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논 문〉

消費者保護의 契約法的 구성과 한계
―독일민법개정과 일본 소비자계약법제정을 중심으로―

1)

權 五 乘*
․洪 明 秀**

Ⅰ. 소비자 문제의 기초

소비자를 소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이해할 경우에, 소비자와 경제발

전의 일정한 단계 사이의 필연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가 삶의 위에 있어서 기초적 수단을 의미하는 한, 자급자족이 지배하는 

경제사회에서도 소비행위는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다양한 경제사회구조 하에

서도 소비행위의 주체로서 소비자는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또한 소비가 본

질적으로 생존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호를 근대 이후의 
전유물로 단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Robert Mayer

는 소비자보호 법률의 기원을 2000년 이상으로 소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최초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도 15, 16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사회구조가 소비생활의 기본 양식에 중요한 향을 미

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비자운동이나 소비자의식의 형

성에 관한 미국의 선구적 경험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확립이 소비생활의 

패턴과 이로 인한 의식의 변화에 결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2)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고도화와 보편화로 집약될 수 있는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소비생활의 특징적인 모습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한 견해는 ‘생활물자의 공급과 소비의 분열’로서 이러한 이해의 기초를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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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원
1) Robert N. Mayer, 이기춘 등 역, 소비자주의: 시장을 지키는 파수꾼, 도서출판 

夏雨, 1996, 15-16면 참조.
2) 위의 책, 18-19면.



權 五 乘․洪 明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3호 : 101∼140102

있다.3) 공급과 소비의 분열이란 소비생활의 기본적 충족이 공급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적인 購買者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을 되돌아보면,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 사람들

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유인체계가 결정된다는 Douglass North의 

사고를 상기한다면,4) 이러한 현상의 제도적 기초, 특히 法制度的 기초의 중요
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공급과 소비를 일상적으로 매개하는 거래는 경제주체간

의 이해조정 기제로서의 市場을 핵심요소로 하는 경제질서의 구축과 사적자치

의 구체화로서의 契約이라는 법제도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고,5) 따라서 사적 

이익의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익의 달성에 이바지한다는 고전경제학적인 신념 

그리고 개인의 자기실현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근대 법질서의 이념과의 

필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은 근대적 소비생활의 특

징적인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아가 근대적 법제도와의 관련성

에 기초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구성은 긍정과 부정의 함의를 

동시에 갖는다. 법제도의 확립은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개인의 이해를 몰가치적인 관계 속에 투 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지출까지를 포괄해서 消費라고 

부르는 현상이 근대 이전에는 없었다는 Jean Baudrillard의 담론은6) 소비가 형

식적인 계약자유의 역에 흡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상

징하는 것이다. 법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래에 임하는 개인적 동기나 주관

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법률요건에의 포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태

도를 견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의 착오와 같은 특수한 예외에서조차도, 

동기는 원칙적인 고려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7) 이러한 엄격성으로부터 결과
하는 소비자의 지위는, 방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비자 문제에 대한 근대사법

3) 竹內昭夫, 消費者保護法の理論, 有斐閣, 1996, 4면. 
4) Douglass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1990, 3면.
5) 박세일, 법경제학, 법문사, 1997, 201-207면.
6)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1993, 

301면.
7) Hans Brox, Allgemeiner Teil des BGB, Carl Heymanns Verlag, 1999,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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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거리에 대한 意識은 근

대사법의 변화에 있어서 주된 동인이 되어 왔다. 사회적 형평의 원칙의 수용으

로서 사법의 발전과정을 특징짓는다면,8) 나아가 사법이 상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에 그리고 그것의 가치판단에 구속되는 것이 예정된다면,9) 소비자문제의 구체

적 인식이 이에 상응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그러한 인식은 계약자유의 보

장이 계약의 공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Flume의 고민10)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와 같은 사법의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로부터 도출되는 소비자 문제의 사법적 자리매김의 정당

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설정이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가? 자율적 주체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해결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문제의 또 다른 측면으로부터, 즉 자율적 개별적 해결의 한계

가 私法의 역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면, 관심은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권력적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역으로11) 확장될 것이다. 무엇보다 Fritz Rittner

의 “모든 법 역은 우선적으로 그의 헌법적 기초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

다”12)는 사고가 보여주듯이, 이 역의 규범과 정당성의 체계 안에 소비자보

호의 과제가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로

부터 비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최고의 벗은 경쟁이다”라는 

경구를 상기한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가 정당한 경제질서
의 형성의 과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수용한다면, 개별 법 역에서 이루어지는 접근의 의의

와 관련성을 유기적으로 종합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

로서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의 선행하는 전제로서 소비자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8) Karl Larenz & Manfred Wolf,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 C. H. 
Beck, 1997, 34면 이하.

9) H. Brox, 주 7)의 책, 20-21면.
10)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zweiter Band) ― Das 

Rechtsgeschäft, Springer-Verlag, 1992, 10면.
11) 공사법 구분에 관한 기본적 논의에 관해서, Hans-Wolfgang Arndt & Walter 

Rudolf, Öffentliches Recht, Verlag Vahlen, 1992, 6-7면 참조.
12) Fritz Rittner, Wirtschaftsrecht, C. F. Müller, 198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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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消費者 개념

1. 소비자 개념의 요소

(1) 사업자와 소비자

M. Solomon은 소비자를 시장이란 무대에 선 배우라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다.13) 이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의하여 주어지는 소
비자 행동의 일정한 한계일 것이다. 분명 고도로 분업화되고 산업적인 생산방

식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소비생활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업적이고 조직적인 상품 공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14) 따라서 소비자 개

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소비생활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소비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상품 그리고 이를 업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들과의 실

제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상품 거래에 있어서 
動機의 차별화, 즉 리추구의 목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사업자에 대비되어 생

활 위의 목적으로 거래에 임하게 되는 동기 면에서의 소비자 행태의 구별은 

이러한 구성의 전반에 걸쳐서 관철되어야 한다.

관계의 실제성에 대한 지향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 특히 근대 경제학이 제시한 일정한 전제, 즉 合理的인 經濟主體의 

상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 요구로부터 경제주체의 비합리성의 
가정이 곧바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업자이든 소비자이든 

간에 언제나 합리적 관점에 의하여 그의 행동이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

터의 출발은 적절한 것일 수 있다.15)

(2) 소비자의 관계적 특성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서 드러나는 소비자의 특성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相對的 劣等性으로 집약되고 있다. 대략적으로 유형화하면, 주로 거

래 및 상품에 관한 정보에 관련되는 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경제의 본질

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에 미치는 향력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열등한 지

13) Michael R. Solomon, Consumer Behavior 4. ed., Prentice-Hall, Inc., 1999, 5-6면.
14) 伊藤 進․木元錦哉․小松俊雄, 消費者の權利, 有斐閣, 1975, 4면.
15) Fritz Rittner, Unternehmerfreiheit und Unternehmensrecht, C. H. Beck, 199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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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폭 넓게 인식되고 있다.16)

지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의 열등성은 거래 성립의 전후로 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거래성립 이전에 소비자는 적절한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종속

적인 지위에 처하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지위는 시장의 구조와 무관하게, 즉 

경쟁적 시장구조 하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17) 시장에서의 경쟁이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제한 역시 강화될 
것이며,18) 소비자의 의존성도 그만큼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경쟁적

인 시장에 있는 경우에도, 제공된 상품을 모두 검색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며,19) 특히 주어진 가격과 상품의 질 사이의 적절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20)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去來의 

成立 以後에도 지속적인 문제로서 소비자에게 남는다. 상품의 소비에 있어서 

기술적 이해도의 부족과 같은 사실적인 문제 외에도, 거래 자체나 상품의 안
전성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에 법리적 이해와 법률적 서비스에 대

한 접근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균등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21)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가 처하는 유통 단계에서의 최종 구매자로

서의 위치에 의하여, 즉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전가가 불가능한 지

위에 의하여 심화된다.22)

그러나 소비자의 열등성은 개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전체 

구조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비록 Alfred 

Marschall이 가위의 양 쪽 날개로서 공급과 수요의 균등한 역할을 상정하 지

만, 수요의 구체적 행위자로서 개별 소비자의 지위는 경제력의 측면에서 공급

자에 비하여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23)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의 다양

16)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440-441면 참조.
17) Rainer Kemper, Verbraucherschutzinstrumente, Nomos Verl., 1994, 37-44면.
18) 경쟁을 선택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는, Fritz Rittner, “Vertragsfreiheit 

und Wettbewerbspolitik,” Festschrift für A. Sölter, 1982, 30면.
19) 예를 들어 Solomon은 상품의 탐색에 드는 노력의 증대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

면, 오히려 상품에 대한 정보의 감소를 결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iachel R. 
Solomon, 주 13)의 책, 279-281면 참조.

