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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현저한 격

차, 소비자의 취약성 등 특성을 가지므로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

에 대한 특수 보호가 요청된다. 국제소비자계약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이

러한 보호는 실질법의 맥락에서는 물론,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진행되

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법역들에서는 준거법 차원에서의 소비자보

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을 도입하였고 한

국도 2001년 국제사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제사법 제27조에 이를 도입하

였다. 이러한 특칙들은 각자 다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의 준거

법 합의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소비자계약의 준

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은 고착화 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속

에서 각자 유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본 논문

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논문의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국제소비자계약

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한 이론적 기초

를 정립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비교법

적 검토를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

관할 특칙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제5장에서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6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한국법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섭외사법 

적용시기 이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소개한 후 현행 한국법의 정치한 해

석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내용과 적용범

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적 및 실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국제소비자계약의 추세에 부합되는 새로운 요소를 한국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상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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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계약 준

거법 특칙 조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위의 일련의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정안 문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국제소비자계약,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준거법, 로마Ⅰ규정 

제6조, 국제재판관할, 인터넷거래, 소비자 집단소송, 국제사법 제

27조. 

학  번: 2019-3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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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현저한 격

차, 소비자의 취약성 등 특성을 가지므로1) 실질적 正義의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이와 같은 보호에 대하여 실질

법의 맥락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되는 현상에 발맞추어2) 국제사법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소비자거래는 대개 소규모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탓일 수 있다. 

그러나 소액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본인이 원한다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소비자거래의 

범위가 넓고 근래에는 전자상거래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실익은 점차 커지고 있고3)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소비자보호는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자

치 원칙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일부 실현된다. 즉 통상적인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당사자자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며 부분적으로만 제한을 받는 

반면에 소비자계약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이른바“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의 맥락에서“소비자계약

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은 일부 국제규범과 국제규범으로 채택되

지는 않았으나 그 전단계에 있는 문서 및 국내법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4)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이러한 

1) 이호영, 12면.
2) 2019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8년 2조 9717억원에서 22.4% 증가한 3조 6360

억원에 달하며, 2020년 제3분기까지의 구매액은 2조 8518억원으로 전해의 제3분기까
지의 구매액인 2조 6374억원을 초과하였다. 통계청, 52면.

3) 석광현, 2013,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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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다면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

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국제

사법적 보호에 있어서 양자는 흔히 함께 이용되는데 양자 간에 병행

(Gleichlauf, parallesim)이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함으

로써 준거법 특칙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고 향후의 입법방향을 확립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준거법 맥락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비록 인터넷거래는 가장 최근에 

와서 고려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다. 현실공간과는 구분되는 인터넷의 특성은 현실공간에서 

최초로 정립되었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한 이는 소비자계약 특칙에 관한 각 모델의 일부 장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 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여, 어느 모델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적용상 상응한 변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나아가 가상공간 특유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집단적인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소송방식(예컨대 

집단소송 또는 소비자대표소송)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소송방식은 그 자체로서 새롭

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법의 관점에서 새롭다는 의미이다. 국제거래가 

전례 없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이제는 한국도 이와 같은 효과적인 소송

방식을 도입할 것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될 준거법 결정의 특수

성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결국 위의 논의는 한국법상 현행 규정에 대한 정치한 해석론을 정립하

고, 국제적인 동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내적인 특수성도 고려한 입법론

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는 매우 이론적인 문

4) 즉 이와 같은 특칙의 문언만이 아니라 이러한 규정을 둔 원인과 이에 대한 해석론을 
아울러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의 전반적인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
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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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로 이는 지극히 실천적인 문제이고 머지않

은 장래에는 이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 순서

  본 논문은 준거법 결정원칙을 중심으로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문제를 다룬다. 논문 연구의 범위에 대

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논문은 실질법

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점은 다루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사법상의 논

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둘째, 논문에서 국제재판관할은 준거법 결정원칙을 다루기 

위한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만 다룬다. 셋째, 논문은 계약의 준거법만 다

루는바 불법행위의 준거법 등은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넷째, 

논문은 계약의 준거법 중에서도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부분만 다루는

바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이나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등은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자치 윈칙의 제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언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논문은 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논의한

다.

