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근자에 한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사

업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

쟁을 외국에서 소송에 의하여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송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

루고, 둘째, 중재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과 중재법 

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 시행된 국제사법은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도입하였으므로 

해외직구에서도 소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법제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의 보호를 약관규제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도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은 아쉽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음 순서로 논의한다.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논문>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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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필자가 당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현수 박사(현재 한남대학교 교수)의 요청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일환으로, 
2014. 11. 18. 서울역 소재 중식당에서 개최된 소규모 워크숍에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고형석 교수, 이병준 교수와 김현수 박사가 각각 

위 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아래 이병준(註 15), 417면 

이하; 고형석(註 23), 105면 이하; 김현수(註 14), 191면 이하). 위 연구과제는 한국법제

연구원, 자상거래 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분쟁해결방안 연구(2014. 12)로 간행되었다

(정부 정책연구검색사이트인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List.do?
leftMenuLevel=160 참조). 다만 위 문헌들은 상대적으로 국제중재법의 논점을 다소 소

홀히 다룬 것 같다. 필자가 2016년 1학기 연구학기를 보낸 덕에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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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자에 개인들, 즉 한국에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1)를 둔 소비자(이하 

“한국 소비자”라 한다)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하 “해외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또는 

서비스)을 제공받는 이른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또는 “해외직접구매”라 

한다)2)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3) 또한 이와 반대로 “천송이 코트”로 일컬어

1) 유력설은 국제사법상 상거소를 ‘생활의 중심지’로 이해하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

로서 ‘정주의사(animus manendi)’를 요구하지 않는 객관주의에 따른 민법(제18조)상 주소

개념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2013), 35면 참조.
2) 해외직구의 대상을 넓게 파악하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국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

하여 체결하는 외국항공사와의 항공운송계약, 외국기관과의 어학연수를 위한 계약 또는 

외국 호텔과의 숙박계약 등이 그런 사례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계약관계(II.), 해외직접구매에서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III.), 해외직접

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I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

정과 소비자보호: 소송의 경우(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

(VI.)의 순으로 논의하고, 맺음말에서 해외직구의 유형별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

를 정리한다(VII.). 필자가 다루는 것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법적(私法的) 측면에 

한정된다.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사전중재합의를 전면 불허하

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중재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

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이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인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장차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만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 또는 단체 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

기구를 통하거나 나아가 관련국의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방안

도 도입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배송대행, 구매대행, 소비자계약, 전자상거래,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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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역직구4)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려는 노력도 행해지고 있다. 해외직

구가 급성장한 이유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

래 환경이 편리해진 덕인데, 2020년에는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최소 6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5) 해외직구계약은 외국법이 규율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외국에서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해외직구에서 소비자의 보호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

하다.6) 이는 국제사법(國際私法)과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소비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 소송의 경우, 한국의 

국제사법 하에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과 준거법

(governing law 또는 applicable law)의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를 다루고, 둘째, 중재

의 경우, 한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과 중재법 

하에서 소비자의 보호를 논의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해외직접구

매의 유형과 계약관계(II.), 해외직접구매에서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III.),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IV.), 해외직접구매계약에

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소송의 경우(V.),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

말한다. 한편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

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법률 

제2조 제1호).
3)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백화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백화점들은 수입품을 

해외직구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는 ‘오프라인 직구 매장’을 늘림으로써 대응하였다고 

한다. 2014. 10. 21.자 한국경제 기사 참조. 해외직구의 장단점은 강명수, “해외 직구의 

법적 쟁점”,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2015), 12면 이하 참조.
4)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역직구’라기 보다는 ‘직매(직접 매도)’ 또는 ‘직판(직접 판매)’이다.
5) 2015. 11. 16.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외교부에서 인용한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온라인쇼핑 거래액 세계 1위 국가라고 한다. 판매 측면에서는 중국(3,732억 원) >
미국(350억 원) > 일본(317억 원) 순이고, 구입 측면에서는 미국(2,669억 원) > EU(792억 원)
> 중국(332억 원) 순이라고 한다. https://www.facebook.com/mofakr.kr/photos/a.1199481047
32589.17457.114737585253641/1223054594421929/?type=3&theater (2016. 9. 24. 최종방문)
참조. 온라인쇼핑이라고 하므로 아마도 B2C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분명하지는 않다.

6) 해외직구에서는 다양한 논점이 제기된다. 예컨대 관세법상의 문제와, 식품위생법, 전파법

과 특허법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우선 강명수(註 3), 16면 이하 참조. 규제

법적 측면은 예컨대 박상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소위 “해외직구”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2015), 1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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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자보호(VI.)와 맺음말이 그것이다(VII.). 소송의 맥락에서 국제사법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는 다른 기회에 논의하였으므로 다소 중복되나, 여기에서는 근자의 

우리 판례를 소개하고 또한 중재와 대비하여 설명할 실익이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IV.와 V.)를 중재에 앞서 논의한다. 해외직구에서 소비자보호

의 문제는 일반적인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의 한 유형이나 해외직구는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해외직구에는 B2C

만이 아니라 B2B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B2C를 다룬다. 또한 여기에서는 해외직구 

기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법적(행정법적 또는 공법적) 측면이 아니라 사법적

(私法的) 측면만을 다룬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우리 법의 적용범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7)

결론을 요약하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8)과 

준거법9)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을 도입하였으므로 해외직구에서도 

소송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비하고 있다.10) 반면에 중재의 

경우에는 그런 법제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소비자보호를 약관규제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하여는 우선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111면 이하; 위 석광현, 152면 이하 참조. 안제우, “국제전자상

거래에서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미국, 유럽연합, 한국간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2003. 9), 549면 이하도 있다. 

8) 우리 법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은 브뤼셀체제와 헤이그예비초안을 참조한 것이다. 전자는 

2000년 공포된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의 이사회

규정”(“브뤼셀Ⅰ” 또는 “브뤼셀Ⅰ규정”)을 말한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368면 이하 참조. 후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작성한 “민사 및 상사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의 1999년 예비초안을 말한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396면 이하 참조.
9) 우리 법의 계약에 관한 준거법결정규칙은 유럽공동체의 ‘로마협약’을 각 참조한 것이다. 

로마협약은 1980년의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을 말한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53면 이하 참조. 로마협약은 2009년 12월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 6. 17.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593/2008 규정”(“로마Ⅰ”)으로 대체되었다. 후자는 2009. 12. 17. 
발효되었다(덴마크는 제외).

10) 참고로 법무부는 국제사법에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4. 6. 30. 
국제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 말까지 국제사법 개정안의 성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소비자계약에 관하여도 

현행 국제사법을 조금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아래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히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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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도11)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

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일이다.12) 

Ⅱ.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유형별 계약 당사자

여기에서는 해외직접구매의 유형과 유형별 계약 당사자와 계약관계를 살펴본다.13)

1. 해외직접구매의 유형14)

해외직접구매는 한국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해외판매자나 구매대

행사이트를 통하여 해외물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받는 거래형태를 의미

11) 중재법은 법률 제14176호에 의하여 2016. 5. 29. 일부개정되었고, 개정된 중재법은 2016. 
11. 30. 시행될 예정이다. 필자도 중재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2) 현재 UNCITRAL에서 국제전자상거래 온라인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ODR)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도년,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2014
년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발표자료(2014. 8. 21), 25면 이하;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재연구, 제23권 제1호(2013. 3), 133면 이하; 신군재, “ODR을 통한 해

외직구 분쟁해결방안”, 재연구, 제25권 제1호(2015. 3), 9면; 성준호, “국경넘은 소비

자 분쟁에 있어서 ODR”, 재연구, 제25권 제1호(2015. 3), 25면 이하; 근자의 자료는 
http://www.uncitral.org/uncitral/commission/working_groups/3Online_Dispute_Resolution.
html 참조. 국내자료는 송유림, “UNCITRAL ODR 제31차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보고서”, 
국제규범의 황과 망－2015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국제회의 참가보고－

(2016), 57면 이하 참조.
13)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

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통계는 우선 “최근 5년간 전자상

거래 수입(해외직구) 동향” 참조. 건수나 금액상 미국 판매자가 압도적이다.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14) 다음 유형과 그림은 대체로 한국소비자원, 2014. 3. 5.자 보도자료에서 온 것이다. 배윤성, 

“해외직구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4년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발표자료(2014. 8. 21), 2면 이하; 권대우, 
“해외직접 구매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2014년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

회 공동학술대회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발표자료(2014. 8. 21)
[권대우 교수의 발표문은 별도로 배포되었다], 2면; 김현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분쟁해결”,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2015. 8), 193면 이하도 동일한 

분류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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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다만 이처럼 해외직구를 

광의로 사용하기도 하나 해외직접배송만을 해외직구라고 부르기도 한다.15) 

○ (해외직접배송)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전달받는 형태

○ (해외배송대행)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물품을 배송대행

자를 이용하여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형태

○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

가 구매대행사이트(즉 구매대행자)를 이용하여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

* 위 세 가지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사업자가 해외판매자의 

매장이나 웹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전매)하는 유형이다. 
이는 엄밀하게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전매의 형태이다.

15) 이병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성균 법학, 제26권 제4호(2014. 12), 419면. 강명수(註 3), 10면도 유사하다. 
전자는 당초 2014. 8. 21. 개최된 2014년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

대회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발표자료에 수록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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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직접구매의 유형별 계약 당사자

가. 해외직접구매와 해외직접배송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위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해외직접구매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일단 위 용어를 따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해외구매를 ① 해외직접구

매와 ②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다시 ①-1 직접배송방식과 ①-2 배송

대행방식으로 세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후자에는 ②-1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을 하는 방식(위 표의 설명)과, 위 자료에는 없으나 ②-2 구매대행만 하고 배송은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용어의 문제로서 위 

자료는 해외구매대행을 ‘대리구매’와 배송대행의 결합으로 표시하나,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계약(또는 매매계약. 이하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데 반하여, 구매대행의 경우 대행자가 중간

에 개입한다. 구매대행은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형성된 거래구조인데, 대행자가 한

국 사업자라면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을 통하여 국제거래가 국내거래로 전환되는 셈

이다.16)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자는 통상은 한국 소비자의 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한국 소비자와 해외판매자 간에 구매계약이 체결된다(예컨대 

필자가 아마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주소지로 배송을 

받는 경우). 주의할 것은, 그 경우 구매계약의 목적물이 물품이더라도 대체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매매협약”(CISG)(“매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매협약(제2조 a호 본문)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

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사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유형의 입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법은 대체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경우 매매협약

16) Jürgen Basedow, The Law of Open Societies － Private Ordering and Public Regul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General Cour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Vol. 360 (2013), para. 177 이하는 이처럼 대행업자라는 일종의 중개기관(엄격

하게 법적 의미에서 대리가 아닌)이 개입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준국내거래화하는 현상

에 주목한다. Basedow는 이를 점증하는 국제거래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

하기 위하여 사인들이 고안해 낸 다양한 수단의 하나, 그 중에서도 사인 간의 ‘비국

가적 약정(anational private arrangement)’을 이용함으로써 국제사법적 쟁점을 회피하는 

방법이라 하고, 이를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는 

‘private ordering’의 사례로 설명한다. 위 Basedow, para.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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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내법의 효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다만 예외

적으로 그런 거래에도 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원하는 매도인은 개인용 

등의 목적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매매협약의 적용배제를 원하는 매수인은 개인용 등의 목적을 입증하여야 한다.17)

매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매매계약(소비자계약을 포함하여)의 준거법은, 소송의 

경우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고, 중재의 경우에는 관련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이 정하는 준거법 결정원칙에 의하여 지정된다.

