법률 해석이 아닌 계약 해석의 논리

로서 잘 포섭하여 주며, ③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해석이 규범적으

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관점을 결정기준으로 하는 ‘규범적 해

석’이 약관 해석에 있어 고객 유리의 원칙의 가치판단의 측면, 그리고 해석

의 후순위성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계약 해석론에서 뿐만 아니라 

약관의 해석이 계약의 해석 영역에 속함을 적절히 보여주는 해석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의 분석은 약관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계약설이 이미 자리를 

잡았음에도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유사의 해석을 하여야 한다

357) 최준규(주 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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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계약의 해석과는 다른 독특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

해들에 반박하기 위하여 약관의 해석이 계약해석론의 일부일 뿐 서로 독립

적으로 존재하거나 계약 해석의 예외로서 특유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약관을 해석함

에 있어서도 계약 해석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약관의 특성을 반

영하여 계약해석의 여러 원칙 중에서도 특히 몇 가지 원칙들이 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해석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해석 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 원칙과 고객 유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 원칙들은 계약 해석의 원칙도 법률해석의 

원칙도 아닌 특수한 해석 원칙이 아니라 계약해석의 범위 내에서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특히 강조되는 해석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관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석 원칙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고

객 유리의 원칙이 약관 해석의 성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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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객관적 해석 원칙

제1절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는 그 본질에 충실

하게 계약의 해석 논의로 모두 포섭될 수 있으며 약관의 해석에 적용될 준

칙들도 그 원천은 계약 해석 원칙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해석방법의 일부

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 해석론의 일부로서 약관의 해석에 접근

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해석론상의 해석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약관규제법은 제5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약관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5조 제1항 후단

에서 규정하는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은 이른바 ‘객관적 해석 원칙’이라고 불린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정에 있어 주요한 모델이 된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이

나 현재의 독일민법 제305조 이하에서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학계의 논의만 존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객관적 해석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규정

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

로”358)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판례에서는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다고 하여도 그 약관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는 법규적 해석, 객관적 해석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359)는 입장

35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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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례는 적어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규의 해석방식을 따를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

지는 않더라도 개별 고객의 구체적인 의도와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말 것

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약관의 해석을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 해석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규정으로 보

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후단은 “고객

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문언만으로 보면 약

관에 동의하는 개별 고객의 구체적 사정이나 계약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

사를 반영함으로써 어떤 약관조항에 대하여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정언명령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은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계약 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단지 계약 해석방

법 중에서 약관의 특성에 맞는 해석방법으로서 객관적 해석 원칙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설의 상당수는 약관의 본질이 계

약임을 인정하면서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 ① 약관이 동종의 다수 계약에 

이용되는 점, ② 개별적 협상 없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점, 

③ 고객은 약관 내용에 대한 검토의 기회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판례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만이 고려되고 개별사정이나 당사자의 구체적 의도는 배격할 것을 

요구한다.360) 

그런데 계약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전혀 참작하지 않는 이러한 입장

은 계약 해석의 우선적 목표라 할 ‘당사자의 의사 탐구’라는 대전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4조에서는 개별 약정 

359)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관한 이회창 

前대법관의 보충의견.

360) 李銀榮(주 5), 145면; 孫智烈(주 25), 331면; 權五乘(주 60), 568-569면 등이 모두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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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의 원칙을 규정하여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봄으로써 약관과 다

른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합의의 존재를 통하여 확인될 경

우에는 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

나, 판례와 상당수의 학설은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요건을 엄격하

게 보고 있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해석에 반영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일반적으로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고객의 구체적인 의사는 드러나

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 약

관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개별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도나 공통의 이해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이를 고

집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

관의 계약적 본질에 입각한 해석보다는 약관이 적용되는 모든 고객에 대한 

동일한 의미로의 해석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법률 해석의 면모를 가짐으로

써 약관에 관한 논의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규범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객관적 해석 원칙은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이 아니라 약관

에 특유한 해석 원칙인가? 약관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판례나 다

수설과 같이 객관적 해석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객관

적 해석 원칙을 계약 해석원칙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가? 우리 판례

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당

사자인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합의의 정도까지 이르

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어느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에도 그러한 공통의 이해는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는가?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객관적 해석 원칙과 

관련하여 이 원칙의 입법 경위와 기존의 논의, 판례의 동향, 이 원칙에 영

향을 미친 해외의 논의와 최근의 추이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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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객관적 해석 원칙의 연원

Ⅰ.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의미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해석 원칙을 객관적ㆍ통일

적 해석 원칙 또는 통칭하여 객관적 해석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학설

의 일부에서는 객관적 해석 원칙과 통일적 해석 원칙의 의미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해석 원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나 의사와는 

무관한 해석으로서 객관적으로 약관의 문언에 제한된 해석을 말하며, 통일

적 해석이란 약관이 개개의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한다.361) 그

러나 이러한 설명에 따르더라도 통일적 해석 원칙은 객관적 해석 원칙의 

파생원칙이라고 하고 있다.362) 즉, 고객의 주관적 의도가 개별적 사정을 고

려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만을 약관

의 해석 내용으로 확정한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 원칙이니 이에 따르면 고

객에 따라 다른 해석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63) 따라서 약

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해석 원칙을 설명함에 있어 특별히 객관적 

해석 원칙과 통일적 해석 원칙을 구분해야 할 실익은 적다. 약관의 해석을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통일적 해석 원칙에 대한 별도의 분석 없이 

약관규제법 제5조 후단이 객관적 해석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364) 따라서 아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구분하지 않고, 제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객관적 

361) 李銀榮(주 5), 152-154면.

362) 李相珵ㆍ權大祐,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解說,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50면; 李銀

榮(주 5), 154면 참조. 한편, 南孝淳(주 215), 465면에 따르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

1항이 고객통일해석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확인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363) Farnsworth(주 57). p. 452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관은 순전히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계약내용을 해석하게 되는데, 특히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이러한 순수한 객관성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부여한 의미와 관계 없이 통일적 해석을 증진하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364) 孫智烈(주 25), 331면; 尹眞秀(주 8), 325면; 권영준(주 224), 219면; 김진우, “약

관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財産法硏究, 제28권 제3호 (2011. 11)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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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해석 원칙의 기원과 이에 대한 

논의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편,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은 20세기 독일민법학의 산물로 알려져 

있는데,365) 독일에서는 법으로 객관적 해석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 해석 원

칙의 의미를 살펴보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관조

항의 문언에서 출발하여 이성적이고 성실한 계약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바대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며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의 주

관적 의사의 고려를 배제하는 원칙을 말한다.366)

II.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입법경위

우리 약관규제법은 1986년 12월에 제정ㆍ공포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약관규제법의 입법경과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약관

규제법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1985년 11월 28일367) 경제기획원이 약관규

제법의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에 의뢰하였고, 그 모임에서 민법 및 상법 교수 등 7명을 약관규제법 

연구위원368)으로 위촉하여 1985년 12월부터 1986년 6월까지 연구하게 한 

결과 약관규제법 시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369) 따라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상 각 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해서는 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고만 한다)에서 1986년 7월에 약관규제

365) 김진우(주 364), 181면. 이 글에 따르면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은 라이저에 의하여 

비로소 체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366) Stoffels(주 108), S. 132; MükoBGB/Basedow BGB §305c BGB, Rn. 22; Ulmer/Schäfer, 

in: Ulmer/Brandner/Hensen, AGB-Recht: Kommentar zu den §§305-301 BGB und zum 

UKlaG, 11. Aufl. 2011,§305c BGB, Rn. 74  

367) 李銀榮(주 5), 51면; 孫智烈(주 25), 292면. 

368) 약관법제정위원회의 구성원은 (가나다 순으로) 김동환위원(당시 변호사), 김재옥위원

(당시 위 모임 사무처장), 김홍규위원(당시 민사소송법 담당 교수), 박길준위원(당시 

상법 담당 교수), 손주찬위원장(당시 상법 담당 교수), 이은영위원(당시 민법 담당 

교수), 황적인위원(당시 민법 담당 교수)으로 이루어졌다.

369) 孫智烈(주 25), 292면; 李相珵ㆍ權大祐(주 362), 17면; 李銀榮(주 5), 51면; 張敬煥

(주 7), 1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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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제1수정안 제2수정안 국회제출안

제6조(약관의 해석) 

1. 약관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

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고

객에게 동일하

게 해석한다.

2. 법률에 규정된 

사업자의 책임

을 면제ᆞ제한

하는 조항은 좁

게 해석한다.

3. 약관조항의 뜻이 

해석에 의해서도 

명확해지지 않는 

제5조(약관의 해석)

1. 약관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

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고

객에게 동일하

게 해석한다.

2. 사업자의 책임

을 면제ᆞ제한

하는 조항은 좁

게 해석한다.

3. 약관조항의 뜻

이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 사

업자의 불이익

제5조(약관의 해석)

1. 약관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

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고

객에게 동일하

게 해석한다.

2. 사업자의 책임

을 면제ᆞ제한

하는 조항은 

좁게 해석한다.

3. 약관조항의 뜻

이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 사

업자의 불이익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

며 고객에 따

라 다르게 해

석되어서는 아

니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

게 유리하게 해

석되어야 한다.

법 입법 작업에 관한 연구보고서로서 출간한 「約款 規制의 立法」을 참고

하기로 한다. 

실제로 위 모임에서 1985년에서 1986년에 걸쳐 약관규제법에 관하여 제2

수정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약관규제법 제2수정안 제5조 제1

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70) 이 제2수정안이 정부의 논의

와 공청회 등 관련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되었

다. 이후 1986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내용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채택되어 

그 내용 그대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약관규제법에서 해석 원칙의 규정 경과>

370) 이러한 내용은 위 모임에서 마련한 약관규제법 원안과 제1수정안에서도 동일하다. 다

만, 원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6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제1수정안에서 제5조 

제1항으로 그 조항의 위치를 바꾸었을 뿐이다. 위 모임에서 작성된 약관규제법 원안

과 제1수정안, 제2수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156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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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는 사업

자의 불이익으로 

된다.

으로 해석한다. 으로 해석한다.

결국 우리 약관규제법은 입법논의가 있을 당시부터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다만, 위 모임에서 작성한 안에서는 “객관적으

로”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가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그 직

접적인 명시가 사라졌을 뿐이다. 

Ⅲ.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입법이유

위 모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의 입법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약관 해석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해석의 기본원칙이 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외국에서는 민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약관규제법에 이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으로라도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입법하였다고 한다.371) 

그리고, 후단 부분의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한다’에 대해서는 

종래 약관의 해석 원칙인 “개개의 고객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통일적 해석의 원칙

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 통일적 해석 원칙에 대해서는 “약관이 

개별 약정과는 달리 다수인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약관조항을 약관작성자

의 주관적 목적에 따르기보다는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는 객관적 해석의 파생원칙”이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됨으

로써 사업자가 고객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입법이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계약

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추구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약관의 작성

자가 사업자인 것에 비추어 사업자의 의사만이 일방적으로 약관의 해석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입법이유만으로 보면, 적어도 사

371)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3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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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전횡적으로 고객마다 차별적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5조 제1항 후단을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1986년 12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따르더라도, 제5조는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약관규제법 제5조 제1

항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채택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5조가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외국 입법례에서

는 독일민법 제157조의 계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과 그 당시 독일 약관규제

법 제5조의 불명확성 원칙을 들고 있고, 이태리 민법이나 프랑스 민법을 

인용하고도 있으나, 이것도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관한 것일 뿐 객관적ㆍ

통일적 해석 원칙의 입법례를 소개하지는 않고 있어 약관규제법 제5조 제1

항 후단의 규정이 해외의 입법례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계 논

의 특히 독일학계의 논의를 차용한 것임을 추단케 한다.

요컨대,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 약관논의에 

있어 설명되어온 객관적 해석 원칙과 이의 파생원칙으로서의 통일적 해석

원칙을 입법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위의 입법이유에서도 확

인할 수 있듯이 우리 약관규제법은 객관적 해석 원칙 규정을 통하여 사업

자의 자의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약관의 해석이 적용되는 것을 막

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72) 이것은 약관 내용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공통의 이해가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악의적인 

전횡이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나아가 그러한 해석이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 공통의 이해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살피게 되는 바와 같이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관한 논의는 이

와 같은 입법이유가 무색하리만큼 정형적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약

372)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이와 같은 입법이유는 그 이론적 근거와는 별도로 약관규제

법의 제정 당시 악의적인 약관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위한 입법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예컨대, 1982. 4. 12. 자 경향신

문 “소비자를 울리는 약관함정”, 1983. 3. 2.자 동아일보 “가입자 얽어매는 약관

횡포”, 1986. 11. 22.자 경향신문 “강화돼야 할 약관규제 입법” 등]에서 볼 때 일

반 소비자로서의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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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규제법이 제정될 당시 국내에서 약관의 성격 및 해석에 관한 논의의 흐

름이다. 현재 우리의 논의는 약관의 본질과 관련하여 계약설이 주도권을 

잡은 것에 힘입어 약관규제법의 제정도 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

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약관규제법의 규정들을 보면, 이러한 이해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73) 그런데 약관규제법의 제정 당시 약관

에 관한 국내 논의는 민법학계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상법학계에서 특히 보

험약관과 관련하여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당시 상법학계에서는 약관의 본

질과 구속력에 있어 규범설에 근거하여 법규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

다고 보는 입장들이 주류였다.374) 이것은 약관규제법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특히 우리 약관규제법 

제정에 있어 법률안의 기초를 위촉받은 위 모임 소속 약관법제정위원회의 

구성원 7인 가운데 학자 5인 중 2인의 상법학자가 참여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도 상법학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출발

점으로 이 법의 제정 당시 국내 논의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어떻게 이

해하였는지 그리고 이 논의의 배경이 된 독일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원칙의 문제점을 확인해보도록 하자.375) 그 후

에는 본격적으로 객관적 해석 원칙 의미에 대한 분석과 판례의 입장에 대

373) 孫智烈(주 25), 304면을 보더라도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약

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제안을 규정

하는 제2조 제2호와 제3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등을 근거로 

하여 약관규제법이 계약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374) 孫珠瓚, 商法(上), 博英社, 1981, 79면; 鄭熙喆, 商法學原論(上), 博英社, 1984, 49

면; 裵鐵世ㆍ姜渭斗, 商法講義 Ⅰ, 螢雪出版社, 1979, 49면 등. 金東勳, “約款法의 形

成과 展開”, 韓國民法理論의 發展 II (債權編), 博英社, 1999, 759면에서는 약관규

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규범설의 일종인 상관습법설이 다수설이었다고 설명한다. 심

지어, 金學均, “普通去來約款의 拘束力에 관한 小考”, 司法論集 제16집 (1985), 

358면 이하에서는 약관의 본질에 관한 국내 학설을 설명하면서 자치법설과 백지상관

습법설을 들고 있을 뿐 계약설은 소개도 되어 있지 않다. 

375) 尹眞秀(주 278), 95면 이하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은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 즉, 법률해석의 방법으로서 이른바 ‘역사적 해석’의 방

법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 법안 제안자의 의

사, 입법의 연혁, 입법당시의 학설이나 판례가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법을 계수한 경우에는 계수된 외국법에 관한 외국의 학설, 판례등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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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다. 

Ⅳ.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입법 당시의 논의

1. 제정 당시의 국내 논의

(1) 상법학계의 논의

약관논의는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그 성질과 해석 및 내용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약관규제법 당시 상법학계에서의 약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상법의 

법원과 관련한 설명에서 약관을 상사자치법으로 설명하고 있다.376) 약관을 

상사자치법으로서 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규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당연한 귀결이

다. 이에 따라 “법규 해석의 일반원칙 중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객관적 해석”이라고 설명된다.377) 즉, 보통거래

약관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평등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상대방 여하에 따

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약관의 법원성을 부정

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약관의 해석을 계약 해석과 동일시하는 견해는 적

으며 실제로는 중간적인 견해를 취하고 법률해석으로의 접근과 차이를 검

토함에 있어 약관해석의 특이성을 구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378)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금은 상법학계에서도 계약설이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379) 여전히 약관의 규범성을 인정하고,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규해

376) 약관법제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손주찬 교수의 글[孫珠瓚(주 374) 79-80면]에 따르

면, 약관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분야

에서는 그 분야의 계약은 약관에 의한다고 하는 관습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과 

당해 계약에 관한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른바, 상관습법설을 취하고 있

다. 이것은 鄭熙喆, 商法學原論(上), 博英社, 1984, 49면, 梁承圭, “普通 保險約款

의 說明義務와 拘束力”, 考試硏究 (1988, 4), 75-78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77) 裵鐵世ㆍ姜渭斗(주 374), 49면; 李院錫(주 217), 6면 

378) 李院錫(주 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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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남아 있다.380)

요컨대,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상법학계에서는 약관을 상법의 법원으로

서 상사자치법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약관의 해석에 있

어서는 계약 해석의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약관의 특성상 법규 해석의 원칙

을 따를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주류였다. 

  (2) 민법학계 및 그 밖의 논의 

1986년 약관규제법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은 “우리의 학문적 연구나 

판례의 축적 없이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에서 다소 급조된 듯한 감이 

있어 부분적으로는 외국법전의 번역과 같은 생경한 느낌을 주기도”381) 한

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 부분 1977년에 시행된 독일의 구 약관규제

법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따라서 1980년대의 국내학계에서도 주로 독

일 약관이론과 판례가 소개되어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382) 또한 국내의 약관논의에 있어서도 민법학계에서의 논의가 

상법학계에서와 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민법학계에

서는 약관규제법의 제정 전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의 제정에 영향을 받아 

계약설을 기초로 하여 약관통제의 이론을 펼치는 자료들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383) 민법학계와 실무계의 논의들 가운데 특히 약관의 해석과 관련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은 계약해석의 원칙에 의하기

보다는 법규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는 설명이 눈에 띈

379) 宋沃烈(주 67), 11면.