  

  제2장 국제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의 제한에 관한 기

초이론.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에서의 당사자자치,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

한에 관한 일련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논문의 주제인 소비자계

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

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3장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여기에서

는 세계적 범위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을“완전한 당

사자자치”모델,“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더 유리한 법”모델과

“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이라는 네 가지 모델로 나누어 소개한 후, 그것

이 국제규범 및 관련 제안 문서와 국내법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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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이한 법제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제4장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조화. 여기에서는 우

선 국제규범과 일부 국내법에서의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

의 내용과 그 해석론을 소개하고, 국제규범과 일부 국내법에서의 국제재

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를 탐구한 후, 양자 간에 병행이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제5장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의 고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동향과 그에 수반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문

제를 다룬다. 우선은 인터넷거래의 활성화이다. 여기에서는 거래의 국제

성과 효율성, 거래 목적물의 무체성, 약관의 편재, 소비자계약에서 사업

자 우위의 비절대성, 새로운 유형의 계약의 증가 등 인터넷거래의 특수

성에서 기인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제문제를 다루는바, 구체적

으로는 특칙의 해석 문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

은 집단형 권리구제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의 출현이다. 이 부분에서는 전

형적이고 상호 대조되는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과 미국의 소비자집

단소송법제를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점, 즉 집단적 권리구제

절차의 도입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에 대한 국가별 처리 방식 및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제6장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여기에서는 위의 논의를 

한국법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섭외사법 적용시기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한 후, 현행 국제사법의 정치한 해석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을 내용과 적용범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국제소비자계

약의 동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소를 해석론 및 입법론상 어떻게 반영할

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

정에서의“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의 변경사항

을 소개 및 평가하고 위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제7장 결론. 여기에서는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위의 

장들에서 내린 결론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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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의 제한에 관한 기초이론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발단으로서 필요한 기초

이론에 대하여 논의한다. 우선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소개

로서 그 이론적 발단, 근거 및 국제규범과 국내법에서의 수용현황에 대

하여 탐구한다(제1절). 다음으로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제한을 논의하는바(제2절), 그 중에서도 국제적 강행규정

의 법리에 따른 제한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소비자

계약일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

칙에 의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하여 논의한다(제3절).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되는 주제로서 각 법제에서의 소비자계

약의 준거법 특칙 규정에 대한 이하 제3장의 논의와 이어진다.

제1절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 

Ⅰ.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의 의의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발생 시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분쟁을 해결할 법정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는 원칙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효력은 준

거법과 법정지의 선택에 모두 미친다.5) 그러나 준거법의 맥락에서 더 많

이 논의되는데 여기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채권계약6)의 성립과 효

력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정을 허용

하는 원칙이다.7) 이는 오늘날 다양한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의하여 널리 

5) Nygh, p. 1; Mills, p. 21; Johns, p. 249.

6)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b, p. 1200;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35; 오석웅, 453면 등에서는 오늘날 세계의 입법례는 채권계
약뿐만 아니라 법정채권, 국제가족법 등 분야에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널리 수용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채권계약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논
의한다.

7) 김연/박정기/김인유,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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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고 있다.8) 

  당사자자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 계약 자체를 지배

하는 준거법의 지정을 당사자에게 맡기는“저촉법적 지정”9)으로서, 당

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특정 외국법을 언급

함으로써 동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이른바“실질법적 지정”과

는 구분된다.10) 이는 국제사법의 독립적 저촉규정에 의해 준거법이 지정

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선택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

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나라의 법만이 적용되고 다른 나라의 법은 적용

되지 않는다.11) 따라서 당사자들은 준거법의 선택을 통하여 객관적 준거

법의 임의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은 물론,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

법규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12)

Ⅱ.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이론적 발단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은 국제사법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

었다. 이는 ➀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 

Charles Dumoulin(이하“Dumoulin”)의 이론에서 출발하였고, ➁ 당사자

자치를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서 우선하는 규칙으로 명확히 주장한 

Pasquale Stanislao Mancini(이하“Mancini”)의 이론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이하에서는 국제사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이론적 발전을 

탐구하기 위하여 Dumoulin과 Mancini의 이론을 각각 부연한다. 

1. Dumoulin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초로 고려한 것은 16

세기 프랑스 법학자 Dumoulin이라고 평가된다. 16세기 프랑스의 자본주

8)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채택한 국제규범과 국내법 내용에 대한 
소개는 논문 제2장 제1절 Ⅳ.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의 수용현황 
부분 참조.

9) 김연/박정기/김인유, 299면.

10) 석광현, 2001a , 9면; 석광현, 2013, 304면.