20) R. Kemper, 주 17)의 책, 40-44면.
21) 위의 책, 47-49면.
22) 권오승, 주 16)의 책, 441면.
23) R. Kemper, 주 17)의 책,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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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서 이에 대한 연대적 방법에 의한 보정이 용이하지 않다.24) 또한 대

개의 경우에 소비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사업자와 다른 형식으로 

대면하게 되며, 경제의 순환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열등한 지위는 상품

시장에 투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구조적 취약성은 개별 소비자의 합리

성의 극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극복될 수 없는 한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소비자 개념의 구성

(1) 소비자 보호규범의 시대적 전개 과정

이상에서 언급된 소비자 특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규범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물론 이

러한 논의가 처음부터 정립된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며, 소비
자 개념 역시 이러한 전개 과정에 상응한다. Dieter Medicus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25) 이에 의하면, 오늘날의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

는 사고가 입법에 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 소비자 개념이 단지 주변적으

로만 다루어졌던 1단계, 소비자 보호의 사고가 의식적인 입법 동기로서 작용

하 지만 소비자 개념이 직접적인 구성요건적 출발점으로서 채택되지는 않았

던 2단계, 그리고 ‘소비자’라는 용어가 법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26)

소비자라는 표현이 법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후, 소비자 문제의 인식은 

다양한 역과 차원에서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규범적 보

호가 이루어지는 역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

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비자’라는 표현과 함께 
입법 목적으로서의 ‘소비자 보호’가 명시되고 있으며,27) 또한 유럽에 있어서도, 

24) 위의 책, 58면.
25) Dieter Medicus, “Wer ist ein Verbraucher?,” Festschrift für Zentaro Kitagawa, 

Duncker & Humblot, 1992, 472-473면.
26) Medicus는 이 3단계에 이르러서도 일정기간 동안 설명적인 그리고 확정적인 

보충 없이 소비자라는 개념이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

다. 위의 책, 473, 478-479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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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의 방문판매에 관한 입법지침, 1987년의 소비자신용에 관한 입법지침, 

1993년의 통신판매에 관한 입법지침(Fernabsatz-Richtlinie), 1997년의 부동산일

시사용권에 관한 입법지침, 1999년의 소비자매매와 그 담보에 관한 입법지침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는 곧 

각국의 입법에 반 되고 있다.

(2) 소비자 개념의 구성방식

1) 소비자 개념의 일반적 정립

소비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법문에 등장함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준비과

정으로서, 규범 역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모색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규범적 관심으로서의 보호필요성을 야기하는 소비자의 관계적 특성에 

상응한다. 예를 들어 Hippel은 “소비자란 개인적인 용도에 쓰기 위하여 상품이

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28) 소비자의 최종 구매자로

서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란 소비생활물자의 구입자로서, 유통과정의 

말단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을 더 이상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29) 이해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30)

또한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논의 중 일부는 “소비자란 국민일반을 소비생활

이라고 하는 시민생활의 측면에서 포착한 것”으로31) 보는 加藤一郞의 경우처

럼 거래관계의 주체를 넘어서 국민 일반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32)

28) Eike von Hippel, Verbraucherschutz 3. Aufl., J. C. B. Mohr(Paul Siebeck) 
Tübingen, 1986, S. 3.

29) 伊藤 進․木元錦哉․小松俊雄, 주 14)의 책, 3면.
30) 이러한 최종구매적 지위의 강조는 소비생활의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의미를 넘

어서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징표로서 입법적으로도 원용되었다. 예를 들어 소비
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생산활동 중에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최종
구매적 지위는 “가스 및 전기 가격의 지불에 있어서 산업적인 최종소비자의 투명성의 
보장에 관한 EG-RiL 90/377” 등에 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보다 더 유용한 
개념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에 M. Dreher, “Der Verbraucher ― Das Phantom in 
den opera des europäischen und deutschen Rechts?,” JZ, 1997, 170면 참조.

31) 加藤一郞, “消費者行政に 限界はあるか”, ESP No. 73, 1978. 5, 6면.
32)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험적으로 종합하는 

의미를 넘어서, 소비 주체의 이해를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관념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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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보호의 구체화와 소비자 개념의 유용성 문제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보호는 다양한 역에서 구체적인 실

현을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의 역적 확대는 해

당 역에서의 보호의 구체적 필요성과 보호 대상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

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소비자 개념은 구체적 상황에 접하게 관련된 의미로

서 구성되며,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법률에서 보호 범
위와 소비자 개념상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33) 또한 개별 법률의 목적

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자의 범위를 넘어서 보호 대상이 확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동법의 보호 

대상인 고객을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로부터 동법의 보호대

상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까지 확장된다.34)

그렇다면 개별 역에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개념의 구체적 의의가 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비자 개념은 유용한 것인가? 나아가 Dreher가 

제기한 것처럼, “소비자 개념 없이도 법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가?”35)

Dreher는 매수인 보호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지침의 보호범위의 결정은 

문제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비자 개념이 여기에서 

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오히려 소비자 개념은 그때그때 파악된 
보호객체의 관점에서 규범목적적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36) 

즉 이 견해에 의할 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보호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동 개념은 구체적인 상황

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개념의 유용성에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法解釋論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념은 사
업자에 대한 상대적 열등성이라는 기본적 특성의 반 으로서 구성된다는 것을 

33) 유럽법상 계약법, 책임법, 경쟁법에 있어서 그리고 독일법상 일반 민법과 특별
사법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Meinrad Dreher, 주 30)의 , 
167-170면 참조.

34) 이에 관한 내용과 그 입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권오승, 주 16)의 책, 540-505면 
참조.

35) Meinrad Dreher, 주 30)의 , 170면.
36)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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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다면, 이 개념의 유용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Dreher의 

논의에서처럼 소비자 개념이 구체적인 법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 주된 기능

을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역에서의 

입법적 동기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법해석에 있어서도 입법의 동기와 목적으로

부터 작용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서 소비자 개념은 유용할 수 있다. 나아가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는 구체적 상황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즉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통일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3. 소비자 개념의 입법화와 평가

(1) 2000년 독일 개정 민법 제13조

먼저 독일 민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의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2000년 독일 개정 민법 제13조는 “소비자란 자신의 업활동이나 독립적 직업활

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Verbraucher 

ist jede natürliche Person, die ein Rechtsgeschäft zu einem Zweck abschließt, der 

weder ihrer gewerblichen noch ihrer selbständigen beruflichen Tätigkeit 

zugerechnet werden kann”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동 개정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된 1999년의 ‘소비재매매(verbrauchsgüterkauf)와 그 담보에 관한 EC 지

침’(1999/44)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규정(제1조 제2항), 즉 “직업적이거나 업적

인 활동에 귀속될 수 없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에서의 핵심적인 표지

를 그대로 담고 있다.37)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소비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 범위가 획정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 소비자가 자연인에 한정되는 문제 그리고 거래주체보다는 

거래행위 자체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정의되었어야 한다는 법기술적인 비판이 

존재하지만,38) 적어도 동조에 의하여 소비자의 범위가 인적으로 자연인에 한정

되고, 거래 목적상 업활동이나 독립적 직업활동상의 목적이 배제되며, 지위

37) Tilman Repgen, Kein Abschied von der Privatautonomie, Ferdinand Schöningh, 
2001, 30면 참조.