나. 해외구매대행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논점

(1) 계약 당사자의 특정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해외판매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다소 논란이 있다. 즉 당사자가 구매대행자라고 보는 견해18)와 한국의 소

비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는 구매대행자를 소비자의 대리인이라고 파악

한다.19) 전자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소비자와 해외판매자 간에 직접적 

계약관계는 형성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해외판매자와 소비자 간이 

아니라 오히려 구매대행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발생한다. 그 경우 구매대행자가 

한국 회사라면 국제사법적 문제는 없고 우리 민⋅상법이 적용되나, 외국 회사라면 

구매대행자와 소비자 간에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구매대행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성질

한국 소비자와 구매대행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용역제공계약, 즉 서비스계약

인지 매매인지 다소 논란이 있다. 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대체로 

전자일 것이다. 그 경우 이는 상법상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구매대행자는 위탁매

매인이 될 것이다.20) 위탁매매에서와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1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2010), 39-40면.
18) 권대우(註 14), 8면은 구매대행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지정토론자인 고형석 교수가 구매대행에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한 데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배윤성 팀장도 이는 매수인이라고 답하였다.
19) 이병준(註 15), 425면.
20)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

매매인이다(상법 제101조). 필자는 2014. 11. 18. 워크숍에서 발표할 당시, 민법 학자들

이 이를 위탁매매로 설명하지 않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병준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 石光現   81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하되 나중에 그가 취득한 권리

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가 이른바 ‘간접대리’이다. 대행자가 구매대

행을 하는 대신 물품을 매수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고 이를 다시 소

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니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에

는 위탁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21) 다만 이례적

이기는 하나 구매대행자가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2) 구매대행자가 소비자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

자가 국제사법 제27조가 정한 소비자에 해당하는가는 구매대행자가 아니라 매매

계약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3)

Ⅲ. 해외직접구매에서 문제되는 소비자의 개념24)

소비자의 개념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 약관규제법과 국제사법을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소비자의 개념이 법률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장기적으

로 통일된 소비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지는 추후 더 검토할 과제이다.25)

(註 15), 424면도 이제는 이를 위탁매매인이라고 설명한다.
21)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2016), 159면; 권대우(註 14), 7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22) 이병준 교수는 2014. 8. 21. 개최된 2014년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

대회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대리인인 경우를 원칙적인 경우로 기술하였으나, 실제 

발표 시에는 소비자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와 구매대행자가 계약당사자인 사안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병준(註 15), 424면 이하에서는 후자의 취지로 쓰고 있다.

23) Kathrin Sachse, Der Verbrauchervertrag im Internationalen Privat- und Prozeßrecht 

(2006), S. 123; Bettina Heiderhoff, “Zum Verbraucherbegriff der EuGVVO und des 
LugÜ”, IPRax (2005), Anm. S. 230도 동지. 이것이 독일의 통설이라고 한다. Heinrichts, 
Palandt BGB §13 Rn. 2. 2004. 7. 20. OLG Hamburg 판결과 2004. 6. 23. OLG Nürnberg 
판결도 동지. 이병준(註 15), 428면 이하; 김현수(註 14), 198면도 동지. 그러나 고형석,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2014. 12), 129면 이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소비자계약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24) 소비자와 소비자계약 일반에 관한 논의는 석광현, “ 國際去來에서의 消費者保護 － 改正 
國際私法을 중심으로 －”, 이십일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망(心堂宋相現先生 

華甲紀念論文集, 2002), 701-734면;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2012), 193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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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보호 관련 법상의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은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

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동법 시행

령 제2조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

는 자의 범위는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26)와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27)라고 

규정한다. 학자들은 양자를 ‘이론적(또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와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로 구분하는데,28) 후자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소비자

로 인정되는 자이다.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의 문언해석상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고 본다.29) 입법론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의 개념을 전자에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30)

2. 약관규제법상의 소비자

약관규제법은 제1조 외에서는 ‘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

25) 익명의 심사자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비자의 개념을 먼저 명확

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제사법 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피력하였다. 만일 우리나라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해외직구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국제사법과 주로 

국내거래를 염두에 둔 약관규제법상 통일된 소비자 개념을 도입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은 B2C를 전제로 하나, 약관규제법은 제1조를 제외하면 소비자라

는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더욱이 B2B와 B2C에 공히 적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26)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7)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28) 이호영, 소비자보호법(2010), 4면; 최난설헌, “불공정조항지침 관련 최근 EU 판례 동향 

및 시사점”,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4호(2016. 4), 49면 참조. 
29) 석광현(註 1), 327면. 석광현,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2권 제1호(2016. 6), 44면 이하.
30)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5판(2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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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이는 약관제안자인 사업자의 상대방이므로 그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소비자 관련 법상의 소비자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업자도 고객

으로서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2C만이 아니라 B2B에서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약관규제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약관 등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일부조항(제7조부터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31) 여기에서 논의하는 해외직구는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므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3.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개념: 수동적 소비자32)

섭외사법은 국제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칙을 두지 않았으나 2001. 7. 1. 

시행된 국제사법은 특칙을 둔다. 입법과정에서, 그런 규정을 둘 경우 우리 소비자

만이 아니라 외국 소비자도 보호하게 되어 우리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도 소비자보호를 

규정한 외국법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두었다. 국제사법 제27조

는 소비자, 나아가 소비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

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

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31) 다만 그 경우 배제되는 조문의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상세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158면 이하 참조.
32) 상세는 석광현(註 1), 32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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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로서 ‘수동적 소비자(passive consumer)’에 한정되고 ‘능동적 

소비자(active consumer 또는 mobile consumer)’는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

자면 기술적으로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소비자’

라고 정의하고,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수동적 소비자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념과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이하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는 수동적 소비자를 편의상 ‘소비자’라 부른다.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계약이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어야 하고,33) 둘째,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가 구비되어야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의 행위

제2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호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외국의 

사업자가 한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한국에서 그

러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신수단을 통하여 한국을 향하여(또는 지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즉 통신판매에 의한 판매를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1)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동 조의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

자의 상거소지 국가(예컨대 한국 소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2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즉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를(예컨대 한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또한 ㉡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 ㉠-2의 요건은 인터넷에 의하여 체결되는(또는 전자거래에 

의한) 거래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 국가를 향한 “targeted activity 

criterion”(지향된 활동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예컨대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클릭함으로써 주문할 수 있는 

33) 따라서 국제사법상의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 중의 일부인 

수동적 소비자에 한정되고, 정책적 소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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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특정국가를 지향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능동적 소비자의 요소가 있기는 하

지만 제27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즉 제2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상 단순히 광고만을 게재하고 소비자가 접속할 수 있는 수동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영업활동의 ‘지향’(directing)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들어가 클

릭함으로써 주문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특정국가를 지향

한 광고 기타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34) ㉠-2가 규율하고자 하

는 목적을 고려하면 이런 견해가 타당하다.35) 다만 ‘인터넷의 遍在性(Ubiquität des 

Internets)’을 고려하면 이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할에 복종하거나 모든 국가

를 지향한 활동을 한 것이 되어 소규모 온라인사업자에게는 예측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3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위 사건에서 한국 소비자인 원고는 2011. 6. 24.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요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 에어프랑스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 피고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KAL)으로부터 일정 수

의 좌석을 할당받아 발매하는 과정에서 초과판매(over-booking)를 하였는데 최후로 

탑승수속을 한 원고는 탑승하지 못하였다. 

34) 알리바바처럼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한국을 지향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은 별 의문이 없을 것이다. 장준혁,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준거법”, 국제사법

연구, 제8호(2003), 128면은 제1호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

한 정도로” 또는 “상당한 양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장준혁, “계약상 채권관계 등의 준거법지정규칙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제541호(2001. 10), 150면 이하 참조. 간단한 논의는 장준혁, “인터넷과 준거법”, 남효순

⋅정상조 공편, 인터넷과 법률 Ⅱ (2005), 883면 참조.
35) 이병준(註 15), 436면; 김현수(註 14), 197면 이하; 이병화,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

사법적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384면도 동지. 그러나 고형석(註 23), 
119면은 반대한다. 광고 이메일 같은 것이 먼저 소비자에게 왔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 소비자라고 한다. 

36) 유럽의 학설은 Christoph Wendelstein, Kollisionsrechtliche Probleme der Telemedizin: 

Zugleich ein Beitrag zur Koordination von Vertrag und Delikt auf der Ebene des 

europäischen Kollisionsrechts (2012), 222ff. 참조. 고형석(註 23), 143면은 국제사법 제27조
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로마Ⅰ에 

관한 유사한 제안(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를 의도적으로 목표로 한 경우)을 인용하나 그로써 얼마나 구체화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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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한 

항공권 요금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 합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피

고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파리-서울 구간의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고 600유로

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항공운송계약에는 준거법

에 관한 합의는 없었는데, 쟁점은 위 항공운송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원심판결37)은, 원고는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국제사

법의 해석상 로마협약(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유럽공동체협약)과 마찬

가지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제27조의 문언에 충실하게 위 계약에도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

하였다. 위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국제사법의 해석상, 조약에 의하여 상당부분 

규율되는 항공운송계약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였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긍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쟁점이 아니라,38) 위 사건이 제27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주목한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티켓

(e-Ticket)을 발급받았다는데 여행사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여행사의 역할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아예 제27조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지향된 활동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위 사건에서 피고는 한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나 동 영업소는 그 사건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에어프

랑스로부터 이티켓을 구매하였다면, 위 대법원판결은 에어프랑스가 인터넷에 의하

여 한국으로 지향된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로 제1호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9) 그러나 만일 대리점을 피고의 사무소라고 볼 수 있다면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38) 그 쟁점에 대하여는 석광현(註 29)(논문), 49면 이하에서 다루었다.
39) 만일 그렇다면 위 대법원판결은 필자의 견해와 같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글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 구글 In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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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한국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로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