380) 梁承圭, 保險法, 三知院, 2005, 72-73면에 따르면,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개별적 의사보다도 법률의 일반해석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ㆍ기술성을 고려하

여 약관의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381) 金東勳(주 374), 756면. 

382) 1980년대 국내에서의 약관논의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金東勳, 앞의 글 참조.  

383) 李銀榮, 約款規制論, 博英社, 1984, 86면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관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주로 상법학계의 자치법설과 상관습법설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구 독일약

관규제법이 소개되면서 정면으로 계약설을 주장하는 논문은 없으나, 계약설을 기초로 

하여 약관논의를 펼치는 문헌으로서 이영준, “일반약관”, 대한변호사협회지, 1977

과 김용한, 契約과 普通契約約款, 考試硏究 (1983, 7)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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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4) 이 설명에 따르면, 약관을 법규의 하나로 보는 견해에서는 약관의 

해석을 법규 해석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약관을 계약이라

고 보는 견해에서도 해석의 원칙에 있어서만은 법규해석과 같이 하여야 한

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385) 

한편, 이은영 교수386)는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과 관련하여 약관은 그 

조항이 하나 하나 객관적으로 그 문언에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하고, 원칙

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항

의 문구를 벗어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약관조항의 문언을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객관적 해석을 설명한다.387)  

이은영 교수는 약관규제법을 제정할 당시 학계에서 약관의 본질과 관련

한 학설을 자치법설, 상관습법설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 보통거래약관을 법

규범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기업이 약관에 의한다는 점을 밝

히고 고객이 볼 수 있게 약관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서 개별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여 계약설적 입장을 취하였다.388) 다만, 이은영 교수는 약

관규제법 제정 이후에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약관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신

의 입장을 절충설로 소개하면서 약관을 “규범적 요소가 가미된 계약”으

로 보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의 명시 및 고객의 채용동의를 계

약편입의 적극적인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계약설에 접근한 절

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다.389)

다만,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에는 필요한 경우 개개 계약

의 목적도 보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90)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

별사정의 고려, 구체적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그가 기도한 목적을 고려하는 

384) 金敎昌, “普通去來約款의 基礎的 硏究”, 普通去來約款의 연구, 서울統合辯護士會, 

1983, 46면.

385) 金敎昌(주 384), 46면. 

386)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민법학계의 논의를 살핌에 있어서는 이은영교수의 견해가 확인

될 필요가 있다. 이은영 교수는 약관규제법 문언의 기초를 위촉받은 약관규제법제정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민법학계에서 약관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387) 李銀榮, “普通去來約款의 解釋原則”, 契約法의 特殊問題, 私法硏究會 編, 1983, 68

면. 

388) 李銀榮(주 383), 86-94면

389) 李銀榮(주 5), 104면 이하.

390) 李銀榮(주 5),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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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관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적인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3) 판례의 입장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의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반거래약관은 마치 

법규와도 같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립된 해석원칙인바, 

많은 판례들이 이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391)하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설명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판례로 서울고법 1985. 7. 

1. 84나4476 판결을 소개한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약관이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392) 

그러나 이 당시의 판례로서 계약설의 입장을 보이는 판례도 존재한다. 

예컨대, 대법원 1983. 12. 27. 83다카893판결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정한 

‘전기공급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전기공급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임이 명백한 바, 이러한 공급규정

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

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

여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에서도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

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

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

391) 孫智烈, “一般去來約款法에 관한 判例의 展開”, 民法學論總, 厚巖 郭潤直敎授 華甲

紀念論文集編纂委員會, 1985, 428면.

392) 孫智烈, 앞의 글, 422면. 한편, 이 글에 따르면 서울고법 1983. 10. 19. 83나734 판

결도 보통보험약관이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해 약관의 개개의 내용에 대한 의욕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이에 구속”된다

고 하고 있으나, 이 판결의 후반에서는 “보험계약도 어디까지나 보험관계자 간의 사

법상의 계약인만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판례의 전단은 규범설을 방불케 하지만, 후단의 판시는 계약설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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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여 계약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393)

2. 독일에서의 논의 

(1) 19세기와 20세기의 논의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국내의 약관논의에 독일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

안하면 그 당시의 독일에서의 약관논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약관은 이미 로마법 시대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394) 독일에서 

약관이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은 19세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95) 19세기

에 이미 모든 해석은 계약의 문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약 상대방은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지적함으

로써 약관조항의 전형적 해석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한다.396) 적어도 19세

기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약관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배척하

는 엄격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19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의사설에 의하면, 계약해석의 목적은 당사자

의 공동의 진의를 탐구하는데 있었으나, 표시설이 점점 우세해짐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보다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여

393)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라고 한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94) Hellwege(주 280), S. 2에서는 로마법 시대에 이미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

용의 임대차 계약서에 표준조항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395)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

396) Hellwege(주 280), S. 133. 한편, 같은 글, S. 126 이하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

은 19세기에 아직 법률해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법률해석

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법률행위의 해석을 위한 특징이 생겼

는데, 지배적 의사표시이론에 의하면, 해석의 목적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진정한 의

사를 확증하는데 있었고, 계약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 목적이 구체화되어 양 당사자의 

공동의사가 탐구되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단지 객관적 사정에 기하

여 추정될 뿐이었고 이로 인하여 문언이 해석의 중심에 있게 되었으며, 법관은 객관

적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 일

방은 객관적 표시에 반하는 두 당사자의 공동의 진의를 입증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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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던 것이다.397)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20세기에는 확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약관

의 전형적인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표시의 구체적 상대방을 대신하게 되었

으며, 약관 해석의 특수성이 문제되었고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나머지 개

별적 사정은 모두 고려되어선 안 되었다고 한다. 약관은 사용자에 의해서 

집단거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약관 해석의 경우, 개별적 계약 당사자

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약관을 법률처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적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398) 이것은 한편으

로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공익 뒤로 물러나도록 하는 일반적 노력과 일치되

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399) 이러한 입장은 나치의 집권기간에 더욱 강해

졌으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개별 고객의 생각이 표준이 될 수 없고 오히

려 법률과 유사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40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1945년 이후로는 거부되었고, 법률과 유사한 

해석을 주장하는 학설은 결국 관철되지 못하였다고 설명된다.401)

(2) 대표적인 견해들의 소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독일에서 구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약관논의가 존재하였지만 특히, 라이저와 쉬미트-잘쩌의 견해가 상당한 영

향을 미쳤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402) 

라이저는 약관을 법률행위적 산물로 보고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행위 

397) 이에 대하여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4에서는,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표시설이 해석의 최고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라는 의사설의 관념을 

필연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설명한다.

398) Hellwege(주 280), S. 280 ff.

399) Hellwege(주 280), S. 283.

400)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7.

401)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8.

402) 라이저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35년에 「Das Recht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을 발표하여 독일에서의 약관논의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고 할 수 있고, 쉬미트-잘쩌는 1971년에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을 발

간하여 약관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구 약관규제법의 제정에 기여하였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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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403) 다만, 기업에 의하여 모든 고객

에 대한 법률관계의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사전에 미리 객관화되어 있다는 

점에 약관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별 계약이 성립된 사정, 당사

자의 의도 등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이저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개별 고객의 다양한 이해가 아니

라 보통의 이성적이고 성실한 사람(normaler vernünftiger und anständiger 
Mann)의 기대가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있어 법관의 해석이 그 개별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안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음에도 기인한다.404) 이로 인하여 라

이저는 약관의 해석이 법률 해석의 기술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짐을 인

정한다. 라이저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약관의 일반 의미에 상응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했다는 것이 개별사안의 사정으로부터 드러나면 더 이상 약관

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배제 합의가 문제되지만 이 경우

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405)  

이와 같은 이해는 쉬미트-잘쩌에게서도 확인된다. 쉬미트-잘쩌는 약관의 

특수성이 계약 해석에 대한 일반 원칙을 수정하게 되며 약관은 교섭의 결

과가 아니므로 문언에 제한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406) 따

라서 이성적이고 성실한 평균적 고객의 이상적 유형이 고려된다고 보았

다.407) 다만 쉬미트-잘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관은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초안(Regelungsentwürfe)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합의에 

대한 약관 해석의 관계가 규명되는 경우에 비로소 종결된다고 하였다.408) 

요컨대, 쉬미트-잘쩌에 따르면 객관적 해석 원칙은 해석방법의 단계에서 

단지 중간단계(Zwischenstufe)에 불과하고, 개별 사안의 사정과 당사자의 

의도를 묻지 않는 것은 단지 잠정적 결과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409) 이와 

403) Raiser(주 61), S. 251 f.  

404) Raiser(주 61), S. 253. 

405) Raiser(주 61), S. 260. 

406) Schmidt-Salzer(주 214), S. 144.

407) Schmidt-Salzer(주 214), S. 146. 

408) Schmidt-Salzer(주 214), 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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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은 쉬미트-잘쩌가 명백히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개별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의사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을 

비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소결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국내학계에서 약관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상법학자

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논의에 있어서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

규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약

관법제정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상법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약관규제법의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

적 해석 원칙의 모델이 된 독일의 논의에서도 20세기 초반에 당사자의 의

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 해석과 유사한 방식으로의 객관적 해석이 약관 

해석이 적용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규범설보다 계약설적 

입장이 점점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었고, 그 영향 하에 구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다만, 구 약관규제법의 제정 이후에도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

칙에 관한 논의는 계속 유지되었고, 판례에도 반영되었다. 하지만 아래에서

도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도 객관적 해석 원칙을 엄격하게 적

용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관규제

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제 아래에서는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

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국내외의 비판적 입장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409) Schmidt-Salzer(주 214),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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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Ⅰ.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 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해석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하

고, 특히,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합리적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살핌으로써 해당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의도하고자 한 바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방법은 보다 엄격히 그리고 절

대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서는 그 유

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제5조에서 약관 해석의 원칙으로 객관적 

해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이 개별약정과는 달리 다수인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약관사용자의 주

관적 목적에 따르기보다는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직접 규정하여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해석되게 함으로써 사

업자가 고객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또는 주관적인 이해를 확인하는 작업

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금기시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고 거의 30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약관은 그 조항이 하나하나 객관적으

로 그 문언에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관

적인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항의 문구를 벗어난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약관의 해석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지배

하므로 개별적 상황이나 당사자의 의도 및 이해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410)라고 하거나, “약관은 구체적 계약을 상정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

니라 동종의 다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는 것이고, 쌍방의 합의에 의

하여서가 아니라 일방에 의한 제안과 타방에 의한 용인에 의하여 계약내용

이 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개개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에 참여

410) 李銀榮(주 5),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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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411)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적 계약해석

원리와 달리 개별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기

준으로서 이성적이고도 성실한 평균고객의 이상적 유형이 고려되어야”412) 

한다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도 혹은 개별적 사정은 배제할 것을 요구

한다.413) 

Ⅱ. 판례의 입장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학계의 일

반적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개별적 사정이나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

를 배제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 법률행위와 달

리 ‘법규적’ 해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도 있다. 한편, 약관의 해

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평균적 고객’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입

장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약관의 해석을 일반 법률행위와 다른 해석으로 본 사례 

(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

에 대한 보충의견(이하 ‘보충의견’이라고만 한다)

411) 孫智烈(주 25), 331면.

412) 李宙興, “一般去來約款에 대한 解釋統制”, 厚巖郭潤直先生 古稀紀念 民法學論叢 第

二, 1995, 310면.

413) 이러한 설명은 경제법 분야에서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

다 즉, “약관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약

관은 다수인에게 통용되는 것이므로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의 종류에 따

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權五乘(주 

60),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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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414)은 우리 판례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

칙의 의미를 밝힌 초기의 예로서 그 보충의견에서 약관 해석 원칙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견은 이 판결 이후의 판결에서도 인용

되었다. 이 의견은 두 가지 면에서 특징적인데 약관의 해석에 있어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법규적 해석, 객관적 해석’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는 점(①)과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②)이다. 

① 우선, 보충의견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의 일반론415)을 밝히며, 

보험약관의 해석도 법률행위 해석의 기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약관과 보험제도의 특성에서 오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즉, “보

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지만 보통거래약관이 정형적

으로 행해지는 대량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

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행위에 있다고 하여도 그 약관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규적 해석, 객관적 해석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고 하여 약관의 본질과 약관의 해석을 분리하여 약관 해석의 원

칙에는 ‘법규적 해석’으로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② 또한, 보험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가 특정한 동종의 위

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으로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미리 일정한 금액(보험

414) 이 판결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사고가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

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

허운전 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415)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표현된 당사자의 의

사를 밝혀내는 작용이라고 일컬어지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보충적으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관습, 임의법규 또는 신의칙 등을 해석기

준으로 삼아 해석을 하게 되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

낼 여지가 없고 다만 명시된 내용이 사회질서 기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

우에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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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자동차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

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②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생명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

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③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신용보증서의 약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료)을 거출케 하여 위험에 대비한 공동비축기금을 형성한 후,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그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전보케 하는 단체적 공동비축제도인바, 우연한 사고라

고 할지라도 다수인을 대수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사

고의 빈도는 평균적으로 일정하다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통계적으로 사고

의 개연율과 사고에 대비한 소요총액을 측정하여 각 구성원이 각자의 위험

율에 따라 부담거출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손해전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

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통거래약관과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2) 그 이후의 후속 판례

위 보충의견 이후 약관의 해석을 쟁점으로 하는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위 

판결을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위 판결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그 중 

일부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16) 

416) 본문의 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밑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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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하여야 하고” 

④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선박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

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

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⑥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재해사망보험약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

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⑦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분양계약서의 약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

하여야”

⑧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

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

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재해사망보험약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

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2. 판례의 분석

(1)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달리 보는 관점

위 판례들을 보면 우선 판례에서 객관적 해석의 법리가 초기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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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특별한 변경 없이 동일한 논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17) 

그런데 판례에서 보이고 있는 객관적 해석 원칙을 이루는 표현들 중 공통

적인 것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다. 

다만, 보충의견에서와 달리 위 판결들에서는 ‘법규적 해석’이라는 표

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달리’라는 표현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판결들은 일부(①, ⑤, ⑧) 확인할 수 있다.418) 보

충의견의 대부분을 차용하였음에도 법규적 해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

는 것은 약관의 본질에 대하여 계약설이 점차 지배설이 되어감에 따라 약

관 해석을 법규적 해석의 일환으로 보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때문일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은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달리’라는 표현 대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을 밝히는 방식으로 문장

이 대체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⑥). 그러나, 보충의견과 같은 표현은 최근

의 판결에서도 발견된다(⑧).

정리하자면, 위 판결들의 전반적 흐름은 적어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반 법률행위의 해

석과는 다른 해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법률해석도 아니고 일반 법률행

위 해석도 아닌 제3의 약관의 해석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약관의 해석에 있어 핵심 개념이 바로 위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

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충의견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417) 보충의견의 취지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위 대법원판결들 중 예컨대, ②와 ④

의 판결은 인용의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보통거래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와 관련하여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거래약관은 일반약관의 다른 표현으로 그 안에는 보험약관만 포함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

다. 그러나 위 두 판결은 모두 보험약관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문장은 단지 과

거 판결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18) 그러나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달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른 판례들도 

개별 사정이나 당사자의 구체적 의도를 고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일

반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 표현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이 동일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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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적으로 행해지는 대량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 보험약관의 특수성은 존재하는가?