38) 위의 책, 30-31면 및 Thomas Pfeiffer, “Der Verbraucherbegriff als zentrales 
Merkmal im europäischen Privatrecht,” Hans Schulte-Nölke & Reiner Schulze hrsg., 
Europäische Rechtsangleichung und nationale Privatrechte, Baden-Baden,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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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 법률행위자로 제한된다는39)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것은 소비자 개념의 내용에 앞서 이러한 개념이 민법전 

안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특별사법이 아니라 사적 거래주체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적인 관점에서의 소비자법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40) 따

라서 여기서의 개념 정의는 이러한 가능성과 접하게 관련되며, 그 가능성이 

사법적 관점에서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41) 소비자 개념의 폭과 
기능은 사법의 기본적 사고 안에 제한된다.

(2) 한국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우리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 역시 소비자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 제2호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을 최종적

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동조 제2호)와42) 제공된 물품을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조 제2호)가43) 포함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주체에 제한되지 않

고 소비생활 전반을 포괄하며, 나아가 특수한 경우에 생산활동의 주체에까지 
소비자 개념은 확장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 개념의 확장은 무엇보다 소비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상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입법자가 염두에 둔 결

과로 보이며,44) 또한 소비자보호법의 법체계적 성격, 즉 소비자 보호의 기본법

으로서 공사법적 성격이 혼재해 있는 기본적 특성과도 관련된다.

39) 각각의 제한에 대한 상론은, Tilman Repgen, 주 37)의 책, 35-43면 참조. 
40) Thomas Pfeiffer, “Der Verbraucher nach § 13 BGB,” Reiner Schulze und Hans 

Schulte-Nölke hrsg.,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
schaftsrechts, Mohr Siebeck, 2001, 133-134면.

41) 이에 대해서는 이하 Ⅲ.에서 상론한다.
42) 동호 단서에 의하여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제외된다. 
43) 동호 단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립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원양업자는 제외된다.

44) 이에 대한 입법적 비판에 대해서는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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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 평가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개념이 규정된다 하더

라도 그 의의가 모든 규범 역을 포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

다. 독일 민법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소비자 개념은 당해 규
범 목적과의 접한 관련 하에 한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45) 따라서 

상이한 규범 역으로의 직접적인 원용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또는 법해석론적으로 새로운 정의의 모색이 이러한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사법적으로 그리고 공법적으

로 접근할 때, 우리가 기초로 삼는 소비자 개념은 각각의 역의 고유한 가치
와 지도이념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個別的 소비자와 集團的 소비자의 구분은 소비자 개념의 구체적 정의

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해당하는 보호법규가 구체적인 거래

에 임하는 개별적인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정당한 경제질서

의 형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문제삼는 것인지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의의는 상이하게 구성

되며,46) 이러한 관점은 소비자 개념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Ⅲ.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

1. 계약법적 논의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특성, 즉 소비자의 열등성 내지 비대칭성으로 평가

되는 소비자의 지위와 그에 따른 문제는 사업자와의 구체적 거래를 통해서 현

실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근대 私法이 개인
의 자기실현, 즉 私的自治의 주된 방식으로 설정한 契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근본적으로 계약자유 이념의 엄정한 요구 안에 위치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 이러한 요구는 분명히 그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 보호

45) Tilman Repgen, 주 37)의 책, 32면.
46) 예를 들어, 권오승, 주 16)의 책, 91-92면은 독점규제법 제1조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자피해 구제’의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주권의 실현’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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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법 역에서의 논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훼손 

없이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논의는 계약자유

와 정당성 보장 사이의 관련성을 구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논의의 변형으로서 

다가선다. 예를 들어 우리가 Schmidt-Rimpler가 제시하 던 계약내재적 정당성 

보장 메카니즘을47) 극대화한다면, 또는 Flume의 자기결정 원리의 우위를48) 수
정 없이 받아들인다면,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契約法的 수정을 용인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기초한 사법의 개혁을 주장할 경우

에, 적어도 이 논의를 계약법상의 쟁점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사법의 지도원리

로서의 사적자치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 전제로서 평등한 권리주체의 상정

이 소비자적 관점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답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러한 점에서 자명한 것으로 이해되는 “사법은 평등한 권리주체에 기초하고 있
다”49)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전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반면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개인간의 불평등이 끊임없이 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

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앞서, 권리주체의 평등의 가정은 처음부터 계약당사자

의 보호수준과 계약자유의 범위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적자치의 역적 확보는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즉 
인간의 자율에 의한 자기결정을 국가가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을 대신

하여 행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서 받아들여진다.50) 그러나 

이러한 요구의 국가적 수행은 Schmidt-Rimpler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자체로 

완벽할 수 없는 사적자치와 고권적 개입 사이의 ‘불안스러운 선택(bange Wahl)’

47) 특히 그는 계약 당사자의 이기의 추구가 계약 상대방에 의하여 의욕되는 부당성
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한도에서, 계약 메카니즘에 의하여 정당성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
고 있다. Walter Schmidt-Rimpler, “Zum Vertragsproblem,” Funktionswandel der 
Privatrechtsinstitutionen, Festschrift für Ludwig Raiser, J. C. B. Mohr, 1974, 5-6면 참조.

48) Flume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의 가능성(Macht zur Selbstbestimmung)”이 존재
할 경우에만, 사적자치는 법원칙으로서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Werner Flume, 주 10)의 
책, 10면 이하 참조

49) Meinrad Dreher, 주 30)의 , 177면. 
50) Werner Maihofer,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ürde, Vittorio Klostermann, 

1967, 6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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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로서 이해되어 왔다.51)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사적자치의 역 그리고 

당사자의 평등이 전제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의 선택의 과제에 상응하여 유동

적일 수밖에 없다.

Norbert Reich가 소비자를 통하여 주목한 계약당사자간의 구조적인 차이로

부터52) 계약당사자의 자율적인 역의 축소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구조적 

차이에 따른 보호의 요구와 개인의 자율적 역의 확보 사이의 형량의 과제로

서의 의미를 갖는다.53) 또한 우리가 자율적 역이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역만을 사법의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 한, 즉 구체적인 결론보다 그 이전에 

개인의 자율성이 지속적인 형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역을 사법의 범위

로서 이해하는 한, Dreher가 예상한 “소비자법을 통한 사법의 침식”에54) 그리

고 나아가 자율적인 자기실현이라는 사법의 근본 이념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

고 보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일정 시점에 이루어졌던 권리주체의 평등의 가정을 고수하는 것으

로부터 우리 사회의 평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주체의 평등과 그것에 

기초한 인간 자율의 최대한의 실현을 지향한다면, 현재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개혁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이 부인될 수 없다. 적어도 소비자보호

에 관한 규범이 우리의 私法秩序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임은 분명하다.55)

2. 독일과 일본에서의 私法 개혁

(1) 독일의 민법 개정

1) 개정의 경과

최근 독일에서의 민법 개정은 私法改革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

51) Fritz Rittner, 주 12)의 책, 16면.
52) Norbert Reich. “Das Phantom „Verbraucher“ ― Erosion oder Evolution des 