11) 안춘수, 2017, 251면.
12) Nygh,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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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상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는바, 특히 남지중해연안의 항구들

은 스페인, 이탈리아 및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상업적인 거

래를 하였다. 이와 대조되게 프랑스 북부의 각 지역은 여전히 봉건제도

의 뿌리가 깊었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없고 각자 자신의 관습

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Dumoulin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3)

  법규분류학파14)인 Dumoulin은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법률관계와 그렇지 않은 법률관계로 나누어 전자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들은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지, 당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주소가 위치한 

곳 등의 법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15) 이에 따르면 혼합법이 적용

되는 법률관계는 전자에 해당하고 인법 또는 물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는 후자에 해당하는바 계약의 준거법은 혼합법으로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다만 Dumoulin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에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

이 당사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계약체결지와 계약

이행지가 상이할 경우, 계약체결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16) Dumoulin

의 학설은 후세의 학자들17)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이들을 아울러 당사

자자치론의 선구자들18)이라고 하기도 한다.

2.  Mancini

13) 李双元/欧福永(编), 44页.
14) 법규분류학파의 이론체계의 골자는 법규범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➀ 인법(statuta personalia). 이는 어디든지 사람을 따라다니며 사람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그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➁ 물법(statuta realia). 이는 당해 도시국가
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부동산권리에 관하여는 그 소재
지법에 임의로 복종하여야 한다. ➂ 혼합법(statuta mixta). 위 사람 및 부동산에 관련 
되지 않는 법이 이에 속한다. 이는 당해 도시국가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다. 계약에 적용되는 법은 이에 속한다. 안춘수, 2017, 19면.

15) 장문철, 21면.
16)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32.

17)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32 이하에서는 그 예시로 Ulrik Huber, 
Joseph Story 등의 이론을 설명한다. 

18) 최흥섭, 2003, 462면.



- 8 -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여 그 계약에 적용될 법을 찾

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들이 원용한 당사자의 의사

는 가정적 또는 추정적 의사로서의 의제에 불과한 것이었고, 현대적 의

미에서의 당사자의사에 기한 준거법 선택을 분명한 어조로 주장한 사람

은 19세기 이탈리아의 법학자 Mancini라고 평가된다.19)20) Mancini는 과거 

국제사법의 주된 이론근거였던 속지성(territoriality)을 부정하고 준거법 

결정에서의 이분법21)을 창설하였다. 

  구체적으로 Mancini는 사법(私法)을 ➀ 개인의 지위, 능력, 가족관계, 

상속 등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는 강행부분(mandatory part)과 ➁ 계약에 

관한 제쟁점을 포함하는 임의부분(dispositive part)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국적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을 적용하고 후자에 대하여

는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freedom)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

에서의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들은 공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전적으로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강행규정

을 포함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 대상인 준거

법은 입법자들이 정한 객관적 준거법에 한정되지 않는다.22) 이는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한 것이며,23) 이로써 준거법의 저촉

법적 지정(강행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당사자자

치의 개념이 탄생하였다.24)

  

Ⅲ.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근거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초

기에는 부정론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이유로는 ➀ 당사자들의 

법률지정행위 자체에 효력을 부여하는 실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9) 최흥섭, 2003, 463면.
20) Nishitani, p. 80;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b, p. 1199;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35도 同旨.

21) Basedow/Ru ̈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b, p. 1196에서는 이를 이중적 시
스템(two-tier syste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2)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b, p. 1197-1198.

23)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b, p. 1198.
24) 안춘수, 2011,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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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25) ➁ 당사자들이 선택을 통하여 강행규범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법률 존엄에 대한 손상이라는 점, ➂ 당사자에게 법률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주권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26)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자치 원칙은 자우무역의 요청으로 인하여 18세기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이제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는 국제거래의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인

정하는 근거로는 ➀ 국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연결곤란이 발생하게 되

어 부득이하게 채택한 궁여지책(Verlegenheitslösung)이라는 설명과, ➁ 
국제계약법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합리성이 있다

는 설명이 있다. 한국에서는 전자를 소극적 근거, 후자를 적극적 근거라

고 하는데27)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1. 소극적 근거

  

  이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종종 부득이한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국제계약은 여러개

의 국가와 관련을 맺고 있지만 특정한 국가와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준거법 결정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8) 이는 당사

자이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국제계약상 다양한 당사자이익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제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행동하는 국가의 

법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한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법원의 신속하고 정

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법정지법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한 이

익도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이 입각하고 있는 다른 계약에 적용되는 법

(예컨대 보증은 주채무의 법, 전매는 첫 번째 매매의 법 등)의 적용을 받

는데 대한 이익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들이 많은 국가를 가리킬수

록,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유사할수록 이들을 조정하여 특정 국

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29)  

25) 김연/박정기/김인유, 300면.