한편, 위 판결들의 대부분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보험약관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보험제도의 특성을 살펴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다고 한다. 보험제도의 특성이란 ① 동종의 

위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

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제

도라는 점, ② 이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획정함에는 있어서는 수지대등

의 법칙에 따라 통계적으로 사고의 개연율과 사고에 대비한 소요총액을 측

정하여 각 구성원이 각자의 위험율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

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말한다. 즉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나 위험노출 기회 등을 감안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것이 일종의 보험

기금을 이루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실제로 그 위험

이 실현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의 이해관

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각 구성원의 개별사정을 고려하기는 어

렵다는 것이다.419) 

고객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할 필요

성이 보험약관에서 좀 더 컸을 것이고 약관규제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 보험약관이므로 보험약관의 해석 방향이 약관의 일반적 해석 

원칙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약관을 개별 사

정의 고려 없이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라는 판례의 요구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420) 즉, 보험약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41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법계에서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규범적 성질을 인정하고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도 법률의 일반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420) 위에 예시된 판결 가운데에서도 보험약관이 아닌 경우에도 객관적ㆍ획일적 해석의 요

구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③,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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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421) 이미 약관 해석 분야에 있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해석은 보험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생각건대, 보험약관에서 그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구성원과의 개별 약정이

나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할 수는 있

을지언정, 보험약관이든 일반약관이든 그 약관에 규범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음은 동일하다. 또한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구속

력이 인정되며 보험약관도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보험약관만을 특수하게 취급하여 법규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대

하여 법규 해석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개별 사정의 고려가능성

정형적으로 행해지는 대량거래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는 약관의 특성으

로 인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보다는 평균화된 의사

가 해석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업자

와 고객 간에 개별 약정이 있을 때는 물론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

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은 개별 고객의 구체적인 사정을 약관의 해석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고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이에서 약관의 내용에 부여하는 의미는 동일하

며, 고객의 경우에도 대부분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관에 동의를 하는 한 개별 약관조항에 자신의 구체적 사정을 투영하여 의

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객은 자신과 다른 고객들에게 동일한 약

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의 관점이 적용되는 것이 일

421) 그러나 학계의 의견 중에는 일반약관에 비하여 보험약관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할 필

요를 부인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李宙興(주 10), 81면;  孫智烈(주 25), 

325면; 宋沃烈(주 6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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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자과 고객 간에 공통의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더 나

아가 개별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해석에 반영되어야 함은 약관의 본질상 당

연하다. 따라서 고객의 개별 사정의 경우에도 그것이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에게 인지되고 이를 반영하여 약관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에만 반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22) 

Ⅲ.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일반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국내에서의 비판적 견해와 반론

(1) 객관적 해석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견해

약관규제법의 제정당시나 최근에 이르러서도 객관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

용하는 것에 대한 독일의 반대 입장을 소개하는 글들은 존재하였다.423) 그

러다가 근래에 들어 본격적으로 객관적 해석 원칙의 도식적ㆍ형식적 적용

에 반대하면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약관의 계약조항으로서의 성질에 반하며, 당사자들

이 일치하여 어느 계약조항에 대하여 그것의 객관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 때에는 그것이 비록 개별 약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

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였다.424) 이 입장에 따르

422) 이재현, 약관의 해석, 民事法理論과 實務 제8권 2호 (2004), 142면 이하에 따르면,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상황의 고려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가

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객관적 해석은 단체소송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개별

소송에서는 약관해석에서 주관적 관점, 즉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고려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개별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해석으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 개별소송에서 구체적 사정의 고려를 인정한다고 소

개한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개별적 상황의 고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독일의 논의

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423) 李銀榮(주 383), 116면에서는 독일판례가 약관의 객관적 해석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는 글을 소개하고 있다. 

424) 김진우(주 364), 185-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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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약관의 객관적 해석은 20세기 독일민법학의 산물이지만, 독일에서도 당

사자들이 일치하여 약관의 객관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한 때에는 비

록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의미가 효력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과정에서의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결례가 발견된다

고 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약관의 객관적 해석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

법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에서 객

관적 해석 원칙에 대한 다수설의 견해와 달리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

대 견해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

는 독일의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객관적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으로 ① 약관사용자가 계약교섭시에 구체적인 상대방에게 

어느 계약조항의 용어나 자귀가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인

상을 야기한 경우나, ② 약관사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또는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상대방이 어느 계약조항의 용어를 객관적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

한다는 점은 알았을 때마저도 객관적 해석을 지향하는 것은 맹목적이며 부

당하다는 사고가 존재한다고 한다.425) 

이러한 견해 외에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의탐구가 우선이

고 이것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계약 문언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거나, “약관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거

나 약관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통상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한다고”는 견해가 있는

바 위 비판적 입장과 유사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426)

(2) 반론과 그에 대한 검토

1) 비판적 견해에 대한 반대 입장: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한 해결

객관적 해석 원칙의 경직된 적용을 비판하는 견해에 대하여 ① 객관적 

425) 김진우(주 364), 185면.

426) 최준규(주 210),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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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원칙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과 달리 우리 약관규

제법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해석론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②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약관조항의 객관적 의

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경우 등에는 약관과는 다른 개별 약정이 있었다

고 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

다.427) 이에 따르면, 위 비판적 견해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들에 

약관규제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관조항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당사자들의 공통의 인식이나 의도가 계약내

용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

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개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 우리 약관규제법과 독일 민법의 규정 내용 비교

우리 약관규제법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

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이 약관에 대하여 우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합의가 어떠한 요

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약관규제법 제4조의 합

의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로도 족한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있다. 

반면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제305조의b에서 개별 약정의 우선 원칙을 정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05조 제1항 3문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조항

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약관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

별 약정의 요건으로 교섭 내지 흥정(Aushandeln)을 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학설은 개별 약정의 존재를 위하여 해당 조항이 실제로 변경되지는 

않더라도 고객이 계약조항의 내용적 형성에 영향을 미쳐 계약조항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428) 이로 인하여 약관의 내용통제의 역

427) 尹眞秀(주 8), 327-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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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30년이 넘지만, 판례가 개별약정을 긍정한 판결례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9) 

나) 대법원의 입장

우리 대법원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상당

히 엄격한 조건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개별약정이 존재한다고 보

기 위해서는 ① 개별 당사자 간에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러한 교섭

이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가 주어져 약관의 내용에 대한 변경가능성

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430) 판례의 이와 같은 입장은 개별 약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431) 

또한 고객의 자기결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별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

428) Ulmer/Habersack(주 23), § 305 BGB Rn. 39 ff.

429)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2), 162면.

430) 판례의 구체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

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

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

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

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

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

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대법원 2013.9.26 선

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431)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법원이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간섭하게 되는 근거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교섭력의 차이나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실질적

인 인지가능성의 현저한 결여에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배제하려는 특약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려다 무산된 것이라면 고객의 인지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이어서 해당 약관조항은 약관성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6950 판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견해로는 

김동훈,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의 효력”, 국민대학교 法學論叢 제22권 제

2호 (2010. 2), 4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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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유로운 교섭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하는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에서 판례가 개별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견해도 있다.432)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제시한 특수한 경

우들이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33) 

다만, 우리 대법원이 개별 약정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들을 보면, 해당 약

관과 같은 내용의 개별 약정의 존재를 사업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434) 따라서 비록 우리 대법원이 개별 약정의 존재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 약정의 존재가 주

장되며 그 주장이 고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개별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약관규제법의 경

우 독일민법과 달리 ‘흥정’이라는 적극적 요건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실제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 약정의 존재가 고객에게 유리하여 고객이 개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혹은 개별적인 교섭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 당사자 간의 공

통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앞

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435) 오히려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의 모델로

432) 이병준, “선택규정의 약관성”, 안암법학 42권 (2013), 111면. 임건면, “선택적 약

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成均館法學 第26卷 第4號 (2014. 12), 334면

도 같은 취지. 

433) 이와 같은 문제점은 김진우(주 21), 1123면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434) 예컨대,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의 사실관계의 경우, 무효인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례이다.

435)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판결에 따르면 약관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

고가 고객으로서 약관의 내용과 다른 약정이 존재하므로 이 약정에 따를 것을 주장하

였다. 이 판례에서는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약관의 사용자는 신용보증기금

이고 원고는 한국장기신용은행이었으며, 약관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 간에 신용보증계

약에 체결된 후에 양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약관과는 다른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

음이 인정되어 이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도 양 당

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무리없이 충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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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위 비

판적 견해에서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들에 대하여 개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3) 검토

양 당사자 간에 약관의 문언과 다른 내용의 이해가 있고 이러한 이해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강요된 상황이 아니라면, 개별 약정이 있

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공통의 일치하는 이해가 있었던 경

우에도 그 이해가 객관적 해석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공동의 일치하는 이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별 약정이나 양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이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

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개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공통의 인식에 따른 내용을 해석의 결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해석 원칙

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위 규정이 위와 같이 이해될 

여지가 전혀 없다면 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약관규제법상 객관적 해석 원칙을 명시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2. 독일에서의 비판적 입장

약관은 계약조항의 문언에서 출발하여 합리적ㆍ평균적 인간이 전형적인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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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방의 시각에서 거래관행을 고려한 신의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었

던 바대로 효력을 가지고, 이 때 개별적 사안의 제반사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독일 통설의 입장이다.436) 이러한 이론은 독일의 다수설과 판

례에 의하여 지지되지만, 학설의 일부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문제된 계약조

항을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일정한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이 일치된 의사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우선한다고 하거나437), 고객이 계약체결시에 개별

적인 사정에 따라 그에게 기대가능한 해석상의 주의 아래 그의 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한 고객의 개별적인 시계는 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

견438)이 주장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독일법에서 객관적 해석 원칙의 연원을 살피고 이러한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해석의 원칙은 다른 유럽법에서와 마찬

가지로 독일법에서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439) 

이 견해는 약관의 이용과 이에 대한 해석 특히 객관적 해석과 관련하여 

이 원칙의 의미의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량거래

에서는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개별적 사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전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정이 전형적 의미

내용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지시하는 예외적 사안의 경우조차 그러한 사

정을 적어도 해석의 영역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적 해석은 

일반적 해석론과 다르다고 지적한다.440)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불공정조항 

지침(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Directive 93/13/EEC)은 위

436) MükoBGB/Basedow BGB § 305c, Rn. 22; Ulmer/Schäfer(주 399), § 305c, Rn. 78; 

Vogenauer in: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and Ⅱ, Mohr Siebeck 

2007(이하, “HKK/Vogenauer”라고만 한다), §§ 305-310(Ⅲ), Rn. 4 등. 또한, 

Palandt/Grünenberg, 72. Aufl. 2013, § 305c BGB Rn. 16.에 따르면, 약관은 계약

조항이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독일민법 제133조와 

제157조가 아니라 약관 특유의 객관적 해석이 적용된다고 하며, 이것이 독일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437) Koch, in Bülow/Artz, Handbuch Verbraucherprivatrecht, 2005, Kap. 13 Rn. 78

438)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C.H.Beck, 2004, 

§43, Rn. 32.

439) Hellwege(주 280) 참조.  

440) Hellwege(주 280), S.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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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의미에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유럽 대부분

의 법에서도 낯선 개념이라고 하며 관련 자료들을 인용하여 각 나라의 사

정을 소개한다.441) 이와 같이 해석의 영역에서 개별적 사안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비교법적 분석에 따르더라도 지지될 수 없

다고 하며 다수의 사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약관의 해석을 전형

화하는 것은 단지 사용자가 약관을 작성하는 동기가 될 뿐이라고 한다.442)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계약협상의 영역에서 약관이 다른 의미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구체적 계약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개별적 해석에 따라야 하고, 약관의 전형화된 의미를 증거로 내세

울 수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 계약 

상대방이 약관을 객관적 의미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글은 약관 해석의 영역에서 개별적 사안

의 구체적 사정은 언제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규범설’에 연계되

어 있다고 비판한다.443) 

3.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본에

서는 우리 약관규제법과 같이 약관에 특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소

비자계약법」의 내용으로 약관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학계에

서도 약관의 본질에 관해서는 법규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고, 약관의 해

석에 관해서도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다.444) 일본에서는 아직 

약관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설’, ‘백지상관습설’, ‘제도이론’

441) 이와 같은 내용을 국내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면서 유럽 각국의 사정과 

CISG를 비교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김진우(주 364), 181면 이하 참조.

442) Hellwege(주 280), S. 521.

443) Hellwege(주 280), S. 522.

444) 일본에서 법규설과 계약설의 대립 외에, 현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시하

여 계약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약관을 계약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

주의경제의 고도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계약현상의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으로서 신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安井宏, 法律行爲ㆍ約款論の現代的展

開, 法律文化社, 1995, 24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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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규범설이 그 세력을 잃지 않고, 대표적인 학설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개별적 사정을 무시한 객관적 해석의 타당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445) 즉, 일본에서도 왜 약관의 해석에 일반 법률

행위 해석과 다른 취급을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이 등장하는데, 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일치하는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의 의미대로 법률효과를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약관 해석의 출발점은 

당사자 쌍방의 주관적 의사의 탐구라고 보거나446) ② “약관에 대한 고객

의 이해가능성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다르다는 것이 약관 사용자 

측에 인식되어야 할 경우에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해당 고

객의 이해가능성이 약관에 의한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

며447) 고객의 특별한 이해를 약관사용자가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 비로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한다.448) 

 한편, 소비자계약법 개정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

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제안되기는 하였지

만, 객관적 해석을 명시하고자 하는 제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449) 그리

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특별조항 없이 민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내

용규제 조항이나 소비자계약법에 따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5년에 국회에 제출된 일본 민법개정안450)에서는 약관에 관한 

445) 河上正二, 約款規制の法理, 有斐閣, 2002, 260頁. 

446) 谷口知平 編集代表, 新版注粎民法(13), 債権 (4), 契約総則 §§521-548, 有斐閣, 

1996, 186頁(潮見佳男 집필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石田穣과 高橋三知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石田穣, 法解釈學の方法, 靑林書院新社, 1976, 204頁 

이하에서는 약관을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승인되는 경우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구

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 약관해석의 출발점은 약관의 작성자가 

약관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있으며, 후자의 경우 약관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환원되어 양 당사자가 약관에 부여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하고 있다.

447) 潮見佳男(주 432), 186頁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上田誠一郞의 견해를 인용한다.

448) 다만, 河上正二(주 445), 265頁에서는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의견 대립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용된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

각되지 않는다고 하며, 양설에 진정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석방법에 대

해서보다는 오히려 특약ㆍ개별적 합의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

449) 河上正二, 消費者契約法改正への論点整理, 信山社, 2013, 41頁(沖野眞已 집필부분)

45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희석, “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외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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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새로이 제안되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451) 

Ⅳ. 소결

약관의 특수성에 따라 약관의 해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전형성이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형성은 약관을 사용한 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의 일치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

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약관의 객관적인 의미와는 다른 당

사자의 공통의 이해가 확인되는 경우 특히, 약관의 사용자가 약관의 내용

에 대한 다른 이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제한 채 약관의 

객관적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약관의 계약으로서의 본질과 계약의 일반

적 해석방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렌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객관적 

표시의미와 상이하게 양 당사자에 의하여 이해된 의미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가 의견의 일치를 본 경우에도 ‘객관적’ 표시의미를 법적으로 표준적인 

의미로 간주하는 것은 “목적론적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려하여야만 하는 

법생활의 제수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4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유사의 해석과 같은 방식의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학설이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관규제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부정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결을 요하는 문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이 계약 해석의 

원칙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집 제39권 제4호 (2015. 11) 참조.

451) 일본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의 심의경과와 본문내용에 대해서는 日本 衆議院 웹사

이트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menu.htm#02에 게

시된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제출회차:189, 의안번호: 63)의 내용 참조.

452) Karl Larenz 지음ㆍ엄동섭 옮김, 법률행위의 해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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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객관적 해석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Ⅰ. 계약 해석 원칙의 일부로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의 이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은 계

약 해석 원칙으로서가 아닌 마치 법률 유사의 해석방식인 양 경직적으로 

이해되어 왔고, 판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약관규제법의 제정과정

에서 규범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객관적 

해석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방식은 근래 들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

기 시작하였으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있어

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드러날 경우 이를 해석의 결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객관적 해석 원칙을 마치 

법률 유사의 해석 원칙처럼 운용하여 온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의 

이해가 정립되어야 할까? 결론은 단순하다. 약관의 계약적 본질에 맞추어 

계약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이 차지하는 위상만큼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의 위치를 짚어보고 이와 

같은 이해가 약관의 해석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로 하자. 

Ⅱ. 객관적 해석 원칙의 입지

1. 계약 해석 원칙에 대한 기존 통설과의 관계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 혹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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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따라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한다.453) 이와 같은 설명방식에 따르면 객관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보다는 

후순위로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 인간의 관

점에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에 따르면 

객관적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 간의 관련성은 규범적 해석과의 관계에서 생

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규범적 해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내심적 효과의사와 의

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가 반드시 객관적 해석에 있어서

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는 것454)이라고 하고 이때의 상대방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바로 그 상대방이라기보다는 해당 계약에 있

어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

은 의미에서는 객관적 해석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제의 측면

에서도 문헌적으로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라고는 하지만,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규범

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다면,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의 수령인인 고객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대부분의 경우 약관수령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넓

게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규범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 부

분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이 차지할 자리가 될 것이다. 

즉, 약관의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별 고객과 사업자의 의사가 합치되

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적 고

객의 이해가능성으로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이 도입된다. 여기에서 평균적 

고객의 입장은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 상대방의 이해에 상응한다. 

다만,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갈 점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고 이것이 불가

453) 李英俊(주 175), 299면.

454) 양창수ㆍ김재형(주 1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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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때에 한하여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따라 추단되는 효과의

사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약관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 원칙도 당사자의 공통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2. 계약 해석방법에 관한 새로운 입장과의 관계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객관적 해석을 직접적으로 계약 해석의 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는 해석방법론도 존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계약의 문언이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객관적 해석방법이 도입되며, 이때 

객관적 해석 방법이란 ‘합리적 당사자라면 계약조항에 어떠한 의미를 부

여하였을까’를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 주장되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검토함에 있어 위의 

견해를 감안하여 보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적 고객이라는 것

도 결국 구체적ㆍ개별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약관을 수령하는 

고객집단의 평균적인 고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평균고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 당사자가 아니라 합리적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견해와 통

하는 바가 있다. 다만, 위 견해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우선 문언에 따르고, 그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합리적 당사자를 기준

으로 계약조항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언급한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로 추단되는 것’을 찾는 것으로서 

여전히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외 규범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 원칙의 입지

객관적 해석 원칙의 계약 해석 원칙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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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규범조항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CISG 

제8조455)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알았거나, 모

를 수 없었던 그 일방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은 부류의 합리적 인간이 이

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연적 해석을 우선시하고 객

관적 해석은 차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PICC의 계약의 해석에 관한 

조항인 제4.1조456)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도에 따라 해석

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같은 부

류의 합리적 인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의미대로 해석되어야 한

다고 하여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사가 우선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합리적 인간의 기준에 따른 해석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PECL 5:101조, DCFR Ⅱ.-8:101, CISG 제8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57) 

이러한 내용들은 국제적 해석기준에 따르더라도 약관의 해석을 포함한 계

약의 해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사를 탐구하는 데에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규범적 해석 혹은 합리성 등과 같은 객관

적 기준을 고려하는 방법으로서의 객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

고 있다.458) 

455) Article 8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2)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생  략)

456) Article 4.1 Intention of the Parties
    (1) A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2) If such an intention cannot be established, the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meaning that the reasonable persons of the same kind as the parties would give to it 
in the same circumstances. 