Privatrechts?,” JZ, 1997, 609면.
53) 이는 또한 Norbert Reich에 따르면 사회국가적 요구에 상응한다. 위의 , 같은 면.
54) Meinrad Dreher, 주 30)의 , 176면.
55) Jürgen Schmidt-Räntsch, “Reinegration der Verbraucherschutzgesetze durch den 

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in Reiner Schulze und Hans Schulte- 
Nölke hrsg.,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 Mohr 
Siebeck, 2001, 1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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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동인은 독일 민법의 제정 이후 100여년 동안 누적되어온 독일 고유의 

입법 정비의 필요성, EU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법 통일화의 경향 그리

고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발하여진 EC 지침의 법개정 요구 등에서 찾을 수 

있다.56)

이미 2001년에, 특히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제13조, 사업자에 관하
여 정의하고 있는 제14조,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사업자의 청

구권의 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41조의a,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61조의a, 소비자계약에서의 반환권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 제361조의b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지한 이익공여약속

(Gewinnzusagen)의 구속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661조의a 등이다. 특히 

철회권 등의 개정은 종래 특수거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소비자 

계약 일반으로 확장한 것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

다. 동 규정은 2002년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편재되어 제355조에 위치하게 되

었으며, 내용적으로도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계약체결 후 6개월로 확장되고 상

품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동조 제3항).

2002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은 좀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비단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개혁의 동인이 되어 왔던 다양한 논의들이 반

되고, 개정의 방법론에 있어서 소폭개정론과 대폭개정론으로 대별되는 견해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유래가 없는 급박한 일정 속에서 결국 개정 작

업이 완료되어 2002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BGB가 시행되기에 이르 다.57) 

이번 개정에서 핵심적인 변화로 이해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와 채무불이행 

제도의 개선, 소비자보호 관련법률의 민법으로의 통합 그리고 매매와 도급계
약의 개정 등이다.

56) Eckhart Pick, “Der Entwurf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in Reiner 
Schulze und Hans Schulte-Nölke hrsg.,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s, Mohr Siebeck, 2001, 25면 이하; Tilman Repgen, 주 37)의 책, 
27-29면.

57) 2000년 8월에 연방법무부는 채권법 개정초안(Schuldrechts-Reformentwurf)을 발
표하 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반 하여 2001년 5월에 ‘채권법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정
부안(Regierungs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의 이름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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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의 주요 내용

i. 소멸시효 제도

소멸시효의 경우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써, 

규정 상호간의 관련성의 모호함과 법적용상의 혼선을 빚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던 구조가 단순하게 정비되었다.58) 특히 내용 면에서 볼 때, 개정의 핵심은 

구 BGB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기간이 30년에서 3년
으로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에 있다.59)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의 전반적인 축소

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단일화의 요청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확

장됨으로써 특수한 역에서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

히 소비자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기간은 

1999년의 소비재매매 등에 관한 EC지침 제5조 제1항의 향 하에 2년으로 결

정되었다(BGB 제438조 제1항 제3호).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관화한 것
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이며(BGB 제199조), 채권자의 인식, 즉 청구권 발생

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있었던 것을 기산점

에 결부시킨 것은 축소된 일반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보정의 의미로서 평가되

고 있다.60)

ii. 채무불이행
이번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개정 전부터 논란이 집중되었다. 부침을 거듭한 끝에, 채무불이행을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는 태도는 유지되었지만,61) 세부적

인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략적으로 보면, 履行不能의 경우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의 구분이 폐기된 대신에 새롭게 物理的 不能과 事實的 不

能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62) 原始的 不能에 대해서는 당해 계약이 무효

58) 독일의 개정 이전의 민법상의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으로서, 
Helmut Heinrichs, “Reform des Verjährungsrechts?,” NJW, 1982, 2022-2024면 참조.

59) 물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등의 경우처럼, 최장 30년까지의 일반적 
소멸시효에 대한 예외규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 BGB 제196조 내지 제198조 참조.

60) Detlef Leenen, “Die Neuregelung der Verjährung,” JZ, 2001, 552-553면.
61) 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Claus-Wilhelm Canaris, “Die Reform des Rechts 

der Leistungsstörungen,” JZ, 2001, 499면 이하 참조.
62) 위의 , 499-5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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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지 않는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도입되었다(BGB 제311조a).63) 履行遲

滯에 있어서는 금전채무에 관한 규정의 변화가 두드러진다.64) 특히 금전채무

의 이행지체에 있어서 지연이자의 발생은 종전과 같지만, 소비자가 참가하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후자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不完全履行의 규정에는 매매와 도급계약에 존

재하 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완전이행의 법리가 포괄할 수 있도

록 개정됨으로써, 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준별성이 줄어들었다. 그 밖

에 채무불이행의 법률효과, 즉 채무의 소멸, 손해배상, 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변화가 있다.

iii. 소비자 관련법률의 통합

또한 각각의 부속법률들이 민법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된 주요 부속법률에
는 핵심적인 소비자보호법률, 즉 소비자신용법, 방문판매법(Gesetz über den 

Widerruf von Haustürgeschäften und ähnlichen Geschäften), 부동산일시사용권

법(Teilzeit-Wohnrechtegesetz), 통신판매법(Fernabsatzgesetz) 나아가서 약관규제

법까지 포함된다.

특히 소비자신용법의 통합에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요

구되었다. 개정 전 BGB에서의 소비대차(Darlehen)라는 용어가 바뀐 것은 아니
지만, 종래 소비자신용법에 포섭되었던 다양한 신용형태들이 소비대차의 개념

에 흡수되었다.65) 구체적으로 보면, 금전소비대차, 지불유예 그리고 기타 금융

지원(Finanzierungshilfe)으로 대별되며(BGB 488조, 499조), 물건소비대차는 

BGB 제607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이상의 소비대차 계약의 유형

들은 계약당사자가 소비자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차계약에 관한 것이지

63) 특히 BGB 제275조 제1항의 규정이 종래 ‘...unmöglich wird'에서’ ‘...unmöglich 
ist’로 바뀐 것에서 원시적 불능에 대한 기본 입장의 변화가 나타난다. 위의 , 500면 
참조.

64) 제288조 제1항; Eine Geldschuld ist während des Verzugs zu verzinsen. Der 
Verzugszinssatz beträgt für das Jahr fünf Prozentpunkte über dem Basiszinssatz. 제2항; 
Bei Rechtsgeschäften, an denen ein Verbraucher nicht beteiligt ist, beträgt der Zinssatz 
für Entgeltforderungen acht Prozentpunkte über dem Basiszinssatz.

65) Peter Bülow, “Kreditvertrag und Verbraucherkreditrecht im BGB,” in Reiner 
Schulze und Hans Schulte-Nölke hrsg.,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 Mohr Siebeck, 2001, 153-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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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소비자가 참가하는 소비대차계약(Verbraucherdarlehensvertrag)에 대해서는 

종래 소비자신용법에 있던 규정들을 수용하여 특별한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히 계약의 서면주의와 계약내용의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BGB 

492조) 또는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한 규정(BGB 495조) 등은 개정된 BGB에 

반 되었다.