26) 李双元(编), 340页.

27) 석광현, 2009, 588면.
28) 오석웅,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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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근거

 

  이는 국제계약법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

라 그 자체로서의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합리성

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우선 계약은 사적 자치가 타당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준거법 선택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법적 관계를 규율할 권한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오늘날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적극적 근거를 실질법상의“사

적자치”또는“계약자유”의 원칙의 연장으로 설명한다.30) 다음으로, 이

는 국제거래의 맥락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 초

점을 두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➀ 준거법을 미리 확정해둠

으로써 그에 따라 규율되는 계획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므로,31) 준거법 결

정에 관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32) 이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

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➁ 법원의 입장에서도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면 준거법을 결정하는 

수고와 비용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판결의 국

제적 조화에도 유리하다.33) 

  또한 이러한 근거는 경제학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경제학적으로 

볼 때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합

리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자이고 제3자는 알지 못하는 특유의 정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준거법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34)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준거

법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불문한다. 즉 당사자들은 해당 준거법에 

분쟁발생 후의 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판례법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29) 이호정, 278-280면 참조.

30) 오석웅, 456면.
31) 최흥섭, 2003, 467면.

32) 김지만(역), 早川 吉尚, 47면.

33) 杜新丽/宣增益(编)，第198页; 오석웅, 456면.
34) Rühl, 2007,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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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선택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최상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35) 요컨대 당사자들

은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거법에 대한 선택을 통하여 최상

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36)

  그 밖에 당사자자치 원칙의 정당성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제적인 

문서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개

인의 자유를 보호하므로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경제

적인 맥락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을 규율할 법을 선

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37) 또한 국제적인 문서의 존

재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자치의 정당성을 인권 자체에서 찾는 견해도 있

다. 이에 따르면 인권은 실정법에 의하여 선언적으로 승인될 수 있지만 

그 존재가 그러한 승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유롭

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이에 개인들이 계약에서 스스로를 외국법에 복

종시키는 것도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8)

Ⅳ.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수용 현황

  오늘날 절대다수의 국제규범 및 국내법에서는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논의

할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일부 국제규범과 국내법

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수용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언급된 국제규범과 국내법은 망라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1. 국제규범에서의 수용

가. 로마Ⅰ규정39)

35) Ibid.

36) Guzman, p. 914.

37) Ogunranti, p. 45.
38) 장준혁(역), Basedow, p. 18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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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 6. 17.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593/2008 규정 (이하“로마Ⅰ규정”) 에서 동 원칙을 수용하였음은 전문 

제11항으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는 계약채무의 준거법 결정의 주춧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의 규정과 일맥상통하게 로마Ⅰ규정 제3조는“법의 선

택의 자유”라는 표제하에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법의 선택의 자유

1. 계약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선택은 명시적이

거나 계약의 조항들 또는 사안의 제사정으로부터 명백하게 표시되

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만에 적용될 법을 선

택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이 조에 따른 전의 선택 또는 이 규정

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전에 그 계약을 규율하였던 법이 아닌 다른 

법에 복종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에 이루어진 당사자

의 준거법의 변경은 제11조에 따른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과 제3자

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0)

  위 제1항의 내용은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 (이하 “로

마협약”)41) 제3조 제1항과 동일한바, 이는 준거법 선택에 대한 당사자

의 의도가 명백할 것을 요구하고 준거법의 분열(dépeçage)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42) 제2항은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을 허용하는 것인바, 

당사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러한 변경은 소급효를 가지는 것으

로 인정된다.43)

  그 외에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일부 유형의 특수 계약에 대한 규정에

39)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40)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683면 참조.

41) 1980 Rom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42) Guiliano/Lagarde, p. 17.
43) Calliess (ed.),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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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규정하는 제6

조, 근로계약의 특칙을 규정하는 제8조는 객관적 준거법에 의한 보호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운송계약의 특칙을 규정하는 제5

조, 보험계약의 특칙을 규정하는 제7조에서는 선택가능한 법의 구체적인 

범위를 두는 방법으로 당사자자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44) 

나.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45)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 원칙 제2조는“선택의 자유”라는 표제하

에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선택의 자유

1. 계약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a) 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만 적용되는 법과 

  (b) 계약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상이한 법 

3. 준거법 선택은 언제든지 행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후

에 행해진 준거법의 선택 또는 그 변경은 계약의 형식적 유효성 또

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거래와 선택된 법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46)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동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자유를 명확히 하고 있고 제2항은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3항은 당사자자치 원칙의 반영인 당사자들에 

의한 준거법의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44) Leible (ed.), p. 141.