457) PECL, DCFR, CISG, PICC 각 조의 구체적 내용은 ‘제3장 제2절 Ⅱ. 2. (1) 국제 규범 

속의 계약 해석 규정’ 참조.

458) 올 란도ㆍ휴 빌(주 52), 442면에 따르면, 유럽계약법 원칙상의 해석의 일반규칙인 제

5:101조에 대한 해설과 주석에서는 제1항을 ‘공통된 의도의 탐색’ 조항, 제3항을 

‘객관적 해석의 원칙’조항으로 분류하고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도를 알 수 없는 경

우에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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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에서의 논의 -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

국내에서는 위와 같이 새로운 해석방법론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법률행위의 해석 혹은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종래의 통설에 따른 

설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법률해석의 원칙이 아닌 법률행위

의 해석 원칙으로서의 객관적 해석 원칙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적 해석방법과 객관적 해석방법의 대립이 있어 왔다.459) 

독일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당사자의 의사의 탐구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고전적 이론과는 반대로 단츠(Erich Danz)에 의하여 엄격한 객관적 

해석방법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즉 단츠에 따르면, 해

석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시의 의미의 탐구”, 즉 “표시의 법

표준적인, ‘법에 의해 그 표시에 귀속되는’ 의미의 탐구”460)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탐구되는 의미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

사표시의 상대방의 위치에 놓았을 때 그 사람이 당해 사상(事象)으로부터 

459) 독일민법 제133조는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제의 의사가 탐구되어야 하며 표현의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7조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은 신의성실이 거래관

행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본질에 대하여 사비니(Savigny)로부터 비롯되어 빈트샤이트(Windscheid) 

및 치텔만(Zitelmann)으로 이어진 의사주의(Willenstheorie)와 단츠(Danz), 레온하트

(Rudolf Leonhard, Franz Leonhard)로 대표되는 표시주의(Erklärungstheorie)의 대립

이 있으며,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탐구를 목표로 하는 주

관적 해석방법,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당사자의 표시에 귀속되는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객관적 해석방법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해석방법과 객관적 해석방법으로 대변되는 이원론의 해소를 목표로 라렌

츠는 자신의 교수자격논문인 “Die Methode der Auslegung des Rechtsgeschäfts- 

Zugleich ein Beitrag zur Theorie der Willenserklärung”에서 이른바 효력주의

(Geltungtheorie)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및 이에 따른 주관적 해

석방법론과 객관적 해석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다. 라렌츠의 위 교수자격논문은 국내에

서 Karl Larenz 지음ㆍ엄동섭 옮김, 법률행위의 해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으로 

번역된 바 있다. 독일에서 주관적 해석방법과 객관적 해석방법의 대립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위 저서 및 엄동섭(주 175) 참조.

460) Larenz(주 459), 19면, 33면,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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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게 될 의미”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

에 있어서도 객관적 해석방법의 시작은 주관적 해석방법의 대척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표시의 객관적 의미만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출

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츠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일치하여 

동일한 것을 생각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미가 법적으로 표준적인 의미라

고 한다.461) 따라서 독일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 논의 가운데 엄격한 의

미에서의 객관적 해석방법을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양 당사자 간에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미를 우선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그 이후 의사와 객관적 표시의미의 이원론을 유지하

면서 해석에 있어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입

장으로 소개되는 티체(Titze), 외르트만(Oertmann), 마니크(Manigk)에 의해

서도 확인되는바, 결정적으로 마니크는 객관적 해석이 주관적 해석 즉 당

사자의 실제의 의사에 대한 탐구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것으로 보고 있

다.462) 이러한 입장은 플루메에게로 이어진다. 즉, 플루메에 따르면, 법률행

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의 해석에서와 달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해

가 의사표시의 효력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서 당사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463) 

한편 쾨츠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464) 그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 문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461) Larenz(주 459), 36면. 단츠의 이러한 입장에 주목하여 라렌츠는 단츠의 입장이 객관

적 해석 원칙을 철저히 순수하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원론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

한다.

462) Manigk, Irrtum und Auslegung, 1918, S. 215; Larenz(주 459), 58면에서 재인용. 다

만 티체는 당사자들이 표시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표시는 이러한 의미대

로 효력을 가지되, 표의자에 의하여 의욕된 의미를 상대방이 이해하였다는 것만으로

는 그 의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무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itze, 

Die Lehre vom Mißverständnis, 1910, S. 88 und 188; Larenz(주 459), 49면에서 재

인용.

463) Flume(주 185), S. 299 ff. 플루메는 이를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와 연결시키며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공통하는 이해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및 규범적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464) 이하 쾨츠의 견해는 Kötz(주 182), S. 136 ff.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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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차이는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 차이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혹은 그러한 차이가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채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이 터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그들의 외견적 합의의 적절한 

범위에 관하여 생각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한다. 쾨츠에 따르면 이 때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사를 탐구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인

간’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알 수 있었을 제반사정을 고려

하였을 경우 문언에 부여하였을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도 결국 

공통의 이해를 찾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공통의 이

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의 해석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논의의 정리

1. 계약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해석 혹은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낯선 개

념이 아니다. 국제적 규범에 있어서는 계약 해석의 제1차적 목적을 당사자

의 공통된 의도를 찾는 것에 두지만,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

적인 인간이라면 계약에 부여하였을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해석방법을 객관적 해석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일반적 논의에 따르면, 당사자의 실

제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연적 해석과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

적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규범적 해석을 구분하고, 이 둘 사이에서는 자

연적 해석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

여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인하는 규범적 해석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

다. 한편, 계약의 해석에 있어 직접 객관적 해석을 해석의 한 단계로 요구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의 객관적 해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약 해석의 1차적 

대상은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곤란한 대부

분의 실무상 문제되는 계약해석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계약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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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을까를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해석이 이루어진

다고 한다. 즉, 이와 같은 주장들의 공통점은 계약해석의 1차적인 목적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실제의사를 찾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객관

적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2.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 원칙

약관도 그 본질은 계약인 이상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관을 사용한 

계약체결의 경우 그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 해석의 우선적 목표인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약관을 사용한 거래

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제공하고 고객은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편입합의 

즉, 내용에 대한 인지나 구체적인 이해 없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

는데 동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개의 계약에 있어서 사업자와 고

객 간의 일치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란 드물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연적 해석의 개념 혹은 당사자 간에 일

치하는 진정한 의도를 찾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큰 의미가 없게 되고, 오

히려 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한 약관조항이 있었다

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특정 시점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를 찾는 것보다는 약관을 사

용하는 거래의 평균적 고객465)의 입장에서 그 의사를 탐구하는 작업 즉, 

객관적 해석이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는 것일 뿐이다. 여기

에 바로 약관 해석의 특성이 작용한다. 그러나 반대로 약관을 사용한 거래

에 있어서라도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도 또는 주관적인 이해를 

465) 권영준(주 224), 221면에서는 여기에서 평균적 고객이란 “이성적이고도 성실한” 평

균적 고객 또는 “지각을 갖춘 합리적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평균적 고객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고객들의 산술적 평균값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당위적 요청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고객들의 규범적 평균값이며, 이는 마치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주

의의무 설정의 기준이 되는 사회평균인이 합리적 사회평균인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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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객관적 해석에 우선

되어야 함은 계약 해석의 원칙상 분명하다. 

 요컨대, 약관이 이용되는 거래의 특성상,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고

객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나 사정에 기대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합리

적 의사에 기초하여 약관을 고객마다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

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원칙이다. 이 때

문에 약관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계약 해석의 목적이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객관적 해석의 원칙 역시 평균적 고객의 합리

적 의사를 추구하는 원칙이므로, 개별 당사자를 평균적 고객으로 치환한 

것일 뿐 당사자의 의사 확정이라는 계약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는 것은 아니다.46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의사 

우위의 원칙은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약관을 사용한 거

래에 있어서도 만일 개별적 사정에 따라 약관에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 공통의 다른 이해가 발견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가 약관의 

해석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개별적 사정의 고려 여

부가 문제되었던 대표적 판례들을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Ⅳ. 개별 판례에 대한 이해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이 사안에서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자동차종합보험이 체결되었고, 

이 계약에 대하여 보통약관과 함께 고객의 선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지급

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 등도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의 대리인과 고객은 이러한 특별약

466) 권영준(주 224),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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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다만 위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도 확

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고

객은 보험료도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동기와 경위, 절차,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상한도에 관하여는 약

관의 내용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

기로 하는 개별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분석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개별 약정이 있다고 본 주요한 근거는 보험회사 

측과 고객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

액이 보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대법원이 개별 약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의 원칙을 적용하되, 양 당사자의 공동의 인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

을 개별 약정으로 보아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개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흥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의 공동

의 인식 또는 공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이를 개별 약정으로 보아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 법리를 ‘개별 약정

의 존재’로 해결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의 공동의 인식을 고

려하였다는 점에서 약관 해석의 바람직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개별 약정의 존재에 대해서 이후 최근 대법원의 판결들은 앞에서

도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개별 당사자 간에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

러한 교섭이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가 주어져 약관의 내용에 대한 변

경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개별 약정의 존재

가 사업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을 때 정당화되기는 한다. 즉, 개별 약정의 존

재는 그 약정의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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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개별 약정의 존재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판례들은 대부분 사업자에 의하

여 개별 약정의 존재가 주장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대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율적으로 교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당사자 측 즉 고객을 보호하였

던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 2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에서와 같이 무효인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

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

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와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고

객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약관

에서 몇 가지의 선택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

한 것으로서 고객에게는 선택의 의미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위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은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인식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이를 개별 약정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판단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위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은 약관의 본질

과 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한다. 다만, 개별 약정이 

있다고 본 것은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교섭이나 협

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더 정확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 당사자 간의 개별 약정의 존재

나 약관과 다른 공동의 인식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개별 약정의 존재에 있어 양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고려하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계약 형성의 자유에 있어 계약당사

자의 자기결정의 진정한 의미, 개별 약정이라는 미명 하에 사업자들이 자

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착취하도록 도울 수는 없다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공동의 인식의 존

재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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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이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원고)와 영업용 화물차 차주(피고) 간에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별약관으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의하여 차주에게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

런데 피고의 작업지시로 어떤 인부가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위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었다.

원심467)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 사안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작업은 보험의 대상이 된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임을 인정하였다.468)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도로교통법의 해석

에 의하더라도,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

한 이삿짐 운반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

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2) 분석

467) 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

468)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

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

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요율을 정함에 있어 기중장치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

건 운전자상해보험과는 별개로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심 판단 부분은 그 근거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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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약관의 본질과 객관적 해석의 의미에 비추어 보더

라도 타당하다. 즉, 보험사고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사고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에 반하지 아

니한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험계약자가 이삿짐 운반용 화물차로 사업

을 운영하고 그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가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차량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보험

계약자의 개별 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 사안에

서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약정이나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에 우선하는 양 당사자의 개별적 인식의 

일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공동의 인식의 존재는 이 사

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대법원ﾠ2012. 4. 12.ﾠ선고ﾠ2010다21849ﾠ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오피스텔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피고)

가 을 등(원고)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갑 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

는 취지의 약관(이하 ‘해당 조항’이라 한다)을 둔 다음 원고 명의로 대

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

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

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469)은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

만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출금으로 인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조항 

469)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73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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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지급의무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되어 피고가 고객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피고가 그 분양

대금에 대한 이자의 반환의무를 일방적으로 면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

련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그와 같이 해석되는 한 해당 조항은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써 피고가 자신이 납부한 고객의 대출금 이자채무 상당액의 원상회복청구

권을 취득한 후 고객의 피고에 대한 이자의 반환채권과 서로 상계하는 경

우 등은 해당 조항에서 전혀 규정 내지 예정하지 아니한 별개의 법률관계

이므로, 이러한 별개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한 

대가관계에 따른 이자반환의무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분석

이 사건에서 갑 회사가 수분양자에 따라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개별 사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사정을 회사와 고객 

간의 분양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알게 되었을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분양 계약에 있어서는 대출이자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이하 ‘관

련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기도 한다. 관련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

다면, 해당 조항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는 

관련 조항의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 해제시 모든 이자 지급을 배제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해석을 고

려한 문언해석의 성격상 원심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시 회사와 고객 사이에 해당 조항에 대하여 회사에 의

한 이자의 대납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만 계약 해제시 회사의 이자지급의무

가 면제된다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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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심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한, 그러한 공동의 이해에 대한 입증책

임은 공동의 이해의 존재로 인하여 이익을 보게 될 회사에게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고객 간의 위임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해당 위임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특정 법원을 전속 관할법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항에 따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및 전속적 관할합의를 내용을 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기습

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체결 당시에 고객이 계약체결

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

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분석

이 사안은 특정 약관조항에 대한 편입통제 과정에서 이 조항이 기습조항

인지 여부 및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한 내용

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개별 사정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관계없이 객

관적 해석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한 입장에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그런

데 그 판단 과정에서 해석통제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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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고심의 결과로 해석통제에 있어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해석 원칙의 적용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 일반론을 전개하면서 해석에 관한 내용이 

의미없이 삽입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위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과 연계하여 

대법원에서는 약관의 객관적 해석과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간의 개별적 

법률관계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고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 결

객관적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

견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1) 우선, 약관사용에 있어 정형성의 측면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약관의 특수성으로 설명되어지는 대목이

기도 하다. 즉, 약관자체가 대량생산의 시대에 기업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

의 낭비를 줄이고 거래를 표준화, 정형화하는 차원에서 그 사용이 증가되

었다는 특성상,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형적ㆍ평균적 해석이 필요한 경

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2) 둘째로,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에 있어서의 특성이다. 즉, 약관을 사

용하는 거래에 있어 약관을 구성하는 내용은 기업이 거래에 관하여 발생가

능한 모든 법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된 것인데 대다수의 고객

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밖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

고, 따라서 약관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

로470)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공통의 이해라는 것이 존

470)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

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중요내용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전히 고객들은 약관의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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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3) 약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작

성되는바, 만일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혹은 계약해석의 원칙을 이론 그대

로 적용하여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살피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로 기업

의 의사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약관규제법상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을 심사할 수 있고, 때로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이 표준약관의 사용

을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된 약

관의 경우 특히 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비하여 좀더 약관의 규

범적 성격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객관적 해석

의 원칙의 절대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471)

그러나 이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

의 원칙은 단지 약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해석

방식일 뿐 개별 계약에서 객관적 해석의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이해가 확인되는 사정이 있거나 계약의 체결시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공동의 이해가 있는 경우까지 그러한 개별 약정이나 공동의 의사합치

를 외면해야 할 만큼 절대적인 해석원칙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별 사안에서 각 당사자가 약관의 객관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였

게 된다. 

471) 다만, Ernst von Caemmerer 著ㆍ李好珽 譯, “普通去來約款과 定型契約書에 의한 契

約”, 서울대학교 法學 17권 1호 (1976.6), 167면에서는 “국가의 감독관청들이 그들

이 감독하고 있는 경제부문에 대하여 우호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

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孫智烈(주 25), 292면에서도 감독관청

은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 육성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례이므로 약

관의 남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일을 감독관청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표준약관의 작성과 배포에 감독관청이 개

입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고객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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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되었지만, 그것이 ‘판례가 인정하는’ 개별 약정의 수준에는 이

르지 않은 경우 혹은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였음을 

기업이 알았을 경우 등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뒤로 물러난다고 봄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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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객 유리의 원칙

제1절 문제의 제기

이제 마지막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해석 원칙인 

‘고객 유리의 원칙’을 살피기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

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 약관규제의 한 갈래인 해석통제의 방법으로서 고객 유리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원칙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객관적 해석 원칙과 함께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서 약관에 대한 해석 통

제의 중요한 두 지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약관에 국한한 해석 

원칙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계약의 해석방법으로서 목적론적 해석원칙의 하

나라거나472) 계약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해석

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규범적 해석의 여러 준칙의 하나로 소개되기도 한다.473) 또한 적지 않은 

입법례에서 이 원칙을 해석의 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474) 따라서 고객 유리의 원칙은 객관적 해석 원칙에 비하면 약관 해석

에 대하여 계약 해석의 준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객 유리의 원칙이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준칙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이 유독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자주 인용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약관규제법에서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원칙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합리적 해석의 결과에 따르

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확

472) 南孝淳(주 245), 160면. 

473) 尹眞秀(주 170), 269면, 273면.

474) 예컨대, PICC 제4.6조, PECL 제5:103조, DCFR Ⅱ.-8:103 ,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

트 제20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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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는 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치개입적 성격이 농후하고 이것이 약관

의 특성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어떻게 약관규제법이 규정되었고, 또 ‘약

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고객에게 유리

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객 유리의 원칙의 입지 혹은 다

른 해석 원칙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예컨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넓게 해석할수록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고객 유

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약관의 특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우리의 실무는 이를 어떻

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편,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의미도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약관

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독일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통하여 해당 약관조항을 내

용통제를 거쳐 무효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독일의 현황은 우리의 경우에도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이 원칙의 의미와 기능 그

리고 실제 판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양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아울러 이 원칙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근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입

장들을 검토함으로써 약관 해석에 있어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를 재음미

해보도록 한다.