약관규제법상의 실체법적인 조항은 조문의 정비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민법

상의 채권편에 흡수되었다.66) 이 개정작업은 다른 특별사법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투명성과 명료성의 관점에서 사법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반 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약관규제법 고유의 문제로서 약관법상의 규율과 민법 채권편상의 

규율의 긴 한 關聯性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임의적인 채권관계의 형성의 여

지(Gestaltungsspielraum)는 약관법상의 규율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따라서 

이를 민법상의 채권편에 통일적으로 규율할 必要性 등이 강하게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7) 그러나 지난 25년간의 약관규제법의 운용을 통하여 

고유한 법리가 발전하여 왔으며, 이를 민법 안에 모두 포괄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전에의 편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되었

으며,68) 또한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약관에 대한 규율이 무엇보다 의사표시 내

지 법률행위의 규율과 관련되며 또한 약관에 대한 규율이 물권행위도 그 대상

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법총칙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유

력하게 전개되었다.69) 내용적인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종래 약관규

제법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근로관계가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임금이나 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은 여전히 적용이 

제외되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경우에도 근로관계법에 대한 적절한 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BGB 제310조 제4항 제1문 및 제2문). 또

한 신체장애자에게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새롭

66) 구 약관규제법상의 규정과 개정된 BGB 채권편상의 규정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Peter Ulmer, “Das AGB-Gesetz: ein eigenständiges Kodifikationswerk,” JZ, 
2001, 494면 참조. 

67) 위의 , 492-493면.
68) 위의 , 495-497면 및 Peter Ulmer, “Integration des AGB-Gesetzes in das 

BGB?,” in Reiner Schulze und Hans Schulte-Nölke hrsg.,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 Mohr Siebeck, 2001, 220면 이하 참조.

69) Manfred Wolf & Thomas Pfeiffer, “Der richtige Standort des AGB-Rechts 
innerhalb des BGB,” ZRP, 2001, 30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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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법정되었다는 점(BGB 제305조 제2항 제2호), 보험업에 대한 설명의무 등

에 대한 면제가 삭제되고 우편이나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그 간의 민 화와 같

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상응하여 면제의 범위나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었다는 

점(BGB 제305조a) 그리고 절대적 금지조항으로서 생명, 신체 및 건강권에 대

한 침해의 면책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BGB 제309

조 제7호 제a목).

iv. 매매와 도급계약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에 관한 개정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정의 기본 방향은 ‘소비재매매와 그 담보에 관한 EC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매매법과 채무불이행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있었으며,70) 이러한 

취지 하에 종래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 특히 불완전이행의 
법리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의 법리를 따르게 되었다.71) 그러나 여전히 

물건하자와 권리하자의 개념은 매매편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개념상의 큰 변

화는 없다. 다만 매도인, 제조자 그리고 특히 광고나 표시에 있어서의 그의 보

조자에 의한 물건의 특성에 관한 공개적인 표현을 물건하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매수인의 정당한 기대수준에 귀속시킨 것(BGB 제434조 제1항 제3문)은 의미

가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건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조업자 등의 광고에 기초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신상품의 매매의 경우처럼, 

제조업자 등의 공개적인 표현을 일률적으로 하자의 성립기준으로 원용하고 매

도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72) 또한 소비재 매매에 있

어서 강행법적인 특별규정이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

정 BGB 제475조에 의하여 소비재 매매에 있어서는 하자의 개념 및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법규화되고 있고, 제476조에 의하

여 위험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위험 이전시에 이미 존재하 던 

70) 물론 위의 EC 지침이 기술적으로 매매법상의 담보책임을 삭제할 것까지 요구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BGB 개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Harm Peter Westermann, “Das neue Kaufrecht einschließlich des 
Verbrauchsgüterkaufs,” JZ, 2001, 530면.

71) 위의 , 530-531면.
72) 위의 , 5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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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제477조는 매도인의 품질

보증이 간명하고 명확해야(einfach und verständlich)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의 문제는 개정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73) 추완청구권, 하자제거청구권 등 도급에 특유한 권리는 여전

히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 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민법상 

손해배상 일반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으며(BGB 제
634조),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6개월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으로 하던 입장에

서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환됨으로써(BGB 제634조a), 

전체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

로서 소멸시효 기산점의 주관화가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BGB 상의 도급계약의 법리와 제조물책임법과의 관련성이 지적

되고 있다.74)

3)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민법 개정의 평가

소비자 관점에서 독일 민법 개정의 의미는 우선 개개의 특별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소비자보호 규범을 민법전 안에 統合시킨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75) 이에 의하여 소비자 문제는 더 이상 부수적이거나 특별한 문제로서

가 아니라, 사법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자리매
김이 가능하게 되었다.76) 또한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대한 규율을 통해서 

그리고 소멸시효나 채무불이행 제도의 개정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적 관점이 반

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개정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

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규범의 민법으로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약관규제법과 같은 개개 법률의 고유한 의

73) Herbert Roth, “Die Reform des Werkvertragsrechts,” JZ, 2001, 543면.
74) 위의 , 544면.
75) 한편 Jürgen Schmidt-Räntsch는 본래 민법에서 연원되었던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적인 규율의 태도가 지향되고 본래의 역으로 회귀되었다는 의미에서 재통합

(Re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보호규범은 우리 사법질서의 중심에 해
당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Jürgen Schmidt-Räntsch, 주 55)의 , 170 
-172, 176면.

76) Thomas Pfeiffer, 주 40)의 ,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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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 운 상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련된

다. 구체적으로 비록 이 개정의 의도가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들을 

통합하려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여전히 민법 외부

에 존재하는 개별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한 통합의 대상이 된 개별 법

률들은 특수한 계약 형태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오히려 특정한 거

래 상황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편에의 일괄적인 흡수는 법체계적 불합
리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77) 그리고 장래의 소비자보호의 요구가 나타나는 

역에 대한 지속적인 법발견에 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민법으로의 통합에 의

하여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민법 운 상의 지속적인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78)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민법으로의 소비자 관점의 유입은 소비자 문제 그

리고 민법의 미래에 관한 일정한 방향의 제시이기도 하다. 특히 소비자를 사
법상에 분명하게 위치시키는 것은 사법의 근본 이념이 관철되는 장에서 소비

자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향이 

소비자 관련 법률의 개선과 특히 민법의 현실적 의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私法의 침식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이 교차한다.79) 그러나 

정보제공의 방식에 기초하여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적자치로부터의 어

떠한 이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80) 두 전망의 접점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적어도 유럽법원이 상정한 하나의 표상으로서의 ‘자유로운 소비자

(liberales Verbraucherleitbild)’,81) 나아가 사법이 지향하는 자율적인 결정주체로

서의 인간에 접근하기 위한 지도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私法에 속하는 

것이다.

77) 앞에서 살펴본 약관규제법의 민법총칙 도입론 참조. 또한 소비자신용법의 경우 
민법상의 소비대차에 일괄적으로 흡수되었는데, 소비자신용법이 그 대상으로 하던 신용
거래는 계약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einrich Dörner, “Die Integration des Verbraucherrechts in das 
BGB,” in Reiner Schulze & Hans Schulte-Nölke,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s, Mohr Siebeck, 2001, 180면 참조.

78) 위의 , 179-180면.
79) Meinrad Dreher, 주 30)의  및 Norbert Reich, 주 52)의  참조.
80) Tilman Repgen, 주 37)의 책, 32면.
81) EuGH(Cassis de Dijon), Urteil vom 22. Februa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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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제정

1) 입법의 배경

일본은 민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법, 즉 消費者契約法의 제정을 통

하여 소비자에 관한 계약법상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2000년 5월에 이루어
진 동법의 제정은, 사업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특성에 근

거하여 사업자의 不適性行爲의 억제를 통한 시장 건전화의 달성과 계약 내용

의 부당성의 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상 제한으로서 이해

되고 있다.82) 그러나 제정의 동기와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는 계약법적 사고의 

재구성에 깊이 관련된다.83) 특히 법제정 이전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입법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 대한 자기반성적 고찰은 계약법적 의미에서 소비자보호

에 관한 특별한 규율의 성립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민법상의 제도, 즉 의사표시․법률행위 제도나 양속위반행위의 

무효 등이 소비자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고가 폭넓게 확

산되었다는 점은 독일과 유사하며, 그 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

법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제정되었다.84)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개별사

업법들이 소비자계약의 전형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규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과도한 행정에 대한 의존

이 소비자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법정책적 사고의 확산은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에 결정적 동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85)

2) 소비자계약법의 내용과 평가

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는 

“이 법률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교섭력의 격차에 

82) 河上正二 등, 消費者契約法 ―立法への課題―, 商事法務硏究會, 2000, 9-12면.
83) 예를 들어 安英正昭는 “소비자문제는 목적물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처음 주목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계약의 문제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安英
正昭, (日本における消費者契約に する法的規律の展開”,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7, 30면).