므로 대리점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

가 있었다.40)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문상으로는 이 점이 불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

결은 제1호와 제2호를 병기한다. 법원이 이 점을 보다 치밀하게 설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데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국제사법 제27조

의 정치한 해석론을 정립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2) 소비자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소비자의 행위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브뤼셀협약(제13조)처럼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

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전자적인 의사표시

를 발송하거나 클릭하였다면 이 요건을 구비한다. 즉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족하

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계약체결지가 반드시 한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에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에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기념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자거래에서는 소비자는 상거소지 국가 외

의 국가에서도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

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위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1) 또한 인

터넷에 의한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곳

의 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한 소비자의 상거소지(또는 주소지)

와 계약과의 연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는 중요성이 없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2002. 3. 1. 개정된 브뤼셀Ⅰ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

에서 ‘targeted activity criterion (지향된 활동기준)’을 도입하면서 위 요건을 폐기함

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보호적 관할(protective jurisdiction)’이 일정한 요건 하에 

‘능동적 소비자’ 또는 ‘이동소비자(mobile consumer)’에도 적용되도록 개선하였다.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40) 원심판결에 대한 평석인 정구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

법의 적용 여부”,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2015. 11), 22면도 사실관계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피고가 한국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서 

원고의 주문을 받았으므로,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한국 여행사가 어떤 지위에서 행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41)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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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브뤼셀Ⅰ(제15조 제1항 c호)에 따르면, ㉠-1 그 계약이 소비자의 주소지 국가

(브뤼셀체제는 이처럼 상거소가 아니라 주소를 연결점으로 사용한다)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거나, ㉠-2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수개의 국가를 지향하여 그러한 활동을 행하는 자와 체결되고, 

㉡ 또한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소비자

의 주소지 국가를 지향하여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한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 

소재지 또는 어디에서든 계약을 체결하면 족한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

이다.42) 이에 대하여는 전자거래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절차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은 전자거래

에 더 참여할 의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9년 12월 시행된 로마Ⅰ(제6조 제1항 b호)은 준거법의 맥락에서 “어

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

가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

소지법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이 되고, 나아가 당사자가 준거법을 합의한 경우 그 

준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법규가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43) 브뤼셀Ⅰ과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였다. 

요컨대 국제사법(제27조 제1항 제1호)은 ‘targeted activity criterion’(지향된 활동

기준)을 도입한 것이기는 하나 소비자가 상거소지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능동적 소비자를 포함하도록 국제사법을 개정할 필요

42) 그 결과 현실공간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수동적 소비자’만이 아니라 스스로 

외국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 능동적 소비자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물론 그 전제로

서 사업자가 통신수단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상거소지 국가인 한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고,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견

해는 그의 존재도 요구한다. 
43) 제6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와 제7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의 영업 또는 직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자연인(“소비자”)이 영업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사업자”)과 체결한 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a) 사업자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한 

경우, 또는 

(b) 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가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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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2014년 6월 이래 추진된 국제사법의 개정과정에서 국제사법개정위원회도 

그러한 취지의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지향된 활동과 계약 체결 간의 인과관계

국제사법의 해석상 사업자의 한국으로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계약의 체결 간에 

인과관계(또는 내적 관련)가 필요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비록 소비자가 소

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가 한국을 지향하여 활동을 하였더라도 당해 소비자

가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때에도 소비자계

약의 특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 점은 로마협약, 로마Ⅰ과 브뤼셀Ⅰ의 맥락

에서 논란이 있는데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44) 필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외국의 피고가 한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한 

모든 소에 대해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소에 

한하여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45)46)

44)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Peter Mankowski, “Muss zwischen ausgerichteter Tätigkeit und 
konkretem Vertrag bei Art. 15 Abs. 1 lit. c EuGVVO ein Zusammenhang bestehen?”, 
IPRax (2008), S. 335는 불요라고 하나, Thomas Rauscher (Hrsg.), Europä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srecht: EuZPR/EuIPR Kommentar (2011), Art 15, Rn. 18 
(Staudinger 집필부분)은 요구한다. 브뤼셀협약의 해석상 Jan Kropholler, Europäisches 

Zivilprozeßrecht, 5. Auflage (1996), Art. 13, Rn. 15는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로마Ⅰ의 

논의는 Rauscher/Bettina Heiderhoff, Art. 6, Rom I-VO, Rn. 34 참조. 그러나 소비자로서

는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로마Ⅰ의 해석상 그러한 사업과의 일반적 관련으로 충분하

다고 한다. Gralf-Peter Calliess (Ed.), Rome Regulations: Commentary, 2nd edition (2015), 
Rome I, Art. 6, Rn. 56. 

45) 물품 판매는 아니지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0580 판결은 참고할 만하다. 
대만인인 원고는 한국회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였다. 피고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광고를 하였는데 그에 접속하여 ‘Chinese’를 선택하면 중국어 간체로 표기된 

호텔안내 화면으로 전환되고 대만에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원고

는 피고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대만 여행사와 여행계

약을 체결하고 숙박할 호텔의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대만 여행사가 다시 한국 내 협력 

여행사에 의뢰하여 피고 호텔을 예약하였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나2020326 판결)은 위 사건 숙박계약은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가 중국어 간체자로 작성된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대만에 대한 

호텔의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위 사건 숙박계약의 체결경위를 볼 때 원고가 피고의 홈페

이지 광고에 따라 대만에서 위 사건 숙박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도 이런 결론을 수긍하였다. 제27조의 적용

이 부정된 직접적인 이유는 원고가 숙박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대만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으나, 광고와 계약 체결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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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호의 요건: 사업자의 소비자 상거소지 국가에서의 주문 수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전형적인 사례는 예컨대 한국에 있는 사업자의 영업소가 

한국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사업자의 대리인이 한국에서 소비자로부터 주

문을 받은 경우이다. 제2호의 경우 공급자가 한국에서 주문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예컨대 미국 사업자가 미국 서버를 통해 미국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 소

비자가 그에 접속하여 주문을 한 경우 사업자는 미국에서 주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호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주문 수령지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다. 제3호의 요건

제3호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

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이른바 ‘border-crossing excursion-selling (국경을 넘는 

유람판매)’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외직구와 별로 관련이 없다.

라. 소비자 범위의 결정기준

요컨대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의 보호라

고 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제사법은 유럽

연합(브뤼셀Ⅰbis와 로마Ⅰ)이나 일본(법적용에 관한 통칙법(이하 “법적용통칙법”

이라 한다))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동일한 소비자 개념을 사

용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 광범위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해외판매자의 대처 방안

위에서 본 것처럼 인터넷상에 광고를 하고 그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 

소비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그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광고를 한 것으

로 보아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사업자는 모든 국가, 즉 전 세계에서 제소당하거나 

46) 이에 관하여 브뤼셀Ⅰ의 맥락에서 선고된 유럽사법재판소의 2013. 10. 17. Emrek v. 

Sabranovic 사건 판결(C-218/12)이 참고가 된다. 사안은 중고차 판매자였던 공급자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외 활동을 의도하였는데 소비자가 공급자의 영업소를 웹사이트

가 아니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웹사

이트와 같은 소비자 주소지인 회원국에 대한 상업적 직업적 활동을 의도하게 한 수단

과 계약 체결 간에 반드시 인과관계(causal link)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인과관

계의 존재는 계약과 그러한 활동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결과 기준이 다소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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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가 그의 위

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하지 않는 특정국가 

소비자와의 거래를 배제하는 취지의 ‘부인문구(disclaimer)’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단순히 부인문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해외직접구매에

서 사업자는 배송지를 제한함으로써 외국 소비자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으나,47)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사업자가 배제한 특정한 국가

로부터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예컨대 여과

(filtering)와 차단(blocking))를 취하거나(또는 기술적 장치의 설정), 계약의 체결 전에 

소비자의 상거소(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짜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48) 다만 소비자가 그러한 차단장치를 무력화하거나(예컨대 한국으

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접속한 경우),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를 기망하였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49) 한국 소비자

가 상거소(또는 주소)를 한국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만을 외국으로 기재한 것이 아

니라 마치 상거소(또는 주소)가 외국 배송지에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그때에는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법적용통칙법(제11조 제6항)은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두면서도 

“소비자계약의 체결 당시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를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그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

고 오인하고 또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칙의 적용을 

배제한다(제3호와 제4호).50) 따라서 그에 따르면 소비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한 결과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를 알지 못하였거나 소비자가 아니라고 오인하고 그에 

47) 이병준, 2014. 8. 21. 발표문, 8면에서는 판매사업자로서는 배송지를 제한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48) 이 점은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2012), 422-423면에서 지적하였다. 이병준

(註 15), 433면도 동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여과와 차단에 관하여는 김성진, “국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계약분쟁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미국의 타깃팅 재판관할권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8집 제1호(2009. 7), 120면 이하 참조. 노태악, 
“전자거래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정보법학, 제5권(2001), 19면도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만을 상대로 한다는 문언을 두거나

(targeting),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제외한다는 문구(disclaimer)를 둔 것만으로 당연히 

관할배제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49) Rauscher/Heiderhoff, EuZPR/EuIPR (2011), Rom I, Art. 6 Rn. 40도 동지. 이병준(註 15), 

435도 동지다.
50) 일본 법적용통칙법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이병화(註 35), 3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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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단지 배송지를 사업자 소재지의 특정장소로 기재하였다면 그것

이 소비자의 상거소(또는 주소)에 관한 거짓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해외직구를 하는 한국(또는 일본)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또는 주소)를 외국으로 

허위기재하고 그곳에서 배송을 받음으로써 사업자가 한국(또는 일본)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때에는 한국 국제사법 제27조(또는 

일본 법적용통칙법 제1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

(또는 주소)를 한국(또는 일본)으로 기재하고 단순히 배송지를 외국으로 기재한 경

우에는 한국 국제사법(또는 일본 법적용통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품이 소비자의 상거소지로 인도되는 것은 국제사법 제27조(또는 일본 법적용통

칙법 제11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51)

나아가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상으로도 해외판매자가 상대방이 소비자인 줄을 몰

랐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에는 소비자보호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그 경우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해외판매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Ⅳ.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 서설

토지관할을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을 두지 않는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남용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널리 인정되나, 약관규제법 제14조가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하다. 한편 국제사법 제27조는 국제재판관할의 

51) 이병준 교수는 2014. 8. 21. 발표문, 7면에서 한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면서 배송

대행의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배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배송지가 해외 현지에 있

으므로 소비자는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

나 그에 대해 필자는 그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이병준(註 15), 434면은 

필자와 同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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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이 보호적 관할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외국사업자의 약관에는 대체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조항

(“관할조항” 또는 “관할합의조항”. 이하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이 있으므로52) 

국제재판관할규칙에 관한 일반론보다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여기에서도 우리 법의 적용범위가 우선 문제되는데, 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우리 국제사법은 법정지가 한국인 때에 적용된다. 