제2절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

Ⅰ. 국내에서의 입법경위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우리 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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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제1수정안 제2수정안 국회제출안

제6조(약관의 해석) 

1. ~ 2. (생 략)

3. 약관조항의 뜻

이 해석에 의해

서도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불이익

으로 된다.

제5조(약관의 해석)

1. ~ 2. (생 략)

3.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해석

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1. ~ 2. (생 략)

3. 약관조항의 뜻

이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 사

업자의 불이익

으로 해석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생 략)

② 약관의 뜻이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

다.

에 이 규정이 들어서게 된 경위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제4장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고만 한다)’에서 간행

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입법당시의 사정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모임에서 마련한 약관규제법 원안에서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조항의 뜻이 해석에 의해서도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475)과 

이탈리아 민법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원안의 내용이 

몇 번의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제출안에서는 제5조 제2항으

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내용이 수정된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약관규제법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의 규정 경과>

 

독일(당시 서독) 구 약관규제법 당시 이탈리아 민법

제5조(불명확원칙)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상

의 의문은 이용자(Verwender)의 부담

으로 된다. 

제1370조(약관의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

석) 보통거래약관이나 일방계약당사자

에 의해 예정된 예문이나 정형계약서에 

삽입된 약관은 의심스러운 경우 타방당

사자의 이익으로 해석한다.

475)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35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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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객 유리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처음에는 사업자에 대한 불

이익의 관점에서 규정되었다가 이것이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객 

유리의 관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것은 위 규정이 참조하였다고 하는 

독일 구 약관규제법의 ‘작성자 불리’의 관점과 이탈리아 민법의 ‘고객 

유리’의 관점 사이에서 처음에는 독일과 같이 ‘작성자 불리’의 관점을 

채용하였다가 법률안의 수정을 거쳐 ‘고객 유리’의 관점을 강조한 것으

로 보인다. 이 조항의 입법이유에서는 위와 같은 변모를 다음과 같이 간략

히 설명하고 있다.

“제2항은 종래 약관의 해석원칙인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다.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조항은 그러한 조항을 만드는 데 원인을 준 

자가 그 불명확의 위험을 부담해야 옳다. 이는 의심스러운 것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란 뜻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본조는 이 원칙을 고객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명백치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한 것이다.”476)

이에 따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고객 유리의 원칙으로 그 규정 내용

을 달리한 것은 그 의미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고객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객보호의 입장을 

강조하였을 뿐이지 그 의미는 이른바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여 현대 계약법에 

이어져 온 것으로 약관의 특유한 원칙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갈 점은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따

라 ‘고객 유리의 원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기

존의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객 유리의 원칙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반사적으

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고

객 유리의 원칙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아래에

476)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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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Ⅱ. 고객 유리의 원칙의 입법례와 논의

1. 고객 유리의 원칙의 시작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 유리의 원칙이 로마법

에서 기인하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 엄밀하게 말하면 약정자 불리의 원칙 

즉, ‘애매한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불리하게(Ambiguitas contra stipulatore

m)477)’원칙을 반영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로마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

과 관련하여 ① 문언이 명백한 경우에는 문언을 고수하고, ② 문언과 의사

의 모순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사를 추구하며, ③ 문언이 이의적이거나 불

명확할 때에는 우선 그 문언의 의미를 내재적으로 규명한 후, ④ 그래도 

불명확할 경우에는 무효보다는 유효가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되, 모두 유효

하게 해석될 경우에는 행위의 본성에 보다 합당한 쪽으로 ⑤ 예외는 엄격

하게 해석하며, ⑥ 이와 같은 준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명료

하게 언명할 수 있었던 자에 반하여 해석하되, 편무계약은 채무자에게 유

리하게 쌍무계약은 계약을 정하는 측에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하였다.478) 

로마법에서 계약의 체결은 채권자가 약정자(le stipulant)로서 채무자에게 

질문을 하면 채무자는 응답자(le promettant)로서 동일한 문구로 대답하는 

형식 이른바 문답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때 채

477) 최병조, 로마法硏究(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609면에 따르면, 오늘날 약칭되는 

위 용어는 완전한 형태로는 “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quia clarius loqui 

potuisset”로 그 의미는 “애매함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왜냐하면 그는 보다 분명

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라고 한다. 한편, 같은 책, 609-610면에 따르면 위 준칙

은 채권자가 계약조항을 자신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 사용되었

고, 이 원칙은 ‘in dubio contra proferentem(의심스러운 때에는 조항의 설정자에게 

불리하게)’라는 표현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478)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2007, 354-356면.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작성자 불

리의 원칙은 해석 원칙에 있어 거의 최후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 Wacke, Juristische Arbeitsblätter, 1981, S. 666-668의 내용을 번역한 

최병조(주 477), 610면과 613면에서는 로마의 법률가들이 위 원칙을 해석준칙의 목록

에 있어 최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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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약정자의 지위를 가졌으므로 로마법 이래로 채무자 유리의 해석 원

칙이 약정자(또는 작성자) 불리 해석의 원칙으로 불렸다고 설명된다.479) 이

와 같은 원칙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

으므로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데

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로마법에 있어서는 약정자가 일반적으

로 채권자이므로 약정자 불리의 해석 원칙이 곧 채무자 유리의 해석 원칙

으로 불릴 수 있지만, 부합계약 또는 약관에 있어서는 작성자인 사업자가 

반드시 권리를 가지는 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로마법상 채무자 유리의 해석 원칙 혹은 

약정자 불리의 해석 원칙이 오늘날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자 유리의 해석 원칙은 부합계

약의 발생으로 그 해석과 관련하여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으로 확고하게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480) 즉 약관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로서 불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 로마법상 원칙의 취지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어느 당사자가 계약의 문언을 작성하였는지가 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여러 차례의 협상에 따라 계약 내

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481) 바꿔 말하면, 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약관에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관의 경우 그 작성

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례와 논의

(1) 독일민법상의 규정과 논의

1) 독일민법상의 규정

479) 南孝淳(주 245), 164-165면.

480) 南孝淳(주 215), 467-468면.

481) Kötz(주 182),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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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 약관규제법 제5조의 내용은 현행 독일민법 제305조의C 제2항으

로 편입되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약관사용자의 부담으로(zu Lasten des Verwenders)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문언과 동일한 내용은 아

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논의는 독일의 

논의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유리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

업이 될 것이다.

2) 불명확성 원칙의 연원

독일민법 제305조의C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의 준칙은 독일에서

는 일반적으로 불명확성 원칙(Unklarheitenregel)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된

다.482)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 준칙의 출발점은 로마법상의 문

답계약(Stipulation)에서 기인하는 ‘애매한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반하게 해

석한다(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est)’는 원칙에서 찾고 있다.483) 다만 

이러한 해석 준칙은 로마법에 있어서도 단지 최후의 비상수단(äußerster 

Notbehelf)으로서 다른 해석기준에 의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에 사용되었고, 이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17세기 및 18세기에도 후순

위의 해석원칙으로서 대략 100개의 해석 원칙이 있다면 그 중에 99번째 정

도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484) 한편, 불명확성 원칙은 19세기의 판

례와 학설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지만, 이것이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

지는 않았다.485) 특히 이 원칙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원

482) Schmidt-Salzer(주 214), S. 158 ff.; MükoBGB/Basedow BGB §305c, Rn. 29 ff.;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13 ff.; Ulmer/Schäfer, §305c BGB, Rn. 61 

ff.; Wolf/Lindacher, §305c BGB, Rn. 124 ff.; Stoffels(주 108), S. 136 ff. 이

것은 구 약관규제법 제5조에서 불명확성 원칙이라는 조제목하에 약관의 해석에서 의

심스러운 경우는 약관사용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 이유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483)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14.

484)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16 und 20. 이 글에서는 그 밖에도 독일에서 

불명확성 원칙이 시대별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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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독일민법 제157조에 따른 해석의 하위 사례로 여겨지기도 하였다.486) 

3) 불명확성 원칙의 기능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불명확성 원칙은 숨겨진 내용통제의 기능을 함으

로써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

(Schutzfunktion)을 가지게 되었고, 명확한 작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기능(pönale Funktion)487)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합의의 위험을 약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위

험분배의 원칙(Risikoverteilungsregel)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약관의 사용자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예방적 기능

(präventive  Funktion)을 가지기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488) 그러나 최근

에 이르러서는 이 원칙이 처벌적 또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는 입장은 거

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489)

라이저에 따르면,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

으면 계약은 불합의(Dissens)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만, 약관은 고객의 협력

없이 형성되므로 약관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

해야 한다.490) 다만, 이러한 해석원칙이 일반적 법적 불안정으로 이끄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칙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491) 그리고 

이러한 준칙이 인정되는 근거는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약관의 문

485)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29.

486)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0. 한편, Hellwege(주 280), S. 277 f.에 따

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제157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보

다 일반적인 견해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민법 제133조와 제157조에 따르더라도 해

석이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 즉 보충성의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

고, 라이저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설명한다.

487) Hellwege(주 280), S. 277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는 행정기관이 약관을 만드는데 더욱 

관여함으로써 대립되는 이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에 따라 작성자 불리의 원

칙을 행정감독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인가된 보험약관이나 행정기관의 협력하에 생성

된 자동차보험약관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한다.

488)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2. 

489) Hellwege(주 280), S. 510.

490) Raiser(주 61), S. 260.

491) Raiser(주 61), 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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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작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근거한다고 한다.492) 한편, 라이저는 이 준

칙을 법관이 사용함에 있어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약관의 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해석의 범위에서 약관을 수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493) 법원의 이러한 노력은 보험법의 영

역에서는 오래된 것인데,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게 다수의 의무를 적용

함으로써 약관의 내용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러한 보험약관에 대하여 관습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과감

히 선언하지 못하고 해석의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였다고 한다.494) 그러나 라이저는 이러한 법원의 노력이 납득이 가

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은 표시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며, 표

시를 변경하거나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의 해석은 그 

결과가 법관이 바라는 것이고 최선의 의도로 행해지더라도 이는 자의

(Willkür)가 된다고 강력히 경계한다.495) 

쉬미트-잘쩌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계약내용의 작성을 주도한 자가 그 

내용의 불명확성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원칙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같은 정도로 계약 내용과 그 명확성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496) 다만 쉬미트-잘

쩌도 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려되

는 모든 해석원칙의 적용에 의해서도 풀 수 없는 의혹이 남아있고, 최소한 

두 개의 해석이 법적으로 주장 가능한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당사

자 사이에 어느 조항의 효과가 다투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 의

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97)

492) Raiser(주 61), S. 263.

493) Raiser(주 61), S. 265. 같은 면에서 라이저는 이 원칙이 자주 그리고 명시적으로 적

용되었으며, 하급심법원의 경우에는 “가정상비약(Hausapotheke)”으로 사용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494) Raiser(주 61), S. 265 f, S. 269. Hellwege(주 280), S. 132에 따르면, 19세기의 경

우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보험법에서 자주 적용되었는데,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한다

는 취지에서 보험약관에 불명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

게 해석되었다고 한다.

495) Raiser(주 61), S. 269. 

496) Schmidt-Salzer(주 214), S. 158.

497) Schmidt-Salzer(주 214),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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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약관규제법이 제정될 즈음에는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연방정부가 반대하였는데, 불명확성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공개적 내용통제의 취지가 축소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498) 

4) 불명확성 원칙의 적용

불명확성 원칙은 독일의 소송제도 즉 개별소송(Individualprozess)과 단체

소송(Verbandsprozess)499)에 있어 다른 의미로 적용되었다. 즉, 개별 계약관

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의 균형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 일반에서 

부적절한 약관을 축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단체소송에서 문제되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하여 약관의 내용통제 단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가장 적대적

인 해석’을 개별소송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현재 독일 학설의 일반적 입장

이며 이러한 입장을 판례도 받아들이고 있다.500)

불명확성 원칙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의심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에 관해서는 오늘날 판례와 지배적 견해가 이 원칙을 다른 모든 해석기준

을 적용한 후에도 명백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숨겨진 내용통제의 일환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비교적 적게 이 원칙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501) 

498) Stoffels(주 108), S. 137;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3. 그럼에도 불구

하고 참의원 및 야당의 요청에 의하여 이 원칙이 구 약관규제법 제5조에 규정되었다

고 한다.

499) 독일 금지소송법(Unterlassungsklagengesetz) 제1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

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어 무효인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

용의 권유를 철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500) MükoBGB/Basedow BGB §305c, Rn. 35. 이러한 판례의 대표적인 예로는 BGH NJW 2008, 

987; BGH NJW 2008, 2172 등.

501)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6; Stoffels(주 108), S. 137. 한편, 

Hellwege(주 280), S. 498에서는 독일민법에서 객관적 해석 원칙이 따로 규정되지 

않고, 작성자 불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두 해석 원칙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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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C
C

505)

제4.6조

작성자 불리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안된 계약조항이 불분명할 경우, 그 당

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P
E

5:103 작성자 불리의 원칙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약관에 뿐만 아니라 독일

민법 제3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미리 작성된 계약조항이 단지 1회의 

사용을 위한 것인 경우에도, 사전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그 내용

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한도에서”적용된다고 명시한다. 이와 같은 규

정은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자 93/13 지침 제5

조502)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된다.503)

(2) 해외 규범에서의 모델 규정 및 논의

약관규제법의 입법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독일

민법 이외에 당시의 이태리민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프

랑스민법504)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제 모

델규범을 포함하여 다른 대표적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객 유리의 원칙 관련 규정>

502) COUNCIL DIRECTIVE 93/13/EEC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Article 5 : In the case of contracts where all or certain terms offered to the 

consumer are in writing, these terms must always be drafted in plain, intelligible 

language. Where there is doubt about the meaning of a term, the interpretation 

most favourable to the consumer shall prevail. This rule on interpretation shall not 

apply in the context of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7 (2).

503) Hellwege(주 280), S. 498. 한편, 불공정조항지침의 내용 및 유럽각국에서 이 지침의 

반영상황, 해석에 관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판례의 소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ilippo Ranieri, Europäisches Obligationrecht, 3. Aufl., Springer, 2009, S. 403 

ff. 참조.

504) 프랑스 민법 제1162조: 계약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약정한 자에게 불리하게 그

러나 채무를 부담한 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한다(Dans le doute, la convention  

s'interprète contre celui qui a stipulé, et en faveur de celui qui a contracté 

l'obligation). 이 조항의 번역은 南孝淳(주 245), 165면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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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506)

는 경우에 그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우선하

여야 한다.

D
C
F
R

507)

Ⅱ.-8:103

계약조항의 작성자 또는 우월적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해석

(1)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아니한 어느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의

문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작성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그 조

항을 해석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한다.

(2) 여하한 다른 조항(any other term)의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조항이 어느 당사자의 우월한 영향 하에서 

작성된 경우 그러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그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한다.

미

국 

계약법 

리스테

이트

먼트

§206

작성자에게 불리한 해석

약속이나 합의 또는 그에 속하는 조항의 합리적인 의미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문언을 제공하거나 서면을 제안한 당사자에 반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선된다. 

이와 같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국제 모델 규정을 보더라도 계약 해석

의 원칙 그중에서도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협상되지 않고 일방 당사

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안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석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ISG에서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지만, CISG에서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

해로 알려져 있다.508)

PECL의 해설에 따르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여러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 입법과 판례에 의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계약조항을 일방적

으로 작성한 당사자가 통상 그 작성상의 결함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509) PECL의 주석에 따르더라

505) 본문에서 인용하는 PICC의 규정은 UNIDROIT에서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2010년에 발표

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506) PECL의 국문번역은 올 란도ㆍ휴 빌 편/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 박영사, 

2013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507) DCFR의 국문번역은 Christian von Bar 외 편저 ;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

준안: 총칙·계약편 : DCFR 제1권~제4권, 법무부, 2012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508) Hellwege(주 280), S.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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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고,510) 특히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자 93/13 지

침 제5조 및 이를 수용하기 위한 입법들에서 나타난다고 한다.511)

한편, 미국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제206조에 

대한 코멘트에 따르면,512) 계약의 문언을 작성한 자는 계약상대방보다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더 신중하게 문언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작성자는 어떤 의미를 주장할지는 나중에 결정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문

언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남겨두기가 쉬우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칙은 일반적으로 약관을 사용한 계약이나 작

성자가 보다 우월한 당사자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관한 미국 계약법상 일반적 설명에 따르더라도,513) 

이 원칙은 당사자들이 문언에 부여한 의미에 의존하지 않는 대표적인 해석

준칙이며, 일방당사자가 제안한 문언에 대하여 두 개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 문언을 제안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선호된다고 한

다. 이러한 준칙의 정당성은 계약내용의 작성자는 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

로 계약의 문언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 이 준칙이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서 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계

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준칙은 문언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종종 “최후의 보루(last resort)”로서 사용되는 준칙으로  

폄하되기도 한다고 설명된다. 

509) 올 란도ㆍ휴 빌(주 506), 447면.

510) 구체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민법, 잉글랜드의 판례, 덴마크의 계약법, 핀란드 소비자보

호법, 스페인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판례 등.

511) 올 란도ㆍ휴 빌(주 506), 447-448면.

512) 본문에서 미국법 리스테이트먼트 상의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Contracts 2d, 1981, §206, pp. 

105-106를 참조한 것이다.