84) 이에 관한 예로서, 할부판매법(割賦販賣法),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
引に關する法律)’, 주택건물거래업법(住宅建物取引業法) 등을 들 수 있다.

85) 安英正昭, 주 83)의 ,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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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

할 경우에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와 함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옹호

를 꾀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법의 입법취지가 계약법적 구조 
안에서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 동법 제2조는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란 법인, 기타 단체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한다. 동조의 규정태도는 

독일민법상의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동일하며,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는 한정된다.

실체규정으로서 동법 제4조는 ‘誤認 또는 困惑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은 본질적으로 일본민법상(우리 민법에도 동일하

게 규정된)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요건의 완화를 의미

하며, 오인과 곤혹에 대한 각각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오인에 해당하는 것은 ‘부실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 그리고 ‘불이익사실
의 불고지’이며, 곤혹은 不退去와 監禁으로 인한 것에 제한된다. 이들 유형의 

적용범위와 가능성은 일본법학의 지속적인 법발견을 통하여 확충되어야 할 과

제로 보인다.86) 또한 소비자계약의 무효화를 이끌어내는 규정으로서, 동법 제8

조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고, 동법 제9

조는 소비자가 지불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등의 무효에 관해서 규

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0조는 소비자계약의 무효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조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공공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의 적용에 의하는 경우에 비추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소비

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계약 조항으로서, 민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

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민사법상의 임의규정을 소비자계약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86) 위의 , 35-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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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주목할 것은 동법 제3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정보제공노력의무에 관

한 것이다. 동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입법자

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격차의 해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발현으로서 동조항은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의 입법과정에서 정보제공의

무에 기초한 소비자의 취소권을 인정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으며, 단순한 선

언적 의미로 동조항의 의의가 퇴색되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87)

3. 한국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계약법적 구성

(1) 법형식의 문제

유럽과 일본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최근의 동향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자극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사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노정되어 왔다는 점에
서 외국의 입법적 대응방식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가서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특히 독일과 일본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은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이러한 개혁에 동의한다면, 선행하는 입법사례로부터의 선

택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민법의 개정 방식이나 특별법의 제정 방식의 장단을 일의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지만, 양자의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로 작은 것은 아니다. 독일의 민
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소비자보호적 규율의 민법으로의 흡수

는 소비자보호 법리가 사법을 침식한다는 사고의 극복을, 적어도 그러한 사고

의 경직성의 완화를 의미한다. 즉 사적자치의 원리 또는 계약자유의 원리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도적인 원리로서 기능하며, 

또한 이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힘의 대등성의 상실을 전제로 한 소비자보호 법

리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고의 입법적 승인을 내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소비자 문제의 해결이 계약법의 체계 내적인 조화와 함께 모색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적자치적 역의 과도한 축소가 경계

될 수 있다는 점은 특별법적 규율에 대비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제에 기초한 개별사업법을 통하

여 소비자 문제에 접근하여 왔던 우리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무

엇보다 그러한 행정적 규제의 현실적 의의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사업법

87) 위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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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의 전환은 분명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민법전으로의 흡

수도 이질적인 성격상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문제의 발생이 특수한 분야나 거래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규율의 필요성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즉 현재 개

별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할부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

래 등을 넘어서, 소비자 계약 일반을 포괄하는 계약법적인 규율의 문제가 소
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선행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개별사업법의 내용, 특히 행정적인 규제에 관

한 규정들의 의의와 현실적 필요성의 검토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체계적 정당

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다양한 효력 근거의 형량의 과정이 간과될 수 없

을 것이다.88)

(2) 계약법적 구성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보의 의의

1)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보호

계약법의 역 안에서 소비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차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기간 동
안 계약관계로부터의 탈퇴를 보장함으로써 계약의 엄정성을 부분적으로 완화

하는 것, 계약내용과 형식을 강행화 함으로써 소비자거래의 공정성을 계약이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법률관계를 소비자보호적 관점

에서 조정하는 것 등은 종합적으로 소비자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비자의 열등한 지

위 자체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계약법이 소비자 열등성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것에는 계약법 고

유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사자간의 평등과 자율적 의사의 합치에 기초하는 

계약법에서 시장의 구조나 나아가 부의 불평등 그 자체에 연유하는 소비자 문

제가 다루어지기는 어렵다. Schmidt-Rimpler적으로 계약 내용의 정당성이 당사

자의 자율성에 귀속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효

88)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개별사업법상의 규정들을 정비하여 사법질서 
안에 통합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권오승,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서울대
학교 법학 제42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7, 19-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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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환원될 경우에, 의사 형성의 사실적 기초를 어느 정도

까지 문제삼을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자율적 의사 형성의 인식적 기초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정보의 제공은 계약법적 법리에 조화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화된 경제학적 사

고에서 불완전한 정보는 시장 실패의 유력한 원인이며,89) 시장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개입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0) 이와 같은 국가의 개입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범위에서의 정보 공유의 制度化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계

약법의 새로운 구성과 접하게 관련된다.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결

정에 이를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91) 분명히 소비자 지

위의 열등성의 보정을 의도하며, 나아가 계약법이 상정하는 자율적인 법적주

체의 이상에 다가서는 것이다.

2) 정보제공 방식의 한계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 정보의 현실적 의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

하여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소비자 문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 Flume에 의하여 계약의 정당성의 기초로 

상정되었던 자율적 결정의 힘(Macht zur Selbstbestimmung)이 인식적 요소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적자치와 양립될 수 없는 강제의 상황은 계약 

당사자에게 거래 조건에 관한 모든 인식이 주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소비자 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분리될 수 없으며, 정보가 주어진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보호도 불필요하다는 사고는 하나의 환상일 수 

있다.92) 따라서 소비자가 참가하는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을 법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것이 사업자의 사적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긍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에서의 민법 개정을 통하여 매매 규정에 강행 규정들

89) Paul A. Samuelson & William D. Nordhaus, Economics, McGraw-Hill, 1995, 
272면.

90) 위의 책, 같은 면.
91) Larenz, K. & Wolf, M., 주 10)의 책, 40면; Tilman Repgen, 주 37)의 책, 32면.
92) Sandra Kind, Die Grenzen des Verbraucherschutzes durch Information ― 

aufgezeigt am Teilzeitwohnrechtgesetz, Duncker & Humblot, 1997, 546-5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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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한 것이나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의 가능성을 확대한 것의 의의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동향은 

정보제공 방식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비자 계약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에 대

한 고려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모델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 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93) 따라서 제공되어

지는 정보가 소비자의 현실적인 필요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식이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약관에 관한 규율인 독일 BGB 제305조 제2항 제2

호에서 새롭게 규정된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려의무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중요

한 예가 될 것이다.