2. 국제재판관할합의

가. 일반원칙

우리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우리 민사

소송법(제29조)은, 당사자들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관할합의

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는데, 

이는 토지관할에 관한 것이지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이 없다.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계약의 일부로서 이루어지거나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형적인 것은 국제계약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

도 서면요건이 필요하나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서면

요건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통신수단도 당연히 포함된다. 

나.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

(1) 일반이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제27조 제6항)은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런 특칙은 관할합의의 유효요건(또는 허용요건)53)

52) 예컨대 알리바바의 경우 한국 소비자에 대하여는 홍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고 홍콩

법이 적용된다. 문언은 아래와 같다(Terms of Use 제12.7조).
If you are from outside of mainland China, The Term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Hong Kong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ovisions and the parties to 
the Terms agree to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Hong Kong. 

문언은 https://rule.alibaba.com/rule/detail/2041.htm 참조.
53) 여기의 유효요건은 착오, 사기 기타 통상적인 계약의 유효성(validity)과는 구별되는 관

할합의에 특유한 유효요건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Zulässigkeitsvoraussetzung”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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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이므로 법정지가 한국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제27조는 부당한 재판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

만을 허용하고, 사전 합의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국제사법개정위원회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관할조항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여러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외국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가 외국사업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외국사업자는 관할조항을 근거로 

항변을 제기할 것이므로 우리 법원으로서는 그 관할합의가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외국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서 제소한다면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될 텐데, 만일 그 절차에서 외국사업자가 승소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 소비자가 패소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외국사업자는, 

물론 금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

하고자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의 결과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는 해외판매자가 외국

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할조항은, 우리 법의 관점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알리바바의 약관에 포함된 관할조항은 무효이고, 그 대신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2) 약관규제법과 국제재판관할합의

제27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그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약관규제

법의 적용 여부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는 제27조 

고도 부르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를 ‘허용요건’ 또는 ‘적법요건’이라고 부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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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즉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은 아니지

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이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약관에 의한 재판관할합의를 규제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약관에 포함된 관할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이다.54)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관할합의

의 허용요건(또는 적법요건)의 문제이므로 그 허용요건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적용

된다. 그런데 필자는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관할합의의 허용

요건, 방식과 효력은 법정지법에 의한다고 보는데,55) 해외직구의 경우 관할합의조

항이 없었더라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에 의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박탈되므로 당해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즉 해외직구계약에서 

약관에 포함된 유효한 준거법조항이 뉴욕주법을 규정하면 약관의 내용통제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제14조 이외)은 적용되지 않지만, 뉴욕주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한다면 그 때에는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이 배제되므로 약관규제법(제14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자는 이와 같이 준거법

이 외국법이라면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국제재판

관할의 맥락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즉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 다른 약관조항과 관할합의조항을 구별한다.56)

다만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

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추상적 조항이므로 실익은 크지 않다.57) 이때 

54) 그 밖에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약관에 대한 통제(편입통제, 해석통제와 내용

통제가 있다)의 문제가 있으나 이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55) 관할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성은 법정지의 소송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통상의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할 사항

이다. 관할합의가 주된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즉 관할조항으로 포함되는 통상적인 

경우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관할합의의 성립과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이 된다. 이는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한 준거법을 말한다.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2012), 118면 참조.
56) 이 점은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175면 이하 참조. 그러나 필자가 

이렇게 구별하는 점을 다른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예컨대 손경한, “분쟁해

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제61권 제12호(통권 제675호)(2012. 12), 70면 참조), 
필자는 근자에도 이를 부연하였다.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

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스티스, 통권 제149호(2015. 8), 228면 이하. 
다만 약관규제법은 관할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므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때에도 

우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57) 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는 제6조의 신의칙에 의한 불공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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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에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한데, 이는 아마도 다소의 불공평은 허용되지만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짐작되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미흡하다. 해외직구계약

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자면, 우선 계약의 준거법과 약관

규제법의 적용 여부, 만일 준거법이 외국법인데도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된

다면 그 근거, 약관규제법 제14조의 “부당하게 불리한”의 의미, 상인의 경우와 비상

인인 소비자의 경우의 적용상의 차이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위 논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준거법이 외국법인 해외직구계약에서 국제재판관할합의조항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구 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업종(통상의 해외직구)의 약관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인 

경우

- 국제사법(제27조 제6항)의 보호로 충분

- 약관규제법(제14조)58)의 적용 여부는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적법요건)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이 

아닌 경우

- 국제사법(제27조 제6항) 적용 없음.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보호가 중요

- 약관규제법(제14조)의 적용 여부는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적법요건)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

(3)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관할규정과 국제재판관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3조59)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4조60)는 소비자인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장경환, “약관의 불공정성 판단”, 權五乘 편, 公正去來法講義 II (2000), 
502면.

58) 물론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서 약관규제법 제14조만이 아니라 제6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더 추상적이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59) 제53조(전속관할)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60)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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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다. 만일 이것이 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

면 매우 강력한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국제

거래나 국제재판관할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단지 토지관할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본다. 특히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에 대하여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하나 이 역시 토지

관할규칙이라고 본다. 따라서 위 조문들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논자에 따라서는 위 전속관할 규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준

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필자처럼 이를 토지

관할규정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국제재판관할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면 토지관할은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비자의 한국 내 상거소지(또는 주소지)의 토지관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Ⅴ.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경우

1. 서설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준거법을 논의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이는 계약의 준거법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 알 수 있다. 계약의 준거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기능을 수행

한다. 

첫째,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당사자가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아무리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완벽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이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게 되는데 그 법이 바로 준거법이다. 

둘째, 당사자가 약관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명시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의 합의, 즉 약관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그 경계를 설정

하는 것이 바로 준거법이다. 특히 소비자계약인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는 강행

규정이 많으므로 이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준거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여러 계약에 공통된 내용이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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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외직구계약의 실무에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는 점이다.61) 여기에서도 법의 적용범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소송에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우리 국제사법은 법정지가 한국인 경우에 적용된다.

2. 준거법합의

가. 일반원칙

국제사법은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을 

선언하고(제25조 제1항), 주관적 준거법에 관하여 준거법의 분열,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국내계약에 대한 외국 준거법 지정의 가부, 준거법 합의의 성립과 유효성에 

대한 준거법 등 관련 논점들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다. 제26조는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는데, 로마협약의 태도를 받아들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또는 최밀접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연결원칙이다. 제26조는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규정을 둔다. 나아가 국제사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제27조(소비자계약)에 두고 있다. 즉 소비자계약의 

경우 준거법의 주관적 결정과 객관적 결정 모두에서 통상의 계약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계약의 특칙

(1)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범위는 위(Ⅲ.)에서 보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은 국제재판관할규칙에 관한 논의(위 Ⅳ.)에서 보았다. 이는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2) 국제사법의 조문과 당사자자치의 제한

국제사법 제27조는 준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61) 위에서 본 것처럼 알리바바의 경우 한국 소비자에 대하여는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하고 있고(Terms of Use 제12.7조), 아래(VI.)에서 보듯이 아마존의 경우 워싱턴주법이 

준거법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중재를 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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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

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

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나 당사자의 법의 선택

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객관적 준거법, 즉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제1항). 준

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

를 ‘최소한의 보호(minimum protection)’로서 관철시키는 것이다.62) 여기의 ‘강행규

정’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법규”, 즉 ‘국내적 강행규정’을 말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

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는 한 국내적 강행규정인데, 이를 “보호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적 강행규정의 예로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약관규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약관이 비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 국내적 강행규정이 한국 소비자에게 부여

하는 보호는 그것이 준거법보다 유리한 때에는 여전히 관철된다. 즉 법원은 소비

자계약의 준거법과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

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

이므로,63) 예컨대 전자상거래인 통신판매계약의 준거법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62) Giesela Rühl, “Consumer Protection in Choice of Law”, 44 Cornell Int’l L.J. 569, 572, 
573 (2011)은 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는 준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투자할 동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위 Rühl, p. 592 이하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담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함으로써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이른바 ‘레몬시장’을 효

율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준거법의 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63) 참고로 박상철(註 6), 131면은 청약 철회권을 규제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처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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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부여하는 기간(7일)64)보다 긴 기간(예컨대 

10일)을 허용한다면 철회기간은 10일이 되지만, 만일 준거법이 더 짧은 기간

(예컨대 3일)을 허용한다면 그 때에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이 부여하는 보호(즉 7일의 

철회기간)가 관철된다.65) 

다만 소비자가 두 개의 법으로부터 논점별로 자기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를 누적적으로 적용하여 최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특정 논점에 관하여 

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판단이 용이하지만, 어느 사안에서 소비자에게 상이한 

권리와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의 어려움과 법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스위스 국제사법(제120조)66)처럼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3) 해외직구와 약관규제법의 적용

국제사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 

특히 약관의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대한 통제는 첫째,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준거법합의, 즉 준거법조항 자체

에 대한 통제와, 둘째, 계약에 편입되는 약관에 대한 통제(그에는 편입통제, 해석

통제와 내용통제가 있으나 내용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로 나뉘는데 후자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논의하였으므로67) 여기

에서는 상론을 피하고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는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결론만 

정리한다. 

첫째, 준거법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 약관에 포함된 준거법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준거법합의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고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 청약 철회는 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계약의 준거법이 규율

한다.
6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그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65)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

문서 포함)은 계약의 방식의 문제이므로 한국 소비자와 체결하는 해외직구계약의 경우 
그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국제사법 제27조 제3항).

66)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2001), 484면 참조. 조문번역은 551-552면 참조.
67) 상세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15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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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68) 만일 준거법조항이 

유효하다면 해외직구계약이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준거법은 당해 외

국법이 되고 한국법인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를 “절대적 강행규정”이라고도 부른다)이라면 법정지가 한국인 경우 

적용되므로 이 점을 검토한다. 이는 약관규제법(특히 그에 포함된 私法的 規定)이 

국제적 강행규정인가의 문제인데, 필자는 종래 이를 부정한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

한 결론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나16900 판결(확정)도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부정하였고,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

2818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후자는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

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하였다. 후자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약관규제법이 준거법이 외

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대법원판결로서 타당하

지만,69) 동 판결이 이 쟁점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쉽다. 