513) 미국 계약법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관한 논의는 Farnsworth(주 57), pp. 459-460

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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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 및 기능

1. 고객 유리의 원칙은 계약 해석의 원칙인가?

우리는 제3장에서 계약 해석의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자면 국내에서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방법론 즉,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방법론에서는 고객 유리의 원칙이 이 원칙들 

중 어디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에 이 원칙이 속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

인다.514) 다만, 자연적 해석으로 당사자의 사실상 일치하는 이해가 확정되

지 못하는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으로서 

규범적 해석이 행해지는데 이 때 표시행위에 수반하는 제반사정, 관습, 임

의규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의 정당한 이해를 고려한 그리고 선량거래의 요구

와 일치하는 해석결과가 얻어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515)에 따르면, 고객 

유리의 원칙이 규범적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

다.516) 

514) 권영준(주 224), 231면에서는 고객 유리의 원칙이 해석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계

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해석의 방향성 내지 결과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하고도 계약 해석에 실패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위험분배원리일 뿐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계약 해석의 주

요한 목적이 당사자의 공통의 의사를 탐구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Corbin on Contracts (Interpretation of Contracts), revised edition vol. 

5, 1998, p. 306에서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해석의 원칙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려

는 정책적 원칙(a rule of policy)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6에 따르면, 이 원칙은 해석이 끝마친 뒤에야 

개입되므로 진정한 해석원칙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이는 결과

에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515) 宋德洙(주 228), 193면. 이 글은 또한 규범적 해석에 관한 설명 부분인 같은 면에서 

“외국의 법률 또는 판례는 우리 민법이 알지 못하는 개별적인 해석원칙을 인정하기

도 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해석 원칙들이 우리 민법에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라

도 실제적인 논리의 경험법칙으로서 해석에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516) Flume(주 185), S. 307 ff.에서도 생전행위(Rechtsgeschäft unter Lebenden)의 규범

적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 규범적 해석의 요소로서 거래관행에 관한 설명에 이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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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

섯 가지의 방법론을 내세우는 입장517)에 따르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작성

자 불리의 원칙의 다른 이름으로서 규범적 해석의 단계에 속하게 됨은 분

명해 보인다. 또한, 해석방법을 기능적 해석원칙과 목적론적 해석원칙으로 

나누는 입장518)에 따르더라도 고객 유리의 원칙은 목적론적 해석원칙에 속

하는 원칙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제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해외 규범

들을 살펴보더라도 고객 유리의 원칙 또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계약 해

석 원칙으로서 규정된 예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규범들에서도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만, 공통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계약을 해석하고, 그 후에도 계약 내용

이 불분명한 경우 해석 준칙의 하나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의 공통점은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어도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방법의 성격보다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해석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519) 하는 관점에서

의 해석방법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법적 관

점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문언에 부여한 의미를 확인하는 해석

(interpretation)보다는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원

이 계약의 내용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해석(construction)의 개념으로 설

명될 수 있다.520) 특히 이와 같이 해석자의 가치개입적 판단이 강하게 작

용하는521) 해석방법 중에서도 고객 유리의 원칙은 상당히 후순위에 속하는 

의 준칙들로서 경험칙에 따른 해석, 계약의 본질 및 대상에 따른 해석, 그리고 작성

자 불리의 원칙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517) 尹眞秀(주 170), 273면.

518) 南孝淳(주 245), 160면.

519) 尹眞秀(주 170), 269면.

520) interpretation과 construction의 구분에 관해서는 제3장의 해당 부분 및  Farnsworth

(주 57), pp. 439-440 참조. 한편, Michelle E. Boardman, “Contra Proferentem: 

The Allure of Ambiguous Boilerplate”, 104(5) Michigan Law Review 1105 (2006), 

pp. 1109-1110에서는 약관의 해석에는 interpretation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construction이 행해진다고 설명하며, Edwin W. Patterson(주 271), p. 835에서는 작

성자 불리의 원칙을 construction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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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하자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해석 원칙들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특성 및 위험분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석 원칙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해석 원칙에는 당

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 외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해석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 유리의 원칙도 계약 해석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1) 고객 유리의 원칙이 인정되는 근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 유리의 원칙을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

정하는 작업이 아닌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계약내용 확정이라는 

관점에서 폭넓은 의미의 계약 ‘해석’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지라

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약관의 내용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

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반사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계약 당사자

인 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는 반하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함에

521) 최준규(주 223), 2면에서는 해석자의 가치판단이나 법적 평가가 개입되는 경우를 

‘규범적 판단’이라고 부르면서 계약 해석방법의 3분론에서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이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

입함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석도 충분히 타당하다. 하지만, 적어도 위 본

문에서는 ‘가치개입적 판단’이라는 개념을 논의의 편의상 좀 더 좁은 의미로 사용

하였다. 한편, 위 논문 같은 면에서는 계약 해석이 갖는 규범적 성격이 법원이 당사

자들의 사실적 의사와 직접적 관련 없이 규범설정행위를 할 경우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같은 논문 31면 이하

에서는 해석방법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계약해석의 규범적 성

격을 강조하여 계약해석 방법의 분류 중에 의미를 발견하는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분류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류에서도 고객 유리의 

원칙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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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객 유리의 원칙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이에 대해서는 즉 계약 내용에 복수의 해석가능성이 있을 경우 계약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법규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보다는 그 복수의 

해석 가능성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형성된 계약규범을 가능

한 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522) 이를 선해하자면,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작업을 매우 넓게 이해

하여 어느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한 경우 어떠한 

해석방식으로든 그 규정이 유효하게 남겨질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라고 한다면 고객 유리의 원칙도 당사자의 의사의 확

장으로 포섭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굳이 가치개입적인 해석이라는 최종적 단계까지 가지 않

고도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작업으로서 계약 해석의 본질에 가까울 수

는 있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을 작성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약관조

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조항을 무효

로 하지 않고 남겨두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흠결이 있다고 보게 되

면,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보다 중립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고객 유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로는 또 무엇을 

들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근거는 책임사상이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당사자로서는 약관의 문언을 보

다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522) 上田誠一郞, 契約解釈の限界と不明確条項解釈準則, 日本評論社, 2003, 183頁 이하에

서는 불명확조항 해석준칙의 근거로서 예방적 기능이나 사용자의 책임은 이차적 기능

이라 할 수 있고, 복수의 해석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내용을 확정한다는 관

점 그리고 그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 즉, 즉 복수의 해석가능성이 있을 경우 계약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

의법규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보다는 그 복수의 해석 가능성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당사자 간에 형성된 계약규범을 가능한 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 211 -

질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약관사용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523) 이러한 입장을 좀더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약관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반사적으

로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업자가 최소비용회피자

(least cost avoider)로서 고객에 비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

업자에게 명확한 약관 작성의무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가 부

각되고 있다.524) 이것은 법경제학이 싹트고 발전한 미국 학계의 논의를 바

탕으로 한다.525) 미국에서는 고객 유리의 원칙에 대하여 법경제학 근거 외

에도 전통적으로 불명확성을 억제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으며, 부의 재분배

를 달성한다는 근거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26)

약관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고객은 자본력, 정보력, 협상력 등

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약자인 당사자를 보호하여 계약 공평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 원칙의 고객보호적 기능도 이 원칙에 대한 정당성

의 근거로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약관의 문언 작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근거하여 이로써 

523) Hellwege(주 280), S. 510 f. 김진우(주 364), 193면 이하에서도 책임사상을 고객 유

리의 원칙의 인정근거로 보고 있다. 

524) 尹眞秀(주 170), 241면; 권영준(주 224), 231면; 최준규(주 210), 45면 등. 

525) 대표적인 문헌으로 Ian AyresㆍRobert Gertner, “Filling Gaps in Incomplete 

Contracts: An Economic Theory of Default Rules”, 99 Yale L. J. 87 (1989), p. 

91에서는 ‘penalty default’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그가 원하지 않았을 결과를 부과함으로써 그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내

용을 명확하게 할 유인을 부여한다는 논리이다. 

526) David Horton, “Flipping the Script: Contra proferentem and standard form 

contracts”, 80 U. Colo. L. Rev. 1 (2009. 3), pp. 457-472에서는 작성자 불리의 

원칙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정당화 근거로서 위 세 가지 근거들을 자세히 소개하

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근거는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의도적으로 살피지도 않는 상황에서 왜 약관의 내용을 개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주장으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서 의미의 통일성(uniformity)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미

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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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라이저527) 이래로 책임사상, 보호기능, 징벌적 

기능, 예방적 기능 등이 불명확성 원칙의 근거로 거론되었다.528)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불명확성 원칙의 근거와 관련하여 보호목적을 

부각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의 관념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

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529) 이 견해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목적은 보호의 관념과 책임의 관념이라는 두 지주로 대변되

는데, 보호의 관념에 따를 경우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기존의 법률행위 해

석 원칙의 하나로서 규범적 해석과의 관계에 있어 별도의 관계로서 나란히 

서고, 책임의 관념으로 보게 되면,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의 하

나의 특성으로서 내재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보호의 관념에 따를 경우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기업인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가 없는지, 소비자가 기

업보다 더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답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비판은 고객보호의 목적을 강조하게 될 경우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

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적용 가부가 법관의 재량

에 의하여 예측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경청할 만한 의

견이다.530)

한편, 고객 유리의 원칙을 책임의 관념으로 보더라도 약관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약관이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

성되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531)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

527) Raiser(주 61), S. 262 f.

528)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2 f.

529) Hellwege(주 280), S. 509 ff. 

530) 권영준(주 224), 232면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넓게 해석하

면 거의 대부분의 약관은 고객 유리의 원칙의 지배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고 이로써 

계약법을 지배하는 이념으로서의 계약 당사자의 자율은 폐기되고 고객 보호라는 후견

적 정책 목표만이 남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도 같은 취지로 보

인다.

531) 예컨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초안이 양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하여 작성되

고 이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 문언을 

작성한 당사자가 그 문언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입장을 변호하자면, 약관의 작성자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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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이 모든 근거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객 유리의 원칙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

인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책임, 고

객의 보호라는 가치를 개입하여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해석방법이므로 

이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 해석 원칙 등 다른 해석 원칙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이러한 

성격은 일반적으로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Subsidiarität)이라는 개념으

로 설명된다.532) 

(2)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

1)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의 근거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약관의 뜻이 명

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문언적으로만 보면, 약관내용의 의미

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약관의 뜻이 명백하

지 않은 경우로 볼 여지도 있다. 용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되는 모든 경우

를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본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는 분쟁에 있어 고객 유리의 원칙을 가장 강력한 무

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533) 그러나 직관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약

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고객에 의하여 해당 조항의 불명확성에 

명확한 조항을 작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즉, 계약의 문언을 작성함에 있어 

의도치 않게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문언을 작성하였

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계약 체결에 임함에 있어 

문언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32)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국내 자료로는 孫智烈(주 25), 

334면; 김진우(주 364), 195면; 권영준(주 224), 232면; 이병준(주 88), 16면; 최준

규(주 210), 43면 등 참조.

533) 권영준(주 224), 232면에서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게 되면, 본래적 의미의 약관 해석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인데, 이는 약관을 구성하는 문언의 추상성이나 다의성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약관조항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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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문이 제기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계약 해석

이라는 작업을 인간의 이성적 추론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제

반사정,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합리적 과정이다.534)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약

관의 불명확성이란 합리적 관점에서의 불명확성이라고 볼 필요가 있으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객의 모든 기대가 아니라 합리적 관점에서의 정

당한 기대만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단계와 관련하여 약관규제법

의 입법자료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가 모든 해석의 

의문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른 해

석을 시도한 후에도 의문점이 남는 경우 그 의문점의 위험만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535) 이것은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해석방법을 적용하고도 의문이 남는 경우에 고객 유리의 원칙

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536)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이 원칙이 그 본질상 가치개입적 성격이 농후하

여 그 적용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 유리의 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책

적 목표를 투영하는 장치이므로 약관의 해석 원칙이라기보다는 위험분배의 

원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537)에서는 약관의 해석과 고객 유리의 원칙의 

534) 南孝淳(주 245), 160면.

535) 「約款 規制의 立法」(주 33), 34면.

536) 국내의 많은 문헌이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南孝淳(주 215), 469면; 孫智烈(주 25), 334면; 李銀榮(주 5), 155면; 

권영준(주 224), 232면; 김진우(주 364), 195면; 이병준, “서비스 이용자의 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와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民事判例硏究 제35권 (2013. 2), pp. 

370-371면 등.  

537) 권영준(주 224), 231-232면. 한편, 고객 유리의 원칙을 해석 원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독일에서도 존재한다. 예컨대, Hellwege(주 280), S. 508에서는 규범적 해석 

원칙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적용범위를 가지고 이로서 작

성자 불리의 원칙은 해석원칙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Wacke를 들고 있다. 실제

로, A. Wacke, Juristische Arbeitsblätter, 1981, S. 666-668의 내용을 번역한 최병

조(주 477), 613면에 따르면, Wacke는 “해석이 불명확준칙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이 

준칙은 그러므로 (진정한) 해석준칙이 아닌 것이다. 이 준칙은 오히려 해석이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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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의사와 정책, 당사자와 법원, 자율과 후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라고 하며 고객 유리의 원칙이 차지하는 영역이 커질수록 약관의 해석의 

영역은 축소되어 계약당사자의 자율이 폐기될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를 고

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2)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단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약관 해석에 있어 고객 유리의 원칙은 언제 적용되

는가?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따르자면, 고객 유리의 원칙은 당사자의 

공통의 의도에 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당

사자의 공통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합리적 제3자의 관점에서 

규범적 해석 또는 객관적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이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한 객관적 해석 이후

에도 해당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 비로소 법관의 가치판단에 의한 

규범적 해석 또는 목적론적 해석원칙 또는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원칙으로

서의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약관규제법의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

다. 즉, 약관의 해석에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객관

적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약관규제법

에서는 제4조에서 개별 약정의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약관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한 해석과 통일적 

해석 원칙을 규정하며 제2항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규정방식은 일반적 계약 해석 원칙의 적용순서에 따르더라도 타당하다. 

즉, 당사자가 개별약정을 통하여 약관과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는 이것이 우선함이 마땅하다. 또한 개별약정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어느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에 이르지 않고 법관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최종적인 확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non liquet(不明)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한 결정의 지시만을 포함할 뿐이다. 

불명확준칙은 그러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한다.



- 216 -

이 역시 약관의 해석에 있어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의 의도가 드러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객관적 

해석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해석과정을 통하여도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독일에서도 숨겨진 내

용통제의 수단으로 이 원칙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법률상 명시된 내용통제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 원칙의 적용을 삼가는 것이 추천되었다.538) 

이에 따라 독일의 지배적 입장은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보충성을 더욱 

강조하고,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해석방법을 모두 동원

한 이후에도 풀 수 없는 의혹이 남아 적어도 두 가지 해석가능성이 법률상 

대별될 수 있을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539) 이에 반하여 작

성자 불리의 원칙이 규범적 해석의 원칙을 갈음한다는 견해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면 언제나 계약 상대방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독일에서는 유럽공동체의 불공정조항 

지침(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Directive 93/13/EEC)의 제5

조 제2문540)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가 주장된다고 한다.541)

고객 유리의 원칙과 다른 해석 원칙과의 관계 특히 객관적 해석과의 관

계 및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고객 유리의 원칙의 독자적 의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본질적으로 범주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객 유리의 원칙은 해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538) Stoffels(주 108), S. 137. 

539) Stoffels(주 108), S. 137; HKK/Vogenauer, § 305 – 310(Ⅲ), Rn. 36.

540) COUNCIL DIRECTIVE 93/13/EEC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Article 5 : In the case of contracts where all or certain terms offered to the 

consumer are in writing, these terms must always be drafted in plain, intelligible 

language. Where there is doubt about the meaning of a term, the interpretation 

most favourable to the consumer shall prevail. This rule on interpretation shall not 

apply in the context of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7 (2).
541) 이러한 입장으로 Hellwege(주 280), S. 508에서는 Rausch나 Kapnopoulou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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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해석원칙임에 반하여 규범적 해석 혹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은 해

석의 결과를 어떻게 탐구할지에 관한 즉 해석방법의 문제로서 양자 간에 

의미있는 관련성이 적다고 볼 여지도 있다.542)

그러나 실제로 약관의 해석이 법원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 

법관은 그 경계를 찾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작업은 그의 판단에 따라 분쟁

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

여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적용’과 ‘남용’의 구별

문제가 등장하기도 한다.54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 확장에 관한 우려

고객 유리의 원칙에 대하여 보충성을 논하는 것 자체에 이미 이 원칙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즉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

을 견지하여 이를 최후의 해석 원칙으로서만 사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약

관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거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

내용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고객 유리의 원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론은 정당화할 구실로 삼게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544) 

이와 같이 고객 유리의 원칙이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에 

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약관규제의 문제를 계약법상의 법리로 해

결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작성자 불리의 원칙은 계

542) 이와 같은 견해는 입장의 국내 견해로는 김진우(주 364), 196면; 독일에서는  

Hellwege(주 280), S. 514 참조. 다만, Hellwege의 글에서는 규범적 해석 원칙을 여

러 개별적 해석 원칙으로 해체함으로써 방법과 원칙의 관계가 아닌 원칙과 원칙의 

관계를 정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43) 최준규(주 210), 47면.