Ⅳ. 소비자의 私法 외적인 보호

1. 소비자 보호의 공법적 접근

(1) 공법적 접근의 필요성

위에서 검토한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를 의도하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결합되며, 또한 이에 의하여 제한된

다. 물론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당사자의 자율성의 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Coase적인 의미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94)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도한 고권적 개입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가 

93) 위의 책, 544면.
94) (사회적) 손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

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의 논증에 관해서는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1960. 10, 1면 이하 및 Robert Cooter 
&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HarperCollins, 1988, 5-6, 101-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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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인 관계에 모두 포섭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때로는 사법적 해

결이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해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공

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통과정의 전전에 의하여 소비자가 참가하

는 최종적인 계약관계에서 제조업자가 이탈하는 경우에 사법적 해결 방식이 

이를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95) 또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회복불가능한 것일 때, 소비자 安全性의 측면에서 사후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계약법적 접근은 부차적일 수 있다.96) 소비자에 관한 계약법적 보호

의 성취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법적 접근, 즉 상품의 유통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Reich가 지적한 사회국가적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소비자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관념될 수 있다면, 개인과 국가와

의 관계 내지 Schmidt-Preuß가 구성한 대립하는 사적이해와 국가와의 다원적 
관계 속에서97) 소비자의 이해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비자보호의 헌법적 기초

1)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논의는 소비자의 권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98) 그러나 우리 헌법의 경우에 이러한 이해를 직접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

95) 물론 이러한 경우에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통하여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다. Christopher Hodges, ed., Product 
Liability ―European Laws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3, 55면 이하 참조. 
또한 EC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에서의 원칙적 책임주체로서 “제조자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나 부품의 제조자 및 자기의 성명, 상표, 그 외의 특별한 標識
을 제조물에 부착하여 스스로 그 제조자라고 표시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제3조 제1
항 참조.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실현에는 다수당사자가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는 소송제
도의 개혁 등의 절차적인 문제가 뒤따르며, 또한 제조물책임의 성립범위가 제조물에 관
련된 모든 피해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96) 김일중,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일고”, 소비자학연구 제8권 
제1호, 1997. 5, 90-92면 참조.

97) Matthias Schmidt-Preuß, Kollidierende Privatinteressen im Verwaltungsrecht, 
Duncker & Humblot, 1992, 3-6면 참조.

98) 권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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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물다.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의 기본권적 관념을 구성하고 

체계화하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고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한 삶의 역과의 관련성이 밝혀져야 한다.100)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에서 

연원하는 消費者主權(Consumer Sovereignty)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다.101)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비자주권의 개념은 “시장경제에서 

주어진 생산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을102)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주권의 실현은 헌법적으로 그 기초가 주어지는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과 필연적으로 결합한다.103)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주

권의 침해 내지 왜곡은 헌법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관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주권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련되는 것이며, 이러한 배분구조에 헌법상의 경제질서, 즉 객관적 법질서로

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바로 기본권적 성격이 도출된

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104)

2)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체계화

따라서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 권리의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기본권의 의의

와 구체적 내용의 검토로부터 소비자 문제가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9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206면.
100) Konrad Hesse,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 F. Müller, 1995, 136면 참조.
101) 소비자주권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

한 논의의 개괄은 성낙인, 주 99)의 책, 207면 참조. 한편 허 전, “소비자보호법의 재검
토”, 법제 제207호, 1987. 9, 21-22면에서는 소비자주권론이 독점규제법 등의 헌법적 기
초로서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2) 서정희, 소비자주권론,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3, 16면.
103)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자유시장경제의 바탕을 이룬다고 보

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판례집 8-2, 691-692면 참조.

104) 소비자주권을 통한 보장은 규범구조상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보장으로 보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것에, 성낙인, 주 99)의 책,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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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유력한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이념적인 근거로,105)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24조를 부분적인 직접적 근거로,106)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을 승인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보완적인 근거로 그리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1항, 

보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 등을 간접적인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107)

이러한 근거 규정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시는 소비자의 권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위의 

체계화에서 보완적인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경우

에,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의 함의로 갖고 있다는 점과108) 인간다운 생활이 우리 경제질서의 가치지
표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109) 등을 고려하고 또한 消費生活이 현대사회에서

의 인간의 삶의 위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임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소비자 권리의 보다 직접적인 근거로서 원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본다.110)

(3)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정적 규제의 가능성 ― 安全性의 문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의 문제는 계약관계

105)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발현하는 ‘자기결정권’에 등
치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재판소 2000. 3. 30. 97헌마108(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참조.

106)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에서 조승형재판관
의 별도의견 참조. 판례집 7-2, 183면.

107) 권 성, 주 98)의 책, 503면.
108) 성낙인, 주 99)의 책, 521면.
109) 허 , 한국헌법론, 박 사, 1998, 492면.
110) 한편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 시킬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그리고 환경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고발권불행사 위헌사건)에서 조승형 재판관은 별도의견에서 소비자보호
법 제3조에 규정된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 기본권의 구체화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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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화나 사후 배상의 엄정화를 통한 해결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강제적 내지 비강제적인 행정적 개입을 통한 안전성의 확보와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안전성의 확보는 상품의 거래에 임하는 소

비자의 최저한도의 요구라는 점에111)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소

극적인 태도는 국가적 기본적 과제로부터의 부당한 회피일 수 있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결합은 이미 입법적으로 반 되고 있으며,112) 
특히 EC가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 그

리고 1992년에 제조물 유통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공법적인 성격의 ‘제조물

의 안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것은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113)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적 개입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예방적 차원에서 이

루어진다. 즉 해당하는 상품이나 사업의 사전적인 심사를 통하여 또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거․파기나 리콜 등을 통하여 시장에의 공급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주조를 이룬다.11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안전성에 대한 행정적 통

제방식이나 통제 그 자체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

비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주

된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115) 이러한 점에서 
앞의 계약법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진 정보의 제공은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

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여전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116)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이

111) 竹內昭夫, 주 3)의 책, 25면. 
112) 이와 같은 혼용정책의 입법화 경향에 관해서는, 양덕순,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규제를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제정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32면 
참조.

113) Dagmar Coester-Waltjen,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 Liability 
and Standard Form Contracts”,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2호, 2001. 7, 78-79면).

114) 권오승, 주 44)의 책, 제3장 제2절 참조.
115) Geraint Howells & Stephen Weatherill, Consumer Protection Law, Dartmouth, 

1995, 375면 참조. 
116) 김성숙․이승신,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행동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1

권 제3호, 2000. 9, 71,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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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

법 제8조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은 개별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에 

따를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개입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나 제3의 기관이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다.117)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범위와 방식은 법제도의 현실적 의의, 경제사회적 상황 그리

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과 행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2. 경제법적 관점

시장의 경쟁적 구조가 소비자의 후생의 극대화를 실현한다는 경제학적 논증

은118) 오래 전부터 경쟁규범의 목적으로서 원용되어 왔다.119) 이러한 사고에 
따르면, 소비자 이익의 궁극적인 실현은 시장에서의 경쟁질서의 확립에 기초

하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경쟁은 소비자보호의 포기할 수 없

는 구성부분”에 해당한다.120) 이는 유럽의 EC조약이나 독일의 GWB(경쟁제한

방지법)의 이념에 상응하는 것이며,121) 특히 우리의 독점규제법은 제1조에서 

명문으로 ‘소비자 보호’를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122)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에 대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경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개별 산업법 등을 

117) 권오승, 주 44)의 책, 제3장 제4절 Ⅱ 참조, 
118) Walter Nicholso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nd Its Application, The 

Dryden Press, 1983, 387-388면 참조.
119) 이에 관하여 권오승, 주 16)의 책, 86-93면 참조. 
120)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제청), 

판례집 8-2, 692면.
121) Christian Calliess & Matthias Ruffert hrsg., Kommentar zu EU-Vertrag und 

EG-Vertrag, Jörg Ukrow, Art. 2, Luchterhand, 2002, 344면 이하; Fritz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C. F. Müller, 1999, 129면 참조.