6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당해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이는 한국 법

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본문은 이런 대

법원 판결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 2010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소비자계

약이 아니므로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는 준거법조항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라 더 강력

히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관규제법은 준거법조항에 

대해 제14조와 같은 별도 조문을 두지 않으므로 결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준거

법조항이 무효가 된다(제6조).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다

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부당하게 불리한’지이다.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할조항에 관한 논의가 참고가 될 것이다. 위 2010
년 대법원 판결이 약관의 특수성 내지 약관규제법상의 통제를 고려한 것인지는 의문이

다. 아직 이 점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은 잘 보이지 않는다. 
69)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2012. 4), 197면; 
이병화(註 35), 380면, 註 108도 동지. 간단한 평석은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신문, 제3920호(2011. 3. 21), 13면 참조. 필자가 아는 바로는 석광

현, “國際去來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국제사법연구, 제9호(2003. 12), 81
면 이하가 이 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논증한 논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보호 

관련 법이 모두 국제적 강행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병화(註 35),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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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준거법에 관계없이 당해 약관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는 우리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70) 이는 근거가 없고, 예컨대 

한국 대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대부분의 B2B 거래에도 우리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국제계약을 심하게 저해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일부 논자는 그런 견해를 지지한 사례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동 판결의 사안은 준거법 지정 외에

는 순수 국내계약이므로 그 결론을 일반화해서는 아니 된다. 근자에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판결71)도 약관규제

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위 대법원 2010. 9. 9. 판결을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주의할 것은, 이런 논의는 약관규제법(특히 그의 私法的 規定)이 외국사업자

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만일 약관규제법(제2조 제2호)이 정의하는 사업자

가 한국 사업자만을 의미한다면 외국사업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약관

을 사용하는 경우 준거법을 논의할 필요 없이 외국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적용이 

배제된다.72)

둘째, 편입되는 약관에 대한 통제. 위에서 본 것처럼 준거법이 외국법인 해외직

구계약에는 약관규제법(제14조 이외)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편입통제, 해석통제와 

내용통제(제14조 이외)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소비자가 국제사법 제27조

의 소비자라면 제27조에 의하여 약관규제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도 同旨.
70) 손경한(註 56), 70-71면. 이는 관할의 맥락에서 쓰고 있으나 이런 견해로 보인다.
71) 이에 대한 평석은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

규제법의 적용 여부”, 스티스, 통권 제149호(2015. 8), 196면 이하 참조.
72) 다만 이런 결론을 약관규제법의 행정적 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2012), 236면 참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가 이런 논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법적

(私法的)(또는 거래법적) 규정과 행정적(또는 사업법적) 규정을 포괄하는 각종 ‘(사)업
법’을 계속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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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 외국법인 해외직구계약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와 동법상의 보호 부여 여부>

구 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업종(통상의 해외직구)의 약관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인 

경우

- 약관규제법 부적용 

-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하여 약관규제법상의 보호 부여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이 

아닌 경우

- 약관규제법 부적용 

- 약관규제법상의 보호 부여되지 않음

(4) 소비자보호 관련 기타 법률의 국내적 강행규정과 국제적 강행규정

약관규제법 외에도 국내적 강행규정의 예로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과 전자상

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문제는 위 법률 중의 일부가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가이다. 예컨대 방문판매법 제52조는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30조부터 제32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할부거래법 제43조는 제6조부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

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제35조는 통신판매업에 관한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와 제19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

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73)

이러한 규정들이 국내적 강행규정임은 별로 의문이 없으나 이들을 국제적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위 법률들은 국제거래에 대한 적용은 특별히 

73) 전통적인 통신수단에 의한 통신판매도 가능하므로 통신판매가 항상 전자상거래는 아니

지만 인터넷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외직구는 통신판매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형석, 소비자

보호법(2003), 175면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 등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일반

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유형은 아니지만, 통신판매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이용한다면 통신판매이자 전자상거래가 되므로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

판매의 일유형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47호(2009. 7), 19면; 고형석, “전자상

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3호(2013. 9), 149면도 같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그 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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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들의 적용을 관철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또는 의사)를 간취할 수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Ⅵ. 해외직접구매계약에서 중재합의와 소비자보호:

분쟁해결수단이 중재인 경우

1. 실제 사례와 문제의 소재

아마존의 홈페이지74)를 보면 소비자와의 분쟁은 워싱턴주법에 따르고, 분쟁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중재규칙에 의하

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언은 아래와 같다(Conditions of Use). 

DISPUTES

Any dispute or claim relating in any way to your use of any Amazon Service, or to any 

products or services sold or distributed by Amazon or through Amazon.com will be 

resolved by binding arbitration, rather than in court, except that you may assert claims in 

small claims court if your claims qualif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nd federal 

arbitration law apply to this agreement.

There is no judge or jury in arbitration, and court review of an arbitration award is 

limited. However, an arbitrator can award on an individual basis the same damages and 

relief as a court (including injunctive and declaratory relief or statutory damages), and 

must follow the terms of these Conditions of Use as a court would. 

[이하에서는 중재신청 방법, 중재규칙, 비용에 관한 정보와 배심재판 포기 등을 담고 있다.]75)

APPLICABLE LAW

By using any Amazon Service, you agree that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pplicable 

federal law, and the laws of the state of Washington, without regard to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will govern these Conditions of Use and any dispute of any sort that 

might arise between you and Amazon.

74)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508088 참조.
75) 생략된 부분에 “The arbitration will be conduct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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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외직구에서 중재합의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

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법

(제27조)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둔다.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합의를 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나 우리 국제사법과 중재법에는 

이를 위한 규정이 없다. 

중재합의의 효력은 여러 장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은 약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가 아마존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이다. 이 경우 아마존은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근거로 항변을 제기할 것이므

로 우리 법원으로서는 그 중재합의가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한다(이것이 항변단계

이다). 둘째, 아마존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AAA에 중재신청을 한다면 그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될 텐데(이것이 중재단계이다), 만일 그 절차에서 아마존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마존은, 물론 금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미국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고자 할 것이다(이것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단계이다).76)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룬 논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별로 없음은 이해하기 

어렵다.77) 이는 우리 사회가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는 큰 관심을 가지는 데 반하여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분쟁해결에 

대해 사전에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예방법학의 중요

성에 대해 무지한 법학계와 법조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에서는 약관규제

법과 중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간단히 논의한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Association (AAA) under its rules, including the AAA’s Supplementary Procedures for 
Consumer-Related Disputes.”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76) 중재법의 논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중재단계, 항변단계와 집행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77) 국내소비자중재를 다룬 이병준,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재연구, 

제24권 제1호(2014. 4), 129면은 “소비자중재가 아직 우리 현실에 실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이라고 기술하나 이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제거래에서 소비자중재

합의는 무수히 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제소비자분쟁의 해결방안”, 계간 

재(2008년 봄), 29면 이하도 국제소비자분쟁의 실태와 사례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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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해석론

가. 쟁점의 소개

위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제기된다. 

첫째,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은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이 있는가(아래 나.). 

둘째, 약관인 소비자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은 유효한가. 이는 중재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로서 약관규제법 제14조의 문제이다(아래 다.).

셋째, 중재판정부는 약관인 소비자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나아가 준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경우에도 소송에서 본 바와 같은 소비자보

호의 기제가 작동하는가. 이는 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편입

통제, 해석통제와 내용통제)의 문제이다(아래 라.).

넷째,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은 상사사건인가. 이는 한국도 가입한 “외국중재판정

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국제연합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상사유보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아래 마.) 

그 밖에도 집단소송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집단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문

제되고, 소비자가 한국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해서 또는 국내외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협력을 통한 구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

한다. 

나. 소비자계약상 분쟁의 중재가능성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법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상의 

조치로서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상거소 소재지국에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고 

그 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제한한다. 만일 국제사법 제27조를 국제

상사중재에 유추적용한다면, 아래(다.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에 포함된 중

재조항은 중재지가 소비자의 상거소 소재지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부터 소비자계약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 

중재법은 국제연합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모델중재법”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면

서 그 범위를 상사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도 포함시켰으므로 소비자중재에도 적용

된다. 참고로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비자와 체결하는 중재합의는 당사자 중 1인이 

자필서명한 서면에 포함될 것을 요구할 뿐이고(제1031조 제5항) 달리 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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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또한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이 중재가능성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비자중재가 가능함을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는데, 1989. 5. 15.의 Rodriquez de Quijas v. Shearson/American Express, Inc 사건 

판결이 그러한 예이다.78) 

다.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 자체에 대한 통제(약관규제법 제14조와 중재법의 문제)

(1) 중재합의의 준거법

여기에서는 우리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중재조항

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는 첫째, 중재합

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79)의 준거법, 둘째, 중재합의의 (절차법적) 효력의 준

거법, 셋째, 중재합의의 방식의 준거법과 넷째, 중재합의의 허용요건(또는 적법요

건 또는 중재합의에 특유한 유효요건)의 준거법이 문제된다.80) 주의할 것은 뉴욕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실제로 위 논

점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뉴욕협약이 규정을 두고 있다.81) 

뉴욕협약은 약관의 내용통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 여부는 뉴욕협약이 아니라 준거법인 국내법에 따른다.82) 한국 소비자가 해외

직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외국을 중재지로 지정하는 

중재합의)이 허용되는지는 중재합의의 허용요건(또는 적법요건)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인데, 뉴욕협약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는 중재합의의 

78) 490 U.S. 477 (1989).
79) 여기의 실질적 유효성은 통상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 공서양속

위반과 강행법규위반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 유효성인 방식의 문제와 구별되고, 
아래에서 말하는 허용요건과도 구별된다.

80) 석광현, 국제상사 재법연구, 제1권(2007), 104면 참조. 독일의 개관은 Münchener 

Kommentar zur BGB, 6. Auflage (2015), Vor Art. 1 Rom I-VO, Rn. 89ff. (Martiny 집필

부분) 참조.
81) 석광현(註 80), 121면. 다만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사유보를 하였으므로 

만일 소비자계약분쟁이 상사가 아니라면 뉴욕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아래

(VI. 2. 마.)에서 논의한다.
82) 반면에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통일규범인 

뉴욕협약에 따라야 하고 우리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뉴욕협약은 집행단계

에서만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시하는데, 필자는 항변단계와 중재단계에도 이를 유추

적용하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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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및 (절차법적) 효력과 함께 법정지법에 따른다.83) 만일 중재조항이 없었더라

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조항의 결과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 법원에서 중재합의가 유효한지가 항변단계 또는 집행단계에서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허용요건을 정한 약관규제법 제14조가 법정지법으

로서 적용되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중재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약관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 (2)에서 논의한다.