45)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approved on 19 
March 2015). 원칙의 원문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135 참조.

46) 한국어 번역은 이혜랑(역), 9-10면 참조. https://www.hcch.net/en/publications-and-stu
dies/details4/?pid=6312&dti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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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 원칙의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비상사계약은 준거법원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1조 제1항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을 배

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자치 원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이 각 당사자가 거래

적, 직업적으로 행위하면서 체결한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사실로부터 당

사자자치가 비상사적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

은 아니다.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은 그러한 계약에서 국제사

법규칙을 규정하지 않을 뿐이다.47) 

다. 대리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48)

  1978년에 제정되고 1992년 발효된 대리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5조에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대리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이 선택한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

러한 선택은 명시적이거나 계약의 조건 또는 사안의 제사정으로부터 명

백하게 추론가능하여야 한다.”49)

2. 국내법에서의 수용

가. 한국

  한국 국제사법 제25조는“당사자자치”라는 표제하에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

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

47) 이혜랑(역), para. 1.11.

48) Convention of 14 March 1978 on the Law Applicable to Agency.
49) 영어 원문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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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

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

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

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의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

택한 법에 의한다. 준거법의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

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에는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존중되고 묵시적 합의라는 이름하에 실제 있

지도 않은 당사자의 의사가 의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50) 또

한 제2항에서는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

한 분열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쟁점이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분

할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우 준거법의 분열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51) 그리고 제3항은 합의에 의한 준

거법의 사후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제4항은 순수한 국내적 사건

의 예외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는 국제사법은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이

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순수한 국내사건에 대하여는 국내법의 강행규정

이 여전히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순수한 국내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법정지 또는 중재지가 

외국인 것을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전혀 없는 사건을 말

한다.52) 마지막으로 제5항에서는 준거법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대하

여도 국제사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

50) 안춘수, 2017, 253면.

51) 석광현, 2013, 298면. 
52) 석광현, 2013, 300-3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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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동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나. 스위스

  스위스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률53)(이하“스위스 국제사법”이라고 

한다.)54)제116조는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6조 Ⅱ. 준거법 1. 총칙 a. 법의 선택

(1) 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법에 의한다.

(2) 법의 선택은 명시적이거나 또는 계약 혹은 제반사정으로부터 명백

한 것이어야 한다. 그 밖에는 법의 선택은 선택된 법에 의한다.

(3) 법의 선택은 언제든지 행하여지거나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법의 선

택이 계약체결후 행하여지거나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자의 권리는 유

보된다.55)

  조문의 제1항에서는 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택대상인 법은 당사자 또는 거래와의 관련을 

요구하지 않는다.56)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이러한 선택은 명시적이

거나 또는 계약 혹은 제반사정으로부터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계약 혹은 제반사정으로부터 명백한 경우”로 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실질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였거나 ➁ 소송절차에서 특정 법률에 근거

하여 변론을 진행한 것과 같은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57) 제3항

에 따르면 법의 선택은 언제든지 행하여지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법의 

선택이 계약체결 후 행하여지거나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법의 선택은 계

53)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IPRG) (1987. 12. 18).
54) 현행 스위스 국제사법의 독일어본은 스위스 연방 평의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s://

www.fedlex.admin.ch/eli/fga/2017/1055/de 참조. 

55)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20c, 627면 참조.

56)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842; 陈卫佐, 第172页.
57) Grolimund/Schnyder/Mosimann,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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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 여기에서 제3자의 권리

는 유보된다. 다만 위의 그 어떤 조항에서도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일부 입법자료에서는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계약에 다양한 법을 적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약의 특정 부분에 대하

여 상이한 법을 적용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학계에서는 준거법의 분열을 허용하는 견해가 다수설이

다.58)

다. 미국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이하“제2차 저촉법 재

기술”이라고 한다.)59)제187조와 2008년 개정 통일상법전60)§1-301에서

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당사자들에 의한 준

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선택된 준거법과 

당사자 또는 거래 간의 일정한 관련을 요구하는데, 전자는 실질적인 관

련(substantial relationship) 또는 기타 합리적인 근거(resonable basis)가 

있을 것을, 후자는 합리적인 관련(reasonable relation)이 있을 것을 요구

한다.61) 비록 두 개 문서상의 표현은 상이하지만, 양자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62) 그 밖에 제2차 저촉법재기술에 따르면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객관적 준거법 소속국의 공서의 제한을 받는다. 미국법의 이와 같은 태

도는 위에서 언급한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 원칙 제11조 제4항63)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법 하에서 준거법의 분열과 사후적인 변경

도 허락된다.64)  

58)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841-842.