122) 권오승, 주 16)의 책, 92면은 여기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독점규제법의 목적으
로서 정당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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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경제법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Wolfgang Fikentscher의 포괄적이

고도 정 한 경제법에 관한 정의, 즉 “특정한 경제제도의 범위 안에서 경제적 

정당성의 척도에 의하여 승인된 경제주체들의 자기확충과 삶의 유지를 보장하

기 위하여 일반적인 원칙 하에 그리고 전체적이거나 특별한 개입을 통하여 경

제재의 위치와 위치의 상호전환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규범

을 포괄하는 것”으로서의123) 경제법을 상기한다면, 경제순환의 한 과정을 의미
하는 소비와 그 주체로서의 소비자에 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역

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의 이

익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전체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또한 

그것의 동시적 달성이 지난할 수밖에 없는124) 현대국가의 경제정책적 과제가 

이로부터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125) 구체적 경제정책의 설정과 집행에 
있어서 Mestmäcker가 우려한 국가적 恣意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 역시 

이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26)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보호가 다른 

역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의 과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점이 부인될 수는 없다.

V. 전체 법질서의 과제로서 소비자보호

“오늘날 유럽과 독일법에 있어서 소비자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Dreher의 

표현은, 소비자 개념의 모호성과 소비자 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정책의 혼선에 대한 우려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 문제는 최근의 법개혁의 뚜렷한 동인이 되어 왔으며, 되

123) Wolfgang Fikentscher, Wirtschaftsrecht-B1 Weltwirtschaftsrecht Europäisches 
Wirtschaftsrecht, C. H. Beck, 1983, 1면.

124) 이러한 과제는 가격수준의 안정, 취업률의 제고, 무역수지의 균형 그리고 적정
한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Ernst-Joachim Mestmäcker, 早川 勝 譯, 市場經濟秩
序における法の課題, 法律文化社, 1997, 104면.

125)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우위의 논증에 관해서는, Meinrad Dreher, “Der 
Rang des Wettbewerbs im europäischen Gemeinschaftsrecht,” WuW, 1998, 656면 이하.

126) Mestmäcker는 경제정책상 국가의 자의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를 상정하고 있
다(Ernst-Joachim Mestmäcker, 주 124)의 , 105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당
성에도 불구하고, 통제의 기준을 규범적으로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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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릴 수 없는 時代的 思考가 되고 있다. 물론 Dreher가 우려하 던 개념의 모

호성이 극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인 

거래 현실 및 규범 목적과 긴 히 관련된다면, 여전히 그 의의는 작지 않다.

특히 최근에 독일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법개혁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비슷한 법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

고 있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그동안 소비자보호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정책적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다.127)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의 법개혁이 보여주고 있는 일정한 방향성과 방식은, 우리의 

현실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던 논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사법의 순결성의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관점이 민법에 도입된 것은, 우리가 완고한 사법적 사고의 틀에 안주

할 수 없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사법이 전제한 그리고 
오늘날도 그 의의가 퇴색되지 않고 있는 ‘사적주체의 평등’은 현실에 대한 설

명도 무조건적인 추정의 대상도 아닌 단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일뿐이며, 그

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의 불평등에 근거한 일련의 개정에 ‘사적자치와의 결별’

로서의 의미 부여는 지나친 것일 수 있다.128)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도의 정비가 사법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다 실천적으로 이러한 개혁이 제시하고 있는 표상으로서의 ‘情報의 제공’

은 우리 법체계의 전반에 걸쳐서 음미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정보제공 방

식이 소비자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서 분

명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의 

자율적 메카니즘은129) 우리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법적 접근이나 경쟁질서적 사고 

127) 유력한 견해로서, 권오승,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서
울대학교 법학 제40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2, 16-17면은 소비자보호의 
정책적 목표로서 소비생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 소비자행정의 
체계정비와 집행력 강화, 소비자의 역할 강화와 참여 보장 그리고 기업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8) Tilman Repgen, 주 37)의 책, 76면 이하.
129) 권오승, 주 88)의 ,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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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우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도한 행정적 개입

의 폐해와 불합리성의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따라서 규제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러한 접근이 갖고 있는 필요

성이 간과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사법적 틀 안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소비자 이익의 궁극적 실현으로 이

어지는 정당한 경제질서의 형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은 열려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소비자 보호는 우리 법체계 전체에 부여되고 있는 과제로

서 다가선다. EC가 제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적 성격의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지침’과 공법적 성격의 ‘제조물 안전에 관한 지침’을 결합하

던 것처럼, 소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개별 법 역의 고유한 의의에 

투 되어야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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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tschaftsrecht, C. H. Beck, 1983

Flume, W.,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zweiter Band) ―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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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vertragsrechtliche Bildung des 

Verbraucherschutzes und ihre Grenze
130)

Ohseung Kwon
*
․Myungsu Hong

**

Der Ausdruck von Mainrad Dreher, „Der Verbraucher ist das Phantom in 

den opera des europäischen und deutschen Rechts,“ symbolisiert die Unklarheit 

des Begriffs des Verbrauchers, die Schwierigkeit des Verbrauchersproblems und 

die Verwirrung der Rechtspolitik die diese Umstände bewirken könnten. 

Trotzdem ist das Verbrauchersproblem die wichtige Ursache zur 

Rechtsreformierung geworden, und vertretet heute noch den unwiderruflichen 
Geist der Zeit. Die Unklarheit des Verbrauchersbegriffs, worum Dreher sich 

gesorgt hat, ist noch nicht überwunden worden, aber die Bedeutung dieses 

Begriffs kann immer noch nicht übersehen werden, wenn der Versuch, den 

Verbraucher zu definieren, noch den engen Zusammenhang mit dem aktuellen 

Verkehr und dem Zweck der ihn regelenden Normen hat.

In der Hinsicht auf dem Verbraucherschutz haben die in Deutschland und 
Japan neusten Privatrechtsreformierungen die besondere Bedeutung, und die 

Richtung und die Methode dieser Reformierungen bietet uns den Ansatz für 

unsere Reform. In Deutschland ist trotz dem wesentlichen Bedenken schon der 

Gesichtspunkt des Verbraucherschutzes in BGB eingeführt worden, und davon 

können wir den Grund finden, in dem harten Privatrechtsgedenken uns nicht 

niederlassen zu können. Es könnte jedenfalls nicht geeignet sein, die letzte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an den Abschied von der Privatautonomie 

anzuknüpfen. Bei der Verbesserung des Rechtsinstitutes für den Verbrauchers-

chutz könnten wir daher von Anfang die Erfassung des gesamten Privatrechts-

systems nicht ausklammer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Forscher, BK 21,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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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nbietung der Information“ als das Vorbild dieser Reformirierung hat 

uns auf die Problematik hingewiesen, die wir wichtig behandeln müssen. 

Freilich kann die Anbietung der Information die alle von dem Verbraucher 

herausgegangene Probleme nicht lösen, und zwar die deutliche Begrenzung 

haben. Aber wir können den automatischen Mechanismus des mit Markt 

konformen Verbrauchersschutzes nicht aufgeben, den die Anbietung der 
Information grundsätzlich voraussetzt, insowiet wir die Marktwirtschaft 

festhalten wollen.

Andererseits ist immer noch geltend, in der Hinsicht auf dem öffentlichrecht 

und dem Wirtschaftsrecht am Verbraucherschutz heranzugehen. Vor allem sollte 

die Möglichkeit zu diesem Herangehen aus dem Grund offen sein, dass das   

öffentlichrechtliche Eingreifen und die privatrechtliche Lösung einander      
ergänzen können und die richtige Bildung der Wirtschaftsordnung zur 

endlichen Verwirklichung des Verbraucherinteresse beitragen kann. In dieser 

Beziehung soll die Problematik vom Verbraucher in den eigentlichen 

Bedeutungen der einzelnen Rechtssphären widergespiegelt werden und die auf 

dem gesamten Rechtsordnung beruhende Aussicht auf dem Verbraucherproblem 

dauernd ausgeführt we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