544) 권영준(주 224), 234면. 같은 취지로 최준규(주 210), 46면에서는 “계약 문언에 관

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견

해대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주목한 나머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손쉽게 적용

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계약 해석시 보험계약자의 보호필요성에 경도된 법관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편향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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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해석에 있어 다른 모든 해석 원칙들이 적용되고도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함에도 법원은 당사자 지위의 공평을 

위하여 이 원칙을 사용하여 왔지만, 결국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545)  실제로 미국 법원은 과거에 이 원칙

을 엄중하게 적용하여 작성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해왔지만, 70년대 이후에 

몇몇 주들은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극단적인 조치라서 이 원칙을 사용가능

한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 사용을 피해왔다고 한다.546)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이 원칙이 약관의 작성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약관

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약

관의 작성자들은 오히려 약관의 불명확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547) 약관

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약관을 더욱 복잡하고 자세하게 하

여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읽게 할 유인을 떨어뜨리며,548) 약관을 명확하

게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약관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549) 재판에서 

어느 약관조항이 불명확하게 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위험을 가격 인

상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고 한다.550)

결국 고객 유리의 원칙에 대한 우려는 이 원칙이 계약 해석의 원칙에 있

어 후순위로 적용되고 특히 계약 내용의 작성자가 명확한 계약 예컨대 약

관계약서 작성자에 대한 책임이나 고객 보호의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약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며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특히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 법

원이 약관의 합리적 해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약

자의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 원칙을 채택하여 해석의 결과를 확정하는 

545) Ed E. Duncan, “The Demise of Contra Proferentem as the Primary Rule of 

Insurance Contract Interpretation in Ohio and Elsewhere”, 41 Tort Trial & 

Ins. Prac. L. J. 1121 (2006), pp. 1123-1124.

546) Horton(주 526), p. 452.  

547) Horton(주 526), p. 476.

548) Michael B. Rappaport, “The ambiguity rule and insurance law: why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construed against the drafter”, 30 Ga. L. Rev. 171 

(1995-1996), pp. 207-208.

549) Omri Ben-Shahar(주 153),  p. 5.
550) 이러한 비판은 주로 Omri Ben-Shahar를 비롯한 법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주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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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3. ‘고객에게 유리하게’의 의미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와 관련하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의 의미에 비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 없이 명백하게 이해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 원칙의 보충

성에 의하여 여러 해석 준칙을 적용하고도 어느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의

적인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의 해석 중 상대적으로 사업자

보다는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

여서도 독일에서는 그 의미에 대한 “전도된(umgekehrte)”551) 이해가 있

었고, 이것이 국내의 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민법 제305조의C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명확성의 원칙552)은 약관의 

해석에서 의심스러운 경우 “약관사용자의 부담으로(zu Lasten des 

Verwenders)”할 것을 요한다. 독일학계는 전통적으로 약관과 관련된 단체

소송과 개별소송에서 다르게 이해하여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약관을 고객에

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고 이를 내용통제 단계에서 무효화함으로써 악의

적인 약관조항으로부터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에 반하여 개

별소송에서는 오랫동안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의 준칙만이 통용되었다고 한

다.553) 그런데 최근에 이를 개별소송에 있어서도 단체소송에서와 같이 고

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으로 내용통제에서 해당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

551) Stoffels(주 108), S. 139.

552) 약관규제에 관한 실체법적 내용들이 독일민법에 편입되기 전에 구 약관규제법 제5조

는 불명확성 원칙(Unklarheitenregel)이라는 표제하에 현재의 제305조의c 제2항의 내

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학설도 이를 일반적으로 불명확성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

고 있다.

553) MükoBGB/Basedow BGB §305c, Rn. 3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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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에 따르고,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더라도 내용통제에서 해당 조항

이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본연의 의미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되고 이것이 판례에 의해

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554) 

단체소송에서 불명확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약관을 유지시키는 셈인데 이는 예방적으로 부

당한 약관의 배제를 추구하는 추상적 통제절차의 목적을 좌절시킨다. 따라

서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는 약관조항이 무효

가 되는 결과를 감수하게 되므로 이는 “약관사용자에게 부담으로”라는 

규정의 의미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555) 

독일의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송된 물품

에 대한 명백한 하자는 1주의 기한 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vorzubringen)”는 문언의 불명확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556) 이 사례에서 

‘주장한다’의 개념은 고객에 의한 하자의 통지가 1주일 안에 도달되어야 

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고, 1주일 안에 발송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고객에게 적대적인 해석 즉, 1주일 안에 

도달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전제하여 이를 내용통제 단계에서 구 약관규제

법 제9조 제1항(현재의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았

다.

반대로 개별소송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약관 규정에 대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독일민법 제307조에서 제309조에 따른 내용통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557) 그러다가 최근에 

단체소송에서 불명확성 원칙에 대한 전도된 이해가 관철되면서 단체소송과 

개별소송의 결과가 서로 다른 점에서 기인하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발생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통하여 해당 조

554) MükoBGB/Basedow BGB §305c, Rn. 35.

555) Stoffels(주 108), S. 138.

556) BGH NJW 1998, 3119(3121).

557) Stoffels(주 108),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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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무효가 될 경우 독일민법 제306조 제2항558)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임

의법규 등으로 보충되면 이것이 애시당초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

보다 고객을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 소송의 결과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559) 이에 따라 개별소송에서 불명확성 원칙

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독일의 판례도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560) 

(2) 한국에서의 논의

위와 같은 독일의 논의는 한국에도 소개되었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들이 

등장하게 된다. 즉, ① 약관의 추상적 심사는 부당한 약관조항을 개별소송

에서 다투기 전에 거래계에서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의적인 약

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내용규제를 억제하는 것은 약관심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추상적 심사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하여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

해,561) ② 약관의 편입-해석-내용통제는 엄격히 구분되어 검토되어야 하지

558) 독일민법 제306조(불편입시 및 무효시의 법률효과)

     ① (생 략)

     ② 약관조항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계약의 내용은 법

률규정에 따라 정하여진다.

     ③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제2항에서 정하여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때에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559) Stoffels(주 108), S. 140.

560) 대표적인 판례로는 BGH NJW 2008, 987; BGH NJW 2008, 2172 등.

561) 李銀榮(주 5), 198면. 河宗大, 대법원판례해설 55호(2005 상반기), 2005, 332-333면

도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과 관련하여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적

용은 사업자가 불명확한 조항의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 약관을 무효로 하여 임의법규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건

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라는 약관법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를 취

한다. 이 같은 견해는 위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에 관련된 것임에 비추어 약관의 추상적 심사에 한정한 견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張敬煥(주 7), 86-87면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독일의 구 약관규제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고 우리 약관규제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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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약관의 내용에 해석통제의 단계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고객에게 유

리한 해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내용통제 부분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는 견해562)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5조 제2

항이 명시적인 규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은 약관규제법에 정면

으로 배치된다는 점,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효력유지적 축소의 이론이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독일의 이론

이 한국에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563)

독일에서 불명확성 원칙의 이해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도 수용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우선 양 국가의 법규정의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독일 구 약관규제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언적으로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약관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우리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한다. 이러한 차

이가 약관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독일민법과는 별개의 의미로

서 규정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적어도 약관의 불명확성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라는 규정은 해석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불명확성의 불이익을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내용통제까지 아우르는 검토가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약관규제법의 경우에는 규정 체계상 약관의 편입-해석-내용통제를 명

확히 구분하고 있고,564) 해석통제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

562) 이병준(주 536), p. 379. 이 입장은 약관의 추상적 심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입장

에 따르면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통하여 해당 조항이 내용통제 단계에서 무효

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효가 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유지하되,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으로도 내용통제 단계에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비

로소 해석단계에서도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한편, 고객 유리의 원칙의 의미와 함께 독일과 한국에서의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가 구체적 내용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고 있는 국내 자료로는 이병준, 

“약관의 추상적 내용통제와 구체적 내용통제의 관계”, 財産法硏究 제29권 제2호

(2012. 8) 참조.

563) 尹眞秀(주 8), 334-335면. 한편, 효력유지적 축소의 의미 및 근거와 한계에 대한 국

내의 대표적인 글로는 최봉경, “효력유지적 축소에 관한 소고”,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21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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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해석통제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후 이것이 내용통제 과정에서 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해

석 과정으로 돌아가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단계적 통

제의 취지를 경감시킨다. 또한, 우리 대법원의 실무는 가능한 한 당사자 간

에 체결된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엄격해석, 효력유지적 축

소, 유효해석의 준칙을 적용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3절 판례의 분석 -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에 관한 판단기준

지금까지 고객 유리의 원칙의 유래 및 입법경위 그리고 이 원칙의 의미

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은 일반적인 계약 해

석 원칙이기는 하지만, 가치개입적 성격이 강한 해석준칙으로서 계약의 해

석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원칙은 계

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결과를 요구함으로써 후견적 성격이 강하여 이 원칙의 적용을 

통한 법원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

원이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과도한 개입을 시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

를 위하여 판례의 입장을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본 사례와 

564) 梁彰洙, “自動車保險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에 대한 內容統制”, 俓史李會昌先生 

華甲紀念 法과 正義, 1995, 738면에서도 약관의 해석은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의 전제

문제로서, 양자는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며, 약관에 대한 내용규제는 약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행하여진다고 하고 있다. 



- 224 -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본 사례로 분리하여 검토하기로 한다.565)  

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

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수술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

는 수술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상의 

‘수술’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566)에서는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

하는데, 원고가 시술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1~ 2 mm 굵기의 바늘을 외부

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서 말하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

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

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하여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

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고주파 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67)

565) 본문에서 판례의 분석은 박설아,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法曹 710 (2015. 

11), 195-215면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에 대한 분석 및 재해사망약관과 관련하여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

근 판례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566) 대전지법 2011. 2. 24. 선고 2010나17169 판결

567)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에서도 보험약관상 암수술급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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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수술의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고주파 절제술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개념

보다는 일부 조직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수술과 고주

파 절제술을 분리하고 있으나, 수술의 범위를 이와 같이 외과적 수술로 제

한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또한 약관에 따르더라도 수술에 대한 정의를 두

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외부 병원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에서도 외과적 수술과 고주파 절제술은 모두 종양을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만, 외과적 수술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반면 고주파 절제술은 그 크기를 줄임으로써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평균

적 고객의 입장에서 수술과 고주파 절제술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술’의 의미를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한 것이 이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이 사건의 원고 을은 온라인 게임회사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의 서

비스 이용자로서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

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다. 한편, 갑 회

사가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사용에 부과된 약관에서는 ‘아이템 현금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

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

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

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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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의 현금거래행위는 갑 회사

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갑 회사는 을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을의 행위가 위 약관의 영구이용정

지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1회 적발’과 ‘추가 확

인’, ‘2회 적발’ 등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568)은 갑 회사의 영구이용정지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

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 회사가 위 약관규정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제한조치

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데, ‘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갑 회사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

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

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갑 회사는 을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

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위 약관의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이와 같은 이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

는 약관규정에 불명확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대법원과 같이 이해하는 것

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한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판례가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것은 다른 일반

568) 서울고법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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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약관의 해석 원칙 특히 객관적 해석 원칙에 따르면 해당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례들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고객 유리의 원칙에 관한 판례라기보다는 객관적 해석 원

칙에 관한 판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심판결과 

약관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결과를 도출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반대 방향에서 검토해 보

기로 한다.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을은 이 사건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을은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법

률상의 모는 아니지만, 갑의 부친인 병과 10년간의 법률상 혼인기간을 포

함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까지 13년간을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

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고 사실상 원고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다시 병과 혼인신

고를 함으로써 그러한 가족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569)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

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

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특히 가족운

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

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 을이 이 사건 가족운

569) 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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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을이 이 

사건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설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와 해석 과정을 거쳐 을이 기명피보

험자의 모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에서는 이와 유

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계모570)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

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되는 약관조항이 

피보험자의 범위가 아니라 면책조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 피보험자의 부모

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의미가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

지만, 피보험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도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보아 약관의 면

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다.571) 즉, 자

동차종합보험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

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

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피보험

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

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

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570)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

571)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의 규정 취지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그러한 해석이 고객의 정당한 

기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인바,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일반적 원칙인 신의

성실 해석의 원칙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앞서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로는 陳尙

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 위반’의 의미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85호(2010년 하반기), 6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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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이다. 이 판결에서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공동생

활체에 속한다는 실질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위 96다53857 판결과 유사

한 면이 있다. 

따라서 위 2008다68944 판결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서와 같이 가족운전

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상 기명피보험자의 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를 

피보험자의 실질적 가족구성원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

질적이라고 볼만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고객 유리

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제조건으로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다만, 위 판결에서 원심이 고려한 

사실관계가 피보험자의 개별 사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보험회

사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 선해

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사회통념

상 실질적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부모의 사

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가족적 유대감을 공유

하는 생활관계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하다.572)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갑은 자신의 영업용 소형 화물 차량에 대

하여 을 회사와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보험계약에 사용된 

약관에는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 차량에 유

압식사다리를 물품적재장치로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하였다. 한편, 병은 갑

의 지시하에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위 차량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때 병의 사망이 자동차 운

전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원심573)은 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572) 최준규(주 210), 42면.

573) 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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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행 개념에 따라서, 위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병

의 작업은 위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가 보험사고인 위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상해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의 기준을 약관상 명문규정 없이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 보았다. 또한, 해당 약관에서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삿

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이 사

건 사고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보

험약관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어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

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는

데, 이는 고객 유리의 원칙을 고려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해석하

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해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갑이 자신의 차량을 

구조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을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갑 측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양 당사자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갑은 을 보험회사와 대리



- 231 -

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사용된 약관에서는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타

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라고 규정하고, ‘타인자동차

손해’에 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타 차량

과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타인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타인자동

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갑은 병으로부터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차

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 

때, 차량의 파손이 위 약관의 ‘남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

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574)은 위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대상차량으로서 ‘타인자동

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용차가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이 대물배상에 관한 약관조

항에 피보험자가 운전한 ‘타인자동차’와 보상의 대상이 되는 ‘남의 재

물’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타인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별도의 타인자동차손해 항목에서 그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대물배상 항목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남의 재물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차량손해 항목은 피보험자동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의 재물을 운행

에 제공된 피보험자동차와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남의 재물’

은 대리운전 대상차량인 ‘타인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였다. 이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객 유리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약관 문언만을 보면, 남의 재물은 타인자동차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서 타인자동차도 남의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조항의 체계, 일반적인 자동차 

574) 서울고법 2007. 8. 17. 선고 2006나36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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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규정 관행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의 약관 해석에 있어 전형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

원의 입장은 약관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으로 체계적 해석이나 거래계의 제

반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원심판결에서와 달

리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Ⅲ.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해석

최근 들어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에 부가된 특별계약으로서 재해사

망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경우 면책과 이에 대한 제한조항의 해석

이 문제가 되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국 다수의 하급심법원에서 이 문

제에 대한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 문제의 핵

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되지만, 피보험자가 보

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유족의 

생활보조의 차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조항(이하 “자살면책 제

한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575) 그런데 일반적인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특약으로서 선택적으로 체결되는 재해사망보험계약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

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도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직접 규정

되어 있거나 주계약인 생명보험계약의 조항을 준용할 여지가 있는 형태로 

575) 이와 같은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대표적인 규정형태는 아래와 같다.          

제0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



- 233 -

작성되어 있어 그 의미의 해석이 상당기간 동안 문제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조항은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기입하였다기보다는 특약약관을 작성하

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보험회사들이 부주의하게 그래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576) 

즉 보험회사가 실수로 재해사망보험특약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하는 약관조

항을 특약약관 내에 두게 된 것이다.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규정되는 사례

는 4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형이 이

분적 결과로 나뉘어 한 쪽은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고객 유리의 원칙

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한 쪽은 자살면

책 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의미 없다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이유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자살면책 제한조항에 

국한하여 각 유형별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이 사건의 유형(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주

계약인 교통안전보험계약의 약관에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

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에서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준용조항

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범

위가 재해특약의 경우보다 적어 교통사고라는 일종의 특수재해에 따른 사

고만을 규정하고 있었다.577) 이와 관련하여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576) 이러한 사실이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577)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

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

서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주계

약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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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장특약에도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보험계약 체결 후 6년 

뒤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578)은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보장특약

에서도 그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로서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

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

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

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처음부

터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였다.579) 또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

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살면책 제한조항 단서에

서 정하는 요건, 예컨대, 피보험자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리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고객 유리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였다.

578)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5나48507 판결 

579) 한편, 아래 제3유형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제3유형은 재해사망특약에 준용조항을 두

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제2유형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것은 제2유형의 경우 재해사망특약에 명시적으로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둔 것에 주목

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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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이 사안의 유형(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은 다른 3가지 유형과 달리 

재해사망특약에서 준용조항을 둔 것이 아니라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주계약

과 재해사망특약 모두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주계약은 

일반사망보험계약이었다. 이 사안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8년

이 지난 후에 철로에 누워 자살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원심580)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보험

회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 사

건 재해특약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상,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자살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기

대치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보험회사에 기대치 않은 불이익을 주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

였다. 따라서 재해사망특약에 규정된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특약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581) 

그러나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이 특약에서 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위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

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고 판단하였다.582) 그러나 엄연히 

580) 서울중앙지법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581) 원심판결이 그 판결문에서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잘못된 표시’ 등의 표

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제2유형의 사안에 대해서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제2유

형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에서는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평균적 고객들이 

자살의 경우에는 자살면책 제한조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해당 조항을 

잘못된 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의 적용기준은 그 취지상 평균적 고객이 아니라 개별 고객의 진정한 

의사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보더라도 위 2014나2043005판

결에서는 개별 고객과 보험회사 간에 합의나 공통의 이해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존

재하지 않는다.  