59)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60) Uniform Commercial Code.

6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2장 제2절 1. 1. 제3장 제3절 Ⅲ. 참조.

62)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175.
63) 제11조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 4. 법원이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

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공서를 언제 적용 또는 고려할 수 있는지, 또는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지는 법정지의 법이 결정한다.

64) Girsberger/Kadner Graziano/Neels (ed.), p.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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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이하“법률적용법”)65) 제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채권(債權)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과 관련

하여 법률적용법 제41조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당사자는 협

의로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무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상거소지 법률 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한다.66)”이는 중국도 준거법 지정에 있어 당사자자치 원칙을 수용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다소 간단하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1)”(이하 

“사법해석 1”)67)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법해석 1의 법

적 성질은 사법해석68)으로서, 그것이 법원(法源)인지의 여부에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법을 논함에 참조하여야 한다. 사법해석 1 제6조에서는 당사

자들의 준거법 선택의 시점과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하여는 본 논문의 다른 부분69)에서 설명한다.    

제2절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

에 대한 제한 

Ⅰ. 선택범위에 대한 제한

 

1. 계약과의 합리적 관련성

  

65)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36号)

66)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678면 이하 참조.
67)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

法释(2020)18号
68)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는 장우석 참조. 
69) 중국법상 준거법 선택의 시점과 방식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Ⅴ. 1. 다. (3),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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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내에서 당사자자치에 대한 양적 제한70)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즉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가능한 준거법을 당해 계약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구체적으로는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목적물의 소

재지법, 당사자의 본국법 또는 주소지법 등에 한정시켜야 하는지의 문제

이다.71) 이에 대하여는‘중립적 법72)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현실적 필요

성’이 인정된다면 선택 대상인 법과 계약 사이의 관련은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73)

  국내의 통설도 선택된 준거법과 계약 사이의 실질적 관련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74) 비록 계약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 당사자자치

를 규정하는 제25조에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다.75) 동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준

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

히 존재하더라도76) 여전히 선택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바, 법률적용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사법해석 1 제5조에“일방 당사자가 문제되는 섭외민사관계와 실제 관련

이 없다는 이유로 쌍방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선택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태도도 동일한데, 로마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으로

부터 볼 때 당사자들에 의한 준거법의 선택은 그 준거법이 계약과 아무

런 객관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77)78) 

70)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질적 제한”은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
되는 범위를 특정국의 임의법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신창선, 
2011, 261면; 김연/박정기/김인유, 301면; 신창섭, 242면.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을 둘 
경우, 계약은 결국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
로는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과 유사하게 되기 뗴문에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준
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여기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71) 신창선, 2011, 261면. 
72) 여기에서의 중립적 법은 그 어느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법도 아닌 제3국의 

법이라는 의미이다.

73) 안춘수, 2011, 236면.
74) 석광현, 2013, 294면; 안춘수, 2011, 236면; 신창섭, 243면; 신창선, 2011, 261면; 김연/

박정기/김인유, 302면에서는 모두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75) 석광현, 2013, 295면.
76) 한국 국제사법 제8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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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국의 접근법은 위의 태도와 다른데 준거법과 계약 또는 거래 

간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한다고 본다. 2008년 개정 통일상법전 

§1-301 a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합의하에 거래와 합리적인 관련

(reasonable relation)을 가지는 주법 또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79) 따라서 미국은 선택된 준거법이 거래와 일정한 관련이 있거나 

기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들의 준거법 선택합의를 허

락한다.80)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

이다. 실무적으로 미국 법원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목적물의 소재

지, 주된 영업지 증 지리적인 관련(geographic nexus)으로 합리적인 관련

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당사자들 사이의 신의성실(food faith)

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81) 따라서 미국법상 합리적인 관련성을 판

단하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는바, 당사자가 선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합리적인 관련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2. 비국가법의 선택

  이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에 국가의 법 외에도 국제조약이나 

관습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전통적인 국제사법이론에 따르면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체계에 한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82) 현

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실익은 계약이 객관적 

준거법상 강행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계약에 

77) Plende/Wilderspin, p. 137.