(2)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중재조항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한다.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은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포함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주의할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 

전면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단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조항만이 

무효라는 점인데, 문제는 ‘부당하게’라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84)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해외판매자와 고객인 한국 소비자 간에 체결되

는 약관에 의한 중재합의(즉 중재조항)가 유효한가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유효설, 무효설과 제한적 무효설이 있으나 이는 주로 국내 소비자중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학설의 상세는 아래와 같다.85)

① 소비자에게 중재에 관한 정보제공만 충분히 한다면, 즉 소비자중재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한다면 중재합의는 유효라는 

견해,86) ② 소비자중재는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견해87)－

83) 필자는 종래 이처럼 국제중재합의에도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것과 유사한 법리를 적

용하여,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 일반은 계약의 유효성의 문제이지만 제14조는 유효요건

의 문제로 파악한다. 석광현(註 80), 115면 이하. 이와 달리 제14조도 중재합의의 유효성

의 문제로 성질결정할 여지도 있다. 독일에는 중재조항은 의외조항이라서 민법 제305c조
에 따라 무효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Jürgen Samtleben, “Schiedsgerichtsbarkeit und 
Finanztermingeschäfte － Der Schutz der Anleger vor der Schiedsgerichtsbarkeit durch §37h 

WpHG”, IPRax (2011), S. 473은 뉴욕협약의 서면요건은 그보다 엄격한 국내법을 적용

한 편입통제를 불허한다는 이유로 그에 반대한다. 우리 법상 의외조항은 편입통제의 문

제인데 이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에 따를 사항이다.
84)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도 아무런 특칙을 두지 않는다. 특히 국제

사법(제27조)에서 보듯이 수동적 소비자에 대하여 실효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국

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소비자인가를 

묻지 않고 ‘약관의 사용’이라는 거래형태에 착안하여 매우 느슨한 보호를 부여한다.
85) 학설은 이병준(註 77), 117면 이하; 양석완, “약관에 의한 중재조항의 효력”,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2014. 5), 92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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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경우 중재합의는 항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와, ③ 다소 제한적으로 중재조항 등이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나 ODR 조항이 난해하여 소비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는 견해88)가 있다. ③은 나름 설득력

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예시이지 그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애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또는 현저하게 훼손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어느 견해도 지지

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약관규제법에 충실한 해석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나89) 이는 미흡하므로 장래에는 입법론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첫째, 중재조항의 형태로 된 중재합의는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

서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된다.90) 

둘째, 약관규제법은 약관제안자의 상대방(즉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에 한하여 소제기의 금지조항(예컨대 중재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 소제기

의 금지조항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효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즉 중재조항이 약관

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91) 

셋째, 고객에게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객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86) 정선주, “소비자중재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통권 제146호)
(2008. 3), 243면. 

87) 손경한, “소비자금융 분쟁의 중재”, 재, 제291호(1999), 78-79면(이병준(註 77), 118면, 
註 20에서 재인용). 이은영, 약 규제법(1997), 357면은 무효로 추정된다고 한다. 손경한, 
“중재계약”, 계약법의 특수문제(1983), 132면은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 간에서는 그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 효력을 부정한다.
88) 김선정, “온라인 상사분쟁해결방법의 법적 과제”, 경 법률, 제17집 제1호(2006), 581면. 
89)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른 검토를 해야 함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이병준(註 77), 129면

은 필자의 견해와 유사한 듯하나, 그러면서도 무효설, 그 중에서도 고객에게 불리한 때

에는 무효로 추정하는 견해로 보인다. 
90) 그러나 손경한(註 56), 69-70면은 약관규제법 제14조를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에도 

유추적용한다.
91) 국내 민간건설공사에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정부 등의 도급공사에는 기획재정부 예규인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약관도 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외국의 발주

자와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FIDIC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

한다면 그에 의한 중재합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FIDIC 표준약관은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이 작성한 건설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조건을 말한다. 요컨대 B2B 간의 이런 중재합의가 당연히 또는 일반적

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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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다.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 그러한데 이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해외판매자가 한국 소비자와 중재지를 외국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소비자에

게 불리하지만(국제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소비자는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

지므로), 한국 사업자와 동일한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사업자에게 당연

히 불리한 것은 아니다. 즉 법문에 충실하게 평가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넷째, 고객에게 불리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불리

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92)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적 기준은 없고 결국 개별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 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93) 예컨대 외국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와 외국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특히 소비자가 중재지인 외국에 물

리적으로 출석해서 외국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94)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ODR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상으로만 중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고, 언어장벽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예컨대 계약체결에 사용된 언어로 

질문과 답변을 유형화함으로써 클릭을 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을 도입한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례적이겠지만 외국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하기로 합의

한다면 소송과 비교할 때 중재가 항상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95) 가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96) 

92) 이 점은 이병준(註 77), 129면도 동지.
93) 약관의 내용통제에서 개별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윤
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民法論攷 VI (2015), 360면, 註 85는 

이를 허용하면 동일한 약관조항의 효력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약관

규제법 제5조 제1항(약관은 …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이 정한 약

관의 객관적 해석(또는 통일적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김진우,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민사 례연구, 제37권(2015), 1120면 이하

는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과 이철송, 상법총칙⋅상행 , 제13판(2015), 54면도 같다. 
94) 중재인은 통상 심리 내지 회합을 포함한 중재절차를 중재지에서 진행하지만 반드시 

그곳에서 심리, 증거조사 등의 활동을 할 필요는 없고 중재판정을 그곳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중재지는 중재판정에 중재지라고 기재된 장소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중재지는 ‘중재의 형식적인 법적 주소 또는 본거’ 또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

(purely legal concept)’이라고 할 수 있다. 석광현(註 80), 24면 참조.
95) 현재는 모르겠으나, 만일 소비자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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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문에 충실하게 평가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대법원 재판이 

있다. 즉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은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계약

에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

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밑줄은 필자

가 추가), 당해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관

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위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

로서 재항고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97)98)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도 유사한 취지이다.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소송이 중

재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96) Samtleben(註 83), S. 473은 약관에서 중재합의를 한다고 불합리하게 불리한 것은 아

니라고 명백히 지적하면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들(BGH 10. 10. 1991, BGHZ 115, 324; 
BGH 13. 1. 2005, BGHZ 162, 9, 16)을 인용한다. 이병준(註 77), 124면 이하는 소비자 

중재에 관한 후자의 판결과 BGH, 1. 3. 2007, JZ 2008, 358ff.를 소개하고, 127면 이하

에서 학설의 상황을 소개한다. 내용통제를 정한 독일 민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중재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약관 제안자에게 

특별한 이익 내지 중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효라는 

유력설도 있다. 소비자에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외국 중재지에 중재를 하라는 것은 

내용통제에 걸릴 수 있으나 연방대법원(BGH 26. 6. 1986, BeckRS 1986, 31070067)은 

약관 제안자의 본거지의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상인인 사안이다. 윤진수(註 93), 360면도 중재조항이 반드시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97) 반면에 국내 약관에 관한 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

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

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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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학설은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자유의 내재적 한계, 임의법규, 공서양속

(강행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99)

한편 약관제안자인 해외판매자의 관점에서는 소비자에 따라 복수의 국가 법원

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합의를 통하여 관할을 집중하고, 

나아가 중재가 가지는 장점(신속하고 경제적인 최종적 분쟁해결)100)을 활용하기 

위해 중재합의를 할 동인이 있다. 약관제안자로서는 중재조항을 통하여 예측가능

성과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미국에서 아래 언급하는 중재공정성법(Arbitration Fairness Act)의 입법이 번번이 

좌초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고,101) 또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소비자 분쟁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계약상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필자는, 해외직구에서 해외

판매자가 외국에서 중재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은 한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나, 그렇

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 한

하여 무효가 된다고 본다. 대법원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중재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하여 이러한 중재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중재조항이 고객

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는, 그 중재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사건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판결처럼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만을 판단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부당한지”라는 요건을 소홀히 취급한 것이다.

 

98) 윤진수(註 93), 360면, 註 85는 위 판례대로라면 동일한 약관조항의 효력이 고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약관의 객관적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김진우

(註 93), 1120면 이하가 그에 반대함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99) 이은영, 약 규제론(1984), 138면 이하 참조. 이는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론이다. 
100) Jeffrey Golden and Carolyn Lamm (Eds.), International Financial Disputes: Arbitration 

and Mediation (2015), para. 9.75 (Judith Gill and James Freeman 집필부분).
101) 텍사스 등의 주 차원에서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는 연방중재법에 반

하는 것으로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Gill/Freeman, in Golden and Lamm 
(Eds.)(註 100), para. 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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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

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것을 요구한다면 해외판매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102) 만일 우리가 우리 국제사법이 국제소송에서 소

비자에게 부여하는 수준의 보호를 국제중재에서도 부여해야 한다면,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중재지로 지정하는 통상적인 해외직구계약의 중재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따를지, 아니면 중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할지와, 만일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에 있다. 어쨌거나 명

확한 기준이 없는 현재로서는, 해외판매자는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소송과 중재를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할 경

우 법원(그것도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는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고,103) 소비자보호 전문기구 등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 중재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3)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조항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적용된다(중재법 제2조 제1항). 더욱이 

중재법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재법으로써 해외직구계약에 포

함된 중재조항을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제사법 제27조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중재에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주장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

에만 가능한 견해이다. 그 경우 구체적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소비자

의 상거소지국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분쟁 발생 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제27조 

제6항)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된 중재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가능하나,104) 둘째, 

102)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예컨대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서는 익숙하나 약관규제법의 맥락

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103) 이는 위에서 본 아마존의 약관도 제공한다.
104) 유럽에서는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Directive 93/13/EC, Annex 1(q) 상 분쟁 

발생 전에 체결한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한다. 이는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중

재의 경우 유럽연합에서는 사전적 중재합의는 무효임을 전제로, 미국에서는 유효임

을 전제로 UNCITRAL의 ODR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ODR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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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거소지국의 국제재판관할은 허용되므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을 중재지

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온건한 견해도 주장될 수 있다.105) 물론 분쟁 발생 후 

체결하는 중재부탁계약에는 이런 제한은 없다. 