582) 이것은 제1유형에서 대법원이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에 대한 판단한 내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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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

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

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

하는 요건, 즉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등에 해당

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고객 유리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3) 사안의 검토

제1유형은 제2유형에 비하여 이중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제1유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에서도 이미 처음부터 보험사고에 자살에 

의한 사망이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어 보험사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583) 재해사망특약의 준

용조항에 따라 위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도 적용된

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2유형은 

재해사망특약에서 직접적으로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고 있어 애시당초 특

약상의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위 면책 제한조항으로 인

하여 보험사고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제1유형의 첫 번째 쟁점을 공

유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첫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면, 자살면책 제한조

항이 재해사망보험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관 자체의 규정 

체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두 판결의 입장은 

약관에 엄연히 존재하는 조항을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무의미한 조항으

일한 취지로 볼 수 있다.

583) 이것은 제2유형, 제3유형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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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통하여 특약상의 보

험사고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봄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부합한다

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 해석의 관점에서 약관의 해석을 바

라볼 경우 약관의 해석에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

석의 출발점은 문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언 해석에서는 일반적

으로 해당 조항의 문언만이 아니라 제3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 전

체의 체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584)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본질과 

대상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도 오늘날 여전히 인정

되고 있다.585) 약관에 대한 어느 하나의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계약 상대

방에게 더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해석이 계약의 목적, 계약의 본질과 대상

에 반하는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더 불리한 해석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586) 따라서 위 두 유형의 경우 고객에게는 

불리하더라도 재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본질 및 보

험계약에 있어 보험료의 산정과정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는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위 판결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생각하

게 되면 자살면책 제한조항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하는 고객 유리의 원칙에

까지 진행할 필요도 없이 합리적 해석 단계에서 그 내용이 확정된다. 다만, 

위 두 판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 보호와 부주의한 보험

회사에 대한 제재라는 정책적ㆍ후견적 차원에서 약관의 해석에 접근한 것

으로 보인다.587) 

한편, 위 두 판결에서는 해당 약관조항의 해석에 있어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약관조항에 불명확성이 없는 것으

로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두 

판결은 합리적 해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고객 유리의 

584) 권영준(주 224), 218-219면, 235면.

585) Hellwege(주 280), S. 516.

586) Hellwege(주 280), S. 516.

587) 그나마 제1유형의 경우에는 재해사망특약의 준용조항의 의미라는 쟁점이 하나 더 존

재하여 약관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좀더 커짐으로써 제2유형에 비해서는 고객 유리

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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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함으로써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적 성격을 인정하

기보다는 합리적 해석과의 병행적으로 적용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2.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경우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를 요약하면, 이 사건의 

주계약은 일반사망보험계약이었고 이 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고 있

었다. 반면, 주계약과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재해사망특

약의 약관조항에는 재해의 정의588) 및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의 조항에서 제1유형에서와 같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4년 뒤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

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따라서 재해사망특약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주계약 약관을 준용해야 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589)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재해의 

기준에 대한 규정 외에 이 사건 특약약관에는 자살면책제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준용조항을 통하여 보험계약의 자살면책제한 

규정이 위 특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원심 판결의 내용은 위 제1유

형의 판결을 인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면책 제한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588) 해당 약관에서 인용한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589) 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8나57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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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면책 및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

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해사망

특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였다. 특히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주계약만으로는 소정

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

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각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

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 각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

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서 보더라도 재해사망

특약에서는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590)

이것은 주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고 재해사망특약에 준용조항을 

두고 있어 제1유형과 사실관계가 유사해 보이는 이 사안에서 제1유형과 반

대의 결론을 끌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제1유형의 판결은 애시당초 주계약에서도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살을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통하여 보험사

고로 확장한 것이고 이러한 논리가 재해사망특약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

는 반면, 제3유형의 판결에서는 제1유형과 달리 주계약의 보험사고에 이미 

자살에 의한 사망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면책 제한조항을 둔 반면 재해사

망특약의 경우 보험사고에 자살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계약의 내용

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1유형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591)

590) 또한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이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주계약과 재

해사망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91) 이에 대하여 양창수,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의 확장?”,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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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이하 “제4유형”이라 한다)에 따르면, 다른 세 가지

의 유형에서와 달리 두 개의 계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제계약

의 약관에서 일반사망과 일반상해, 재해사망과 재해상해를 모두 보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제약관에서 고의적인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를 공제사

고에서 제외하고,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의 자살이나 자해

에 대해서는 그 면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만 존재하고, 주계약에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한 면

책 제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상해와 재해상해에 모두 적용되는가 아

니면 일반상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된 유형이다. 피보험자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일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원심592)은 약관상의 자해면책 제한조항이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

고 장해연금의 지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약관이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

의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재해로 인한 공제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해가 아닌 원인으로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장해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당

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반면 공제사업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게 되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안

의 경우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위 제3유형과 거의 동일하

2015. 10. 19. 자 판례 평석에 따르면, 제3유형의 판결이 제1유형의 판결과 구별된다

는 것을 내세운 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2006다55005 판결은 2008다81633 

판결 및 2010다45777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되거나 최소한 그 적용범위가 현저히 

제한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592) 대전고법 2010. 5. 20. 선고 2010나1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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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3) 사안의 검토

위 두 사안은 대법원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명확한 의미가 확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

용될 수 없는 경우로 보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법원의 이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평균적인 고객은 일반사망이나 상해 재해

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 기준

이 되는 평균적 고객은 해당 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간으

로서의 고객이다. 그런데, 위 제3유형과 제4유형에 따르면, 제1유형에서와 

달리 일반사망이나 상해에 지급되는 보험금과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재해의 개념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관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

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적 요소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일 것임은 합리적 인

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유형

의 경우에 평균적 고객으로서는 특약에서 주계약에 대한 준용조항이 있다

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계약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평균적 

고객에게는 기대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자에게 예측치 

못한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고객 유리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으로 우

리 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한 해석에도 반한다. 

이것은 제4유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설령 고객이 준용조항의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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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제3유형에서의 원심과 같이 이 사건 

준용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보아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의 본질

에 관계없이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할 유인도 있

다. 제2유형의 경우에는 재해사망특약에 직접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두고 

있어 위와 같이 해석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3유형에서

는 단지 특약상의 준용조항만을 가지고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

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해석을 침범하여 고객 유리의 원칙을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두 유형은 법원이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해당 약관조항의 합리적 

해석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Ⅳ.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

는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수월한 작업이 아니다. 우리 대법

원의 입장도 고객 유리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비교적 신중한 편인지 적극

적인 편인지를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배

우자’나 ‘운전 중 사고’, ‘남의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언상 불

명확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의 고려를 거쳐 합리적 

해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충분히 신중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약관을 통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원이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자살면책 제한조항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재해

사망특약이 일반적인 보험사고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자살면책 

제한조항을 둠으로써 보험사고를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라고 하며 이러한 해석이 고객 유리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여 고객 유

리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실무에 있어서 고객 유리의 원칙은 그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해석자인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불안정적



- 243 -

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고객 유리의 원칙이 계약 해석에서 차지하는 입

지, 고객 유리의 원칙의 남용 및 법원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우려 등을 감

안하면 고객 유리의 원칙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악의적인 강자의 제재라

는 이름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약관의 해석 원칙과 관련하여 계약 해석의 관점에서 고객 유리

의 원칙의 입법경위 및 정당성 근거, 구체적인 의미와 우리 판례의 판단기

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고객 유리의 원칙은 이 원칙의 기원이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더

라도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약관 해석에 특수한 원칙이 아니라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서는 계약의 내용이 항상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안되는 특성으

로 인하여 이 원칙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고객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

지 아니한 경우”의미는 이 원칙과 객관적 해석 원칙간의 관계와도 관련된 

문제로서 이 원칙의 적용 한계에 해당한다. 특히 계약 해석에 있어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은 해석자의 가치개입적 성격이 강한 규범적 해석에 속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사용될 필요가 있고 이러

한 성격으로 인하여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약관

의 문언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해석이 우선하여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내용

의 확정이 좌초되는 경우에 비로소 고객 유리의 원칙의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독일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약관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

단계에 있어 고객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을 시도하여 내용통제에서 해당 조

항을 무효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관점으로 고



- 244 -

객 유리의 원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이 우리 약관규제법과 독일민법 규정의 미묘한 차이를 간과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한 통제에 있어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실정에도 반한다. 또한, 우리 법원은 효력유지적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적자치의 발현으로서의 계약 체결을 존중하는 차원

에서 가급적 계약 내용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

석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

다. 

마지막으로 고객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제요건의 문제는 우리 법원

에서 현실적으로 약관의 해석이 분쟁대상이 되는 경우에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계약 해석의 일반

적인 목적, 고객 유리의 원칙의 보충성, 이 원칙의 남용의 위험 등을 고려

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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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1. 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는 단지 계약초안으로만 존재하

며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키는데 동의하는 고객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미 있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약관은 계약의 일부이다. 또한 약관을 사

용한 계약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는 설명에도 잘 부

합한다. 약관을 일반적인 계약과는 별도의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적다.  

다만, 약관을 사용한 계약에 있어 약관에 대한 동의가 계약법에서 일반적

으로 설명되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의 동의의 성질을 갖추었는가와 관련

하여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계

약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그 인식이 정

확한지의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계약 내용 혹

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계약 당사자 특히 약관을 제공받는 당

사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고객의 실질적인 자기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업이 약관내용을 악의적으로 작성할 유인을 낮추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약관에 대한 동의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포괄적 동의의 성

격을 지녔다고 해서 약관의 계약적 성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약관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에 

동의하였을 경우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것은 약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즉,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당사

자의 의사가 없게 됨으로써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

는 객관적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약관의 성질을 계약으로 인정하면서도 

약관에 규범 유사의 성격을 원용하는 자세는 약관의 해석으로 이어져 약관

의 계약적 성질과 달리 약관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과 유사하게 당사자 

간의 개별적 사정이나 구체적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해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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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법률의 해석은 추구되는 이익이나 수범자의 범위 그리고 해석 대상과 

목적에 관한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다만 방법론적 차원에서 유사성

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주로 언급되는 문언 

해석이나 체계적 해석 혹은 객관적 해석 등은 방법론의 문제로서 계약 해

석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 약관의 본질과 다른 약관 특유의 해석 원칙

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약관의 해석은 기존의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로

도 충분히 포섭가능하다. 특히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에 등장한 새

로운 해석방법론은 ① 약관이 문언으로 구성되어 그 해석의 시작이 문언에

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 ② 계약 해석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

을 경우 객관적 해석을 적용하고 그 기준으로 ‘합리적 당사자라면 계약내

용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의 관점을 제시하여 약관의 특유한 해석 원칙

으로 흔히 거명되는 객관적 해석 원칙을 계약 해석 원칙의 예외가 아닌 계

약 해석에 있어 하나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포섭한다는 점, ③ 의사의 표명 

단계에 이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결과

를 추구하는 규범적 해석을 둠으로써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계약 해석의 원칙임과 함께 객관적 해석의 후순위로 작용함을 확인

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 해석방법론에 약관의 특성을 반영하면 

약관의 해석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은 법률 해석의 원칙에서 차용된 것이 아니며 계약 해석의 여

러 방법 중의 하나로서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이다. 결국 약관의 해석

은 계약 해석의 영역일 뿐 법률의 해석도 아니고 법률과 계약의 중간에 속

하는 제3의 해석 영역도 아니며 약관에 특유한 해석원칙이라는 개념을 따

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3.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관의 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계약해석

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약관 해석도 일반적인 계약 

해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작업이어야 한

다. 다만, 객관적 해석 원칙은 ①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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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개별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하기 어렵

다는 점, ② 약관의 작성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약관을 다수의 고객에게 사

용함으로써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사를 가지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해당 약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거래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계약 

해석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해당 하는 위치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이

라는 개념이 자리할 뿐이다. 또한 평균적 고객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 

그러나 객관적 해석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의 해

석방법일 뿐이며, 당사자 간에 개별 약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인

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해석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와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 사정이나 당사자

의 구체적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게 함으로써 객관적 해석 원칙을 마치 법

률 해석의 원칙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규범설이 아직

도 약관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해석 원칙

이 이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제정당시 국내의 약관논의에서 

약관의 본질과 해석에 대하여 규범설과 법규적 해석 방식에 따른 약관의 

해석이라는 입장이 주류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요한 원

인이 있다. 그러나, 대량거래에서 획일적 해석을 요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

에 주로 부합하는 해석방식이며 개별적 의사의 합치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약관 해석의 현상일 뿐이지 객관적 해석에 있어 

개별적 합의가 인정될 수 없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약관의 해석에 있

어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반영할 여지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학설과 판례는 사업자에 의하

여 이 원칙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에 있어서 고객의 실질적 

변경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별 약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양 당사자의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경우나 사업자에 의하여 약

관의 객관적 내용과 다른 이해가 유도된 경우 등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으로도 현행 방식의 객관적 해석 원칙으로도 고려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

라서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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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공통적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공통적 의사가 계약 내용

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해석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약

관규제법 규정이 위와 같이 이해될 여지가 전혀 없다면 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고객 유리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원칙 중에서 해명적 해석에 의하여 당

사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적 해석의 일환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서 약관에 대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해석 원칙을 적용하고 난 뒤에도 약관조항의 의미

에 다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보충적 성질을 가진다. 한

편, 최근에 국내학계의 일부에서 독일학설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 해당 조

항을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에

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

한 것이고, 약관의 단계적 통제 방식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효력유지적 축

소 등을 인정하고 있는 국내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객 유리의 원칙

은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나 고객의 의사를 확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원칙

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 유리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해석의 방향성을 따를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객 유리의 원칙

은 계약 해석의 마지막 단계이자 모든 해석 방법을 동원하고도 계약 해석

에 실패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위험분배 원리라는 특성을 겸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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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Park, Sirl A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contract law is based on a view of humans as equal and 

autonomous and is rooted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ccording to 

which individuals may form juristic relations based on their free will, and its 

core value, freedom of contract. Such a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includes the freedom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contracts, where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determin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free 

negotiations, and theories on contract formation in contract law mostly presume 

situations where the contracting parties thus form the contents of contracts 

through individual negotiations on an equal footing. However, because a 

considerable number of transactions today generally consist of standard form 

contracts, it is difficult to find individual negotiations in standard form 

contracts. Rather, in standard form contracts, customers assent to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understanding their contents or even without reading them, 

thus granting legal effect to standard form contracts. 

  In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customers assent to terms and conditions 

without understanding or reading them has led to prolonged discussions about 

whether standard form contracts fail to secure the requirement of consent for 

an enforceable contract so that standard form contracts are not contracts. 

Sometimes it is argued that not contract law but tort law should be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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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orm contracts because the offending terms can be regarded as defects 

in products.

  However, the dominant opinion today is that the enforceability of standard 

form contracts is acknowledged only through cons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unlike statutes, and, in the reality of South Korea, where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been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is position, it is difficult to deny the legal nature of standard form contracts 

as contracts. However, the fact that customers lack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standard form contracts is related to questions not pertaining to the 

legal nature of standard form contracts but to reasons for and means of 

providing contract information and to how standard form contracts should be 

interpreted.

  Owing to the fact that standard form contracts are used in many and 

unspecified customer transactions with the same contents, some arg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should be akin to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if and when the legal nature of standard form 

contracts is understood as equivalent to that of contracts, there is no reason to 

treat standard form contracts differently, even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standard form contracts, it is usually asked what 

a reasonable party in the position of the adhering party, rather than what a 

specific individual party, would think the terms mean.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intention or understanding of the adhering party not because standard 

form contracts should be viewed as statutes. This corresponds to cases to 

which normative interpretation or objective interpretation is applied with regard 

to the typical method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nsequently, once the specific 

intention or shared awareness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s been proved, the 

shared intention or awareness must be prioritized in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s.

  However, considering what is known as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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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ulated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courts have 

strictly demanded that individual circumstances or the subjective intentions of 

contracting parties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us giving the impression 

of the survival of the position that, separately from the contractual nature of 

standard form contracts, standard form contracts must be interpreted as statutes 

or quasi-statutes.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in this manner not only goes against the legal nature of standard 

form contracts but has also been criticized in German discussions that has 

deep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Act in Korea. Even according to 

research on comparative law,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has been applied or legislated. Consequently,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is needed.

  Although the contra proferentem rule established in Article 5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s been discussed as a ru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this rule should be regarded as a rule of last resort. 

This rule imposes the burden on the profferer if and when the language 

supplied by one party is reasonably susceptible. This could be a rule of risk 

allocation rather than a rule of searching for meaning attached by both parties. 

Consequently, this rule should be placed back on the priority list and applied 

only when the language is ambiguous, even after the application of  other 

interpretative method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contra 

proferentem rule, some argue in South Korea, as influenced by German 

discussions, that the ambiguous language should be interpreted as unfavorable 

to customers if the terms could be invalidated during the process of 

determining unfairness. Proponents of this view hold that this could be most 

favorable to customers as a result. However, such an opinion is difficult to 

accept in South Korean discussions of standard form contracts, where stepwise 

or phased interpretation is strictly applied to the control of standard form 

contracts and where restrictive interpretation for validity(also know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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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tungserhaltende Reduktion’) is accepted by the courts.

Key-words : standard form contract, objective interpretation, normative 

interpretation, contra proferentem rule, mandatory disclosure, blanket a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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