78) 로마Ⅰ규정 제3조 제3항은 선택의 시점에 그 사정에 관계된 그 밖의 모든 요소가 그
의 법이 선택된 국가 이외의 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선택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당해 국가의 법의 규정의 적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로마Ⅰ규정은 매
우 제한적인 경우, 즉“사정에 관계된 그 밖의 모든 요소가 그의 법이 선택된 국가 
이외의 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내적 강행규정의 추가적 적용을 정
하고 있을 뿐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준거법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79) §1-301 a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when a transaction bears a reasonable relation to this state and also to another 
state or nation the parties may agree that the law either of this state or of such 
other state or nation shall govern their rights and duties.

80) Hay/Borchers/Symeonides, p. 57.

81) Ryan, p. 219-241. 참조. 
82) 석광현, 2013,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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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➀ 이를 준거법의 

선택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비국가법이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에 우

선하게 되고 ➁ 이를 준거법의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국

가법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객관적 준거법

의 강행규정의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더 유리한 법”모델83)을 따르는 경우 비

국가법의 선택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 준거법으로서 비국가법의 선택을 허용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은“비국가법+소비자 상거소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비자계약분쟁이“더 유리한 법”모델을 

채택한 유럽연합에서 다루어지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유럽연

합에서 채택되지 않은 보통유럽매매법(CESL)84)을 선택한 경우를 상정한

다. ➀ 준거법으로서 비국가법의 선택을 허용하는85) 로마Ⅰ규정 초안86)

에 따른다면, 보통유럽매매법은 계약의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로마Ⅰ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준거법에 추가하여 소비자 상거소지법에 따른 보호

가 부여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통매매법에 따른 보호(준거법으로서)+

소비자상거소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➁ 준거법으로서 비국가

법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87) 로마Ⅰ규정에 따른다면, 보통유럽매매법은 

계약의 내용으로써 편입되고88)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 준거법인 소비자 상거

소지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보통매매법에 따른 보호(계약의 

83)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1절 Ⅲ. 참조.

84) 동법의 초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OM (2011) 635 final.)은 201
1년 제정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갖은 이유로 말미암아 2015년에 정식으로 철회
됨으로써 빛을 보지 못하였다. 

85) 로마Ⅰ규정 초안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국제적 또는 공동체내에서 승인
된 원칙 또는 규칙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할 수 있다.

8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COM (2005) 650 
final.

87) 비국가법의 선택을 허용하는 로마Ⅰ규정 초안과는 달리, 로마Ⅰ규정은 이를 허락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Ferrari (ed.), p. 80. 로마Ⅰ규정 전문 제13항에 당사자들
이 비국가법을 계약의 내용으로서 편입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으
로부터도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를 알 수 있다. 

88) Bisping, p.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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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서)+소비자상거소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위의 

어느 견해를 따르든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보통유럽매매법과 자신의 상거

소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더 유리한 

법”모델을 체택한 법역의 입법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들이 비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의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에서는“law 

of the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동법의 규정상“state”는“상이한 

법역으로서의 영토적 구성단위”89)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국가

의 법은 고려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일부 국제규

범과 국내법은 당사자들이 비국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다. 예컨대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미주간 협약,90) 이른바“멕시코시

티협약”은 비국가법의 선택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미국 오리건주(Oregon)의 저촉법 법전(Codifications of 

Choice-of-Law Rules)도 그 해석상 계약의 당사자는 모델법 또는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91) 한편 이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경우도 있

다. 예컨대 중국 사법해석 1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국에서 

발효되지 않은 국제조약을 원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동 국제조약의 내용

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언이 해당 국제조약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는 것을 허락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서 편입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훠쩡씬(霍政欣) 교수는 중국법의 해석론상으로 비

국가법의 저촉법적 지정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92)를 피

력하고 있으나, 문언 자체의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Ⅱ.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

1.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89) a territorial unit with a distinct general body of law(§3).