만일 중재조항이 무효라면 당사자 간에는 중재합의와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없으므

로 결국 위에 설명한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된다. 그 경우 각국의 국내

법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결정되는데, 한국에서는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과 

제5항106)이 적용되어 한국 소비자는 해외판매자를 상대로 한국에서도 제소할 수 있

고, 해외판매자는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국에서만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우리 국제사법의 국제

재판관할규칙을 유추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107) 여기에서 논의하는 사안, 

이병준(註 77), 113면; 송유림(註 12), 62면. 프랑스에서는 민법(제2061조)상 상인만이 

중재를 할 수 있으므로 중재조항에 의한 소비자의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Christophe 
Seraglini/Jérôme Ortscheidt, Droit de l’arbitrage interne et international (2013), N. 134; 
정선주, 소비자중재와 근로자중재의 제문제, 법무부 용역보고서(2013. 11. 15), 43면.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국제중재에서는 판례(파기원 1999. 1. 5. Zanzi 판결)가 이를 허용

하였고 학설은 이를 지지하나 현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 Seraglini/Ortscheidt, N. 
640. 지침은 각 회원국이 그에 따른 입법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 그 국내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지침에 관한 논의는 Alexander J. Bělohlávek, B2C Arbitration: 

Consumer Protection in Arbitration (2012), p. 69 이하 참조.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 

ADR을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침들을 제⋅개정

하고 있다. 예컨대 Directive 2013/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and Directive 2009/22/EC (Directive on consumer ADR) 
등. Gill/Freeman, in Golden and Lamm (Eds.)(註 100), para. 9.74. 소비자 ADR에 관하

여는 Michael Stürner, Fernando Gascón Inchausti and Remo Caponi (eds.), The Role of 

Consumer ADR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ew Trends in Access to Justice under 

EU Directive 2013/11 (2014)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105) 독일에도 브뤼셀협약 및 브뤼셀Ⅰ의 해석상 유사한 견해가 있었다. 브뤼셀협약의 국제

재판관할규칙을 적용하는(또는 유추적용하는) 견해이다. 후자는 브뤼셀협약은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중재

합의를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Samtleben(註 83), S. 473, Fn. 30 참조. 그러나 Samtleben
은 중재합의가 무효라면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따라야지 법정지법에 따를 근거는 없다고 반박한다. 
106)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

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107) 물론 중재지법상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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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에 상거소지를 가지는 한국 소비자에 관한 한 이러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라. 국제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

위에서 보았듯이 국제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결정에 있어서 국제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108) 

반면에 중재법은 소비자계약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준거법 합의 

자체에 대한 통제와 편입되는 준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대한 편입통제, 

내용통제와 해석통제)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

의 준거법에 대한 통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판정부가 약관인 소비자계약에 포함된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둘째, 준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송에서와 같은 소비자보호의 기제, 즉 약관

에 대한 통제가 작동하는가.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제14조 이외)의 적용 여

부의 문제이다.

(1) 국제사법 제27조의 준거법결정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준거법 합의를 통제하는 방안

중재에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준거법결정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109) 중재

판정부는 중재지의 국제사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재에

서 국제사법 제2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인데 이는 중재지에 따라 다르다. 

즉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 중재판정부가 우리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은 거

의 없고,110)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중재인은 

중재지의 국제사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설득력이 

있다.111) 그렇다면 소비자계약에 관한 중재에서는 중재법(제29조)이 정한 당사자

108) 즉 주관적 준거법에 관하여는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되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의 보

호를 관철하고, 객관적 준거법에 관하여는 소비자 상거소지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 
109) 독일에서는 중재법이 정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제사법의 특칙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Karl Heinz Schwab/Gerhard Walter, 
Schiedsgerichtsbarkeit, 7. Auflage (2005), Kapitel 55, Rn. 6 참조. Rolf A. Schütze, 
Schiedssgericht und Schiedsverfahren, 4. Auflage (2007), Rn. 197은 중재법이 특칙을 언급

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의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10) 물론 중재지법상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11) Christoph Reithmann/Dieter Martiny,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8. Auflage (2015), Rn. 

8.425 (Hausmann 집필부분)는 적용은 부정하지만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석광현, “중재

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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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재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준거법결정규칙의 유추적용 여부〉

중재지 한국 외국

유추적용
논란 여지 있으나 

필자는 부정

부정

[통상의 해외직구의 경우]

(2) 준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제14조 이외)를 적용하는 방안

국제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에 관한 약관규제법(제14조 이외의)에 따른 통제는 주

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가능하다.112) 이는 중재지에 관계없이 약관

규제법이 준거법의 일부로서 적용되기 때문이다.113) 경우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준거법 적용과정에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통제의 적용 여부〉

중재지 한국 외국

준

거

법

한국법 적용 적용

외국법 부적용
부적용 

[통상의 해외직구의 경우]

마.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은 상사사건인가

(1) 뉴욕협약에 따른 상사유보의 의미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이 뉴욕협약에 따른 상사

제164호)(2012. 9), 574면 참조.
112) Samtleben(註 83), S. 473은 준거법이 독일법이면 내용통제는 가능하나 외국중재에서 

준거법이 독일인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재합의의 성립의 준거법이 아니

라 중재합의의 허용요건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라고 보는 필자와는 다르다.
113) 만일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면 외국법이 준거법이더라도 일정한 경우 고려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제적 강행규정성은 부정되므로 이는 기대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본다면 중재인이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논란

이 있다. 석광현,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서울 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2014. 6), 249면; 정홍식, “국제중재에서 국제적 강행법규의 적용가능성”, 재연구, 
제23권 제4호(2013. 12), 3면 이하; 이헌묵, “국제적 강행법규에 대한 중재가능성”,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2013. 12), 2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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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에서 말하는 상사(또는 상사사건. 이하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114)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됨은 물

론이고(집행단계), 그 명칭과 달리 중재합의에도 적용된다(항변단계와 중재단계). 

따라서 한국 소비자가 아마존 또는 알리바바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그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 제2조와 중재법 제9조에 

따라 피고의 항변이 있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계약분쟁이 

상사사건이 아니라면 뉴욕협약 제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더라도 중재법 

제9조가 적용되므로 결론은 동일할 것이나, 중재합의의 제문제를 뉴욕협약이 아니

라 한국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뉴욕협약(제1조 제3항 후단)은, 어떠한 국가든지 유보선언을 한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commercial)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뉴욕협약

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사유보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사유보를 선언하였다.115) 뉴욕협약은 ‘상사법률관계’의 범위를 유보선언을 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상사법률관계인지의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상사의 개념에 관하여 상이한 이해를 가진 국가들 간에는 그의 성질결정

이 용이하지 않지만, 종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

므로 실제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마치 국내공서에는 반하더라도 국제공서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게, 집행국의 국내법상으로는 상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뉴욕협약상으로는 상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우리 법상 상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가사상의 법률관계와 행정사건을 들 

수 있다. 근로관계와 통상적인 소비자계약관계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필자는 이는 상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민사와 상사의 구별은 맥락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상사유보선언을 하였으니 그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뉴욕협약의 맥락에서는 근로관계와 통상적인 소비자계약에 관한 중재는 상사가 

아닌 민사로 보자는 것이다.116) 즉 근로관계와 통상적인 소비자계약관계에 관한 

114) 뉴욕협약의 맥락에서 이 점은 석광현(註 80), 257면 이하에서도 언급하였다.
115) 미국과 중국도 같다. 뉴욕협약이 상사유보를 허용한 이유는, 제네바의정서(제1조 제2항)

에 유사한 규정이 있었고, 중재법상 상사와 비상사(또는 민사)를 구별하는 일부 대륙

법계 국가들이 상사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16) Howard M. Holtzmann and Joseph E. Neuhaus, A Guide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gislative History (1989), p. 34 (이는 모델중재

법에 관한 논의이나 뉴욕협약에 관하여도 타당하다고 본다). Manja Epping,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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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를 긍정하되 민사로 본다. 물론 논리적

으로는 일방적 상행위인 소비자계약도 상사로 볼 수 있는데, 상사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는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관계도 상사에 포함시킨다.117) 만일 우리도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도 뉴욕협약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사유보를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중재법상 상사사건의 의미

소비자계약분쟁이 상사사건인가라는 논점은 뉴욕협약만이 아니라 우리 중재법

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원래 상사에만 적용되는 모델중재법을 받아들이

면서 민사에까지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모델중재법은 상정하지 않은 

사항, 즉 민사에 속하는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고려한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

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독일 민사소송법(제1031조 제5항)은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118) 나아가 우리나라는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사유보를 하였지만, 그 후 1999년 모델중재법을 받아들이면서 민사도 함께 규율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뉴욕협약상의 상사유보를 철회하

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사사건에도 적용되는 중재법에서 외

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상사사건의 외국중재판

정에 대하여만 동 협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상사유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러한 방안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해하는 상사사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중재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재법의 개정방향

현재로서는 필자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처지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Schiedsvereinbarung im internationalen privaten Rechtsverkehr nach der Reform des 

deutschen Schiedsverfahrensrechts (1999), S. 121과 Reithmann/Martiny/Hausmann(註 111), 
Rn. 8.338도 同旨로 보인다. 하지만 모델중재법의 주석은 상사를 넓게 해석할 것이라

고 하면서 항공, 철도 또는 도로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도 상사에 포함시킨다. 제1조의 註 2. 

117)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 (2009), p. 271. 다만 이는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여지를 언급한다. 
118)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4. Auflage (2013), §1031, Rn. 44 (Munch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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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종래의 논의상황과 장래의 개정방향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상세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가. 종래의 논의상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민사소송법(제1031조 제5항)은 “소비자가 관련된 

중재합의는 반드시 당사자 중 1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 중재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두어, 

소비자가 체결한 중재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부칙 제3조). 다만 이는 

일본 중재법 시행 후 소비자가 장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하나119)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약관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은 미흡하므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정선주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중재합의의 시기, 

중재합의의 방식, 정보제공의무와 소비자보호입법의 배제의 관점에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한다.120) 그러나 이는 국내중재에 관한 논의이고 국제중재에 대한 고

려는 부족하다.

필자는 중재법의 맥락에서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121) 

2016년 개정된 중재법의 개정작업을 위하여 법무부가 구성한 중재법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회의 시에도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한 제안에 따라 중재법개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였

으며 정선주 교수가 “소비자중재와 근로자중재의 제문제”에 관한 용역보고서

119) 상세는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ール(2003), 305면 이하 참조. 일본 중재법은 
개별근로관계 분쟁에 관하여 근로자가 체결한 중재합의를 무효라고 규정한다(부칙 

제4조).
120) 정선주(註 86), 236면 이하; 송민수/윤민섭/나광식, 소비자 재의 법제화에 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3-13 (2013) 참조. 김광수(註 77), 29면 이하는 국제소비자분

쟁의 실태와 사례 등을 소개하나 국제소비자중재에 특유한 쟁점을 다루지는 않는다.
121) 석광현(註 80), 98면; 석광현(註 111), 572면은 유사한 제안을 담고 있다.



120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3호 (2016. 9.)

(2013. 11. 15.)12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 보고서는 국제거래와 국

제중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담고 있지 않았기에 중재법개정위원회는 법무부를 

통하여 누락된 논점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선되

지 않았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필자도 중재법개정위원회에서 소비자보

호를 위한 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큰 방향은 제시하였지만 구체적 방향

이나 문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2016. 11. 30. 시행되는 개정 중재법에

서는 근로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장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나. 장래 중재법의 개정방향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와 중재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두 가지 이익을 형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방향에 관한 컨센서스는 우리나라에

서나 외국에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하는 중재법 개정의 대체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분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을 아예 배제할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중재합의의 방식

을 제한하고, 소송과 중재 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며, 중재 선택 시 발생하는 법률효

과(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의 상실, 단심제,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지와 준거법

에 관한 설명 등)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자보호기구에 의한 중재의 선택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6년 시행

되는 중재법의 개정과정에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특칙을 두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중재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중재를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123) 

그 경우 온라인분쟁해결(ODR)을 고려해야 하므로 첫머리에 언급한 UNCITRAL의 

작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015년에도 중재공정성법(Arbitration Fairness Act of 2015)의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124) 이는 연방중재법이 일반적으로 대등한 협상

122) 정선주(註 104) 참조.
123) 근자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재를 활성화하자는 논의도 있다. 
124) 이전 법률안과 미국 판례의 태도는 Sarah Rudolph Cole, “On Babies and Bathwater: The 

Arbitration Fairness Act and the Supreme Court’s Recent Arbitration Jurisprudence”, 48 
Hous. L. Rev. 457 (2011); 정선주(註 104), 40면 이하 참조(위 법률안의 2013년도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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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기업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나 근로자처럼 협상

력에 제한을 가진 주체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비자중재나 근로자중재에 대해서도 연방중재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위 법률안은 소비자중재와 근로자중재

에서는 사전중재합의(pre-dispute arbitration clauses)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위 법률안은 2007년 이래 미국 의회에 제출

되고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은 탓에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5)

Ⅶ. 맺음말: 

해외직접구매의 유형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의 정리

지금까지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의 문제를 국제사법, 중

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위 법리가 해외직접구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고 입법론을 간단히 제시한다. 

1.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해석론

해외직접구매를 포함한 국제거래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자

면 국제사법 논점(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 밖에 약관

규제법과 중재법에 따른 보호도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사법은 법정지가 우리

나라인 경우에, 중재법은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적용 여부가 

명확한 데 반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는 복잡하므로－필자는 한국 소비자가 

체결하는 직구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약관규제법(제14조 이외)의 통제는 적

용되지 않지만, 제14조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본다－, 그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

야 한다. 해외직접구매의 유형별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5) 반면에 하충용,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재연구, 제21권 

제3호(2011. 12), 175면 註 52는 “소비자 중재에 따른 법률적 위험으로 인하여 미국

에서는 소비자중재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매우 제한

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Arbitration Fairness Act of 2007, S. 1782를 인용

하나 위 법률안이 채택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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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직접배송: 직접구매와 직접배송

이 경우에는 해외판매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해외직구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동 계약이 소비자계약이라면,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재판관할합의를 한 때

에는, 한국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

에서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외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할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고, 그 대신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한편 준거법의 맥락

에서는, 약관이 비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 강행규정(예컨대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한국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그것이 준거법의 그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관철된다.

반면에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중재지가 한국이라

면 한국 소비자의 보호는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라야 한다. 중재법을 보면,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를 긍정하기는 어렵고,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결국 

중재법에 따른 보호수단은 거의 없게 된다. 한편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조항만이 무효인데, 해외직구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과연 

그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있고, 더욱이 약관규제법 자체가 적용되는지의 판단도 

쉽지 않으므로 불확실이 존재한다(만일 그에 해당하면 중재조항은 무효가 되어 

결국 소송으로 돌아가므로 한국 소비자는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나. 해외배송대행: 직접구매와 배송대행

이 경우에도 해외판매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해외직구계약이 체결되므로 동 계

약이 소비자계약이라면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재판관할합의를 한 때에는 

한국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국제사법 제27조가 정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점은 위 해외직접배송의 경우와 같

다. 가사 해외배송대행에 따른 배송지가 해외 현지 주소지인 경우에도 한국 소비

자는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또는 주소)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중재의 경우에는 위 해외직접배송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다. 

한편 한국 소비자와 배송대행업자의 관계에서는 그가 해외사업자라면 배송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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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도 소비자계약이 될 수 있고 소송에서 동 

계약상 한국 소비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국제사법 제27조가 정한 

보호를 받게 된다. 

중재의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해외직접배송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소비자 - 해외판매자 간의 분쟁해결수단과 한국 소비자 -

해외배송대행업자 간의 분쟁해결수단이 상이할 수 있다(예컨대 전자는 중재이고 

후자는 소송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이처럼 분쟁해결수단인 소송과 중재가 착종하

는 경우나, 양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도 다수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양자의 분쟁해결수단이 소송인 때에는, 특히 동일한 국

가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인입(訴訟引入), 보조참가 또는 소송고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런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이 경우에는 해외판매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자 간에 구매계약이 체결된다. 이 경우 구매대행자는 상법상의 

위탁매매인이 된다. 따라서 만일 구매대행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라면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자 간의 매매계약에는 당자자가 배제하지 않는 한 매매협약이 

적용된다. 한편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자가 해외 사업자라면 대행자와 한국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도 소비자계약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재판관할합의를 한 때에는 한국에서 소가 제기되는 경우 동 계약상 한국 소비자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국제사법 제27조가 정한 보호를 받게 된다. 

중재의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와 구매대행자의 관계에서는 위 해외직접배송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다. 

2.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의 입법론

전자상거래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용되었는지는 논란이 있으나 전자상거래는 전

통적인 유통업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효율성을 보

면,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더 좋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

자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고객의 편의를 지향한다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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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비자의 보호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관철함으로써 국제 전자상거

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래 우리 입법론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은, 해외직구에서 요청되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적절히 해결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고려하여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반면에 중재법은, 2016년 개정과

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못하였기에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약관규제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국내중재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니와, 국제중재에서는 모호한 약관규제법의 

통제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도 불확실하므로 모호함이 가중된다. 따라서 중재

법과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그 내용과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고,126) 그것이 

힘들다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 관련 조문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소비자계약에서 사전중재

합의를 전면 불허하고 분쟁 발생 후의 중재합의만을 허용하기보다는,127) 다양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와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재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중재제

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내 소비자계약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

중재제도를 설계하면서, 그를 기초로 국제 소비자중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제소

비자중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128) 가까운 장래에 그에 관한 국제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ODR에 관한 UNCITRAL의 작업도 이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소비자 개념의 정립이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의 대상

인 수동적 소비자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장차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에서

126) 과거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소비자계약상의 분쟁을 보면, 관할합의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27조가 명확히 

규정하는 탓에 이제는 이를 중재합의와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위한 맞춤형(tailor-made) 규율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127)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법(제27조)은 소비자계약의 경우 분쟁발생 후의 재판관할합

의를 허용하고, 사전적 관할합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선택권을 주는 경우에만 허

용한다. 
128) 2016년 중재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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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사법과 

중재법상 소비자의 개념 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한다. 즉 국제사법상 보호되는 소

비자의 범위를 수동적 소비자에 한정한다면 중재법상으로도 동일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자는 견해가 가능하나 이는 국내중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중

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여 소비자 개념 내지 범위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129) 이는 장래의 과제로 남긴다.

3. 여기에서 다룬 쟁점의 실무적 중요성과 기타 소비자보호 방안

적어도 한국 소비자가 해외판매자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알리

바바의 관할조항은 무효이고 홍콩법의 선택은 유효할 수 있는데 반하여, 아마존의 

중재조항의 효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무효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논의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일상

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직구로부

터 발생하는 분쟁에서 한국 소비자의 보호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은 여기에서 다룬 논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역직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많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외직구의 맥락에서 국제

사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다. 우리 사회 특히 기업들은 원래 그렇다고 치부하더라도130) 법조계와 심지어 

법학계조차 국제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국제사법과 국제상사중재법의 중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자에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대형로펌

과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상당히 커졌으나 이는 B2B에 관한 것이고 B2C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모두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것

은 아니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의 노력에 더하여, 한국 소비자들의 집단 

또는 단체적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고,131) 또한 한국의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하

129)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하자는 의견

에 대하여는 위에서 논의하였다.
130) 역직구에 관심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 국가의 국제사법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이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131) 집단중재에 관하여는 우선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17호(2011. 12), 4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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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더 나아가 관련국의 소비자보호기구 간의 공조를 통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해외직구로부터 발생하는 분

쟁에서 한국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현행법(국제사법, 약관규제법과 중재법)의 

해석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법상태를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바람직한 입법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관련 논점: 해외직구와 용역제공계약

모두에 밝힌 것처럼 여기에서는 물품의 해외직구만을 다루었으나, 이상의 논의

는 계약의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에도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한국 소비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

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용역제공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일어나

는 경우132)에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는 종래 논란이 있다. 로마 I(제6조 

제4항)133)은 그 경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

는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은 

다소 애매하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생각된다.134)

투고일 2016. 7. 18    심사완료일 2016. 8. 11    게재확정일 2016. 8. 25

132) 전형적 사례는 호텔투숙이다. Rauscher/Heiderhoff, EuZPR/EuIPR (2011), Rom I, Art. 6 
Rn. 40.

133) 제6조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은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를 가

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134) 위 판결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전적으로 용역이 적용되는 경우를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는 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

였다. 석광현(註 29)(논문), 6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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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on of Consumers in Disputes Arising from

Internet Purchases (so-called “Overseas Direct Purchase”):

With a Focus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uk, Kwang Hyun*

135)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consumers, who are engaged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by internet (“Internet Purchase”) from foreign businesses such as Amazon 

or Alibaba, is constantly increasing. Such internet purchase contracts are normally 

governed by foreign law, and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are 

often settled in a foreign country by litigation or arbitr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is very important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However, there have not been enough discussions about these 

issues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Internet Purchases. First,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litigation, in the context of applicable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Second, the author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under the Standard Contract Conditions 

Regulation Act (“Standard Conditions Act”) and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n 

summary, the KPILA offers some legal bases to protect consum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et Purchases, because in 2001, the legislators had included in the KPILA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n contrast, the Arbitration Act does not include any special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and leaves the task to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which there exists a great legal uncertainty. This situation needs to be 

* Professor,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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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There had been an attempt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which was amended in 2016, but unfortunately it had 

failed.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different types 

of Internet Purchases and contractual relationships (Chapter II.), the definition of 

consumers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KPILA (Chapter III.),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IV.), 

applicable law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Chapter V.),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Internet Purchas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s (Chapter VI.). Finally, the author summarizes 

the discussions for each type of Internet Purchases (Chapter VII.). The author 

emphasizes that, rather than prohibiting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its 

entirety, we should introduce a reasonabl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designed to 

offer an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o consumers and to ensu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regime. To achieve this goal, we will have to do more systematic and 

in-depth research to find a desirable solution. In that proces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With the definition of 

the so-called ‘passive consumers’ being expanded under the KPILA,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onsumers under 

the Arbitration Act and the Standard Conditions Act.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ry to improve the settlement system by utilizing and improving 

the consumer groups or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in Korea, 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ies of the concerned countries, 

sinc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re not the only way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net Purchases.

Keywords: overseas direct purchase, shipping by agent, purchase by agent, consumer 

contract, electronic commerce, applicable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bitration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