90)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91) Symeonides, 2019, p. 28. 
92) 霍政欣, 19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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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강행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

하여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택한 또는 객관적 준거

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말한다.93)94) 

따라서 이는 국내적 강행규정보다 더 좁은 범위의, 더 강한 유형의 강행

규정인 것으로 평가된다.95) 이는 해당 법규 자체의 적용범위의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즉 특정 법규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익으로 

인하여 그 적용범위가 원칙적인 인적 또는 물적 적용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96) 로마Ⅰ규정에서는 이를‘최우선 강행규정(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이라고 부르는데, 규정 제9조 제1항의 내용에 따

르면 이는“그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조직과 같은 국가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존중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 이 규정(regulation)상 달리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그 범위에 속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의된다. 현대의 

국제사법상 이와 같은 방법론과 법률관계로부터 출발하여 각 법률관계의 

본거를 탐구하는 사비니의 명제를 기초로 하는 방법론이 병용되는 현상

은“국제사법의 양극성”으로 설명된다.97) 

  국제적 강행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과 구분된다. 국내적 강행규정

(domestic mandatory rules)이란 그 강행규정이 속하는 나라의 법이 준거

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

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말한다.98)99) 즉 로마체제의 규

93) Hay/Borchers/Symeonides, p. 1104. 

94) 이는 넓은 의미에서 최우선 강행규정(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 저촉적 강행규
정(Conflicts-mandatory rules)(Wojewoda, p. 190), 간섭규범, 경찰법, 국제강제성규칙
(国际强制性规则)，국제강행법규칙(国际强行法规则) 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直
接适用的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모두 국제적 강행규정의 상이한 표현방식일 
뿐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적으로“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95) Chong, p. 31
96) Wojewoda, p. 190.

97) 석광현, 2013, 23면; 석광현, 2020a, 357면.

98) 안춘수, 146면.
99) 이는 간단한 강행규정(“simple mandatory rule”) (Symeonides, 2014, p. 1141; 

Hay/Borchers/Symeonides, p. 1104) 또는 계약적 강행규정(“contracts-mandatory 
rule”)(Wojewoda, p. 189)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모두 국내적 강행규정의 상이한 
표현방식일 뿐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적으로“국내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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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100)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련이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대적

인 맥락에서 이는 일정부분 국제적 강행규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도 하는데101)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특칙을 들 수 있다. 

2.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과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

칙 간의 관계   

  

  원칙적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은 준거법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논란

이 있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이 우선한다면 특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도 추가적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소비자 관련 규범이 적용될 수 

있지만 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우선한다면 특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계약에 대하여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유럽연합의 로마Ⅰ규정을 둘러

싸고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상이한 견해가 있다. 

  첫째,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

한 규정에 우선하며 소비자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로마Ⅰ규정 제6조

에 의하여만 배타적으로(exhaustively) 규율된다는 견해이다.102) 즉 강행

규정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는 그 규정의 성질이 국내적 강행규정이든 아

니면 국제적 강행규정이든지를 막론하고 특별법인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자만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보호를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거나 종종 기타 특별규정103)에 의하여 

규정”이라는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100) 예컨대 로마Ⅰ규정 제3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등은 모두 여기에서 말
하는 국내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101) Wojewoda, p. 189.

102) Bisping, p. 239-256. 
103)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에 관한 특별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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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기도 하므로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추

가적인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104) 나아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

정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 이익과 관련이 된다고 하더라

도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인 효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로

마Ⅰ규정 제9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고105) 예외적인 상황에서 외국법

의 적용이 명백히 법정지의 공서에 위배될 경우 공서의 법리로써 해결하

면 족하다고 본다.106)

  둘째,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소비

자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가 제공될 수 있

지만,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에 대하여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107) 이 

견해는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

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데, 양자는 상이한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인바

“이 규정의 어느 것도 법정지법의 최우선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로마Ⅰ규정 제9조 제2항의 명문의 규정과 이와 유사한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공동체 문서로의 전환 및 현대

화에 관한 녹서(이하“녹서(Green Paper)”)108)에서의 "소비자계약에 관

한 특칙은 최우선 강행규정의 가능한 적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109) 

  셋째,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특칙에 우선한다는 견해이다.110)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준거법이나 객관적 연결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 소속국

가의 강행규정에 우선하는 절대적 우선효를 가지며,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 경합하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

104) Bisping, p. 252.
105) Bisping, p. 255.

106) Bisping, p. 256.
107) Bochove, p. 152.

108)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sation, COM (2002) 654 final.

109) Bochove, p. 152.

110) 김인호, 2012,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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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111)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별연결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

다.112) 즉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강행규범

을 법률관계의 일정한 논점에 연결시킴으로써 이를 준거법에 우선시키는 

것이 입법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스위스 국제사법 제18

조113)의 문언으로부터 볼 때 이와 같은 입법의사는 비교적 분명히 드러

난다고 한다.114) 사견으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이 적용된다

고 하여 국제적 강행규정과 준거법 간의 관계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자체의 성질 상 준거법에 우선하는 것으

로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특히 한

국 국제사법의 경우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제7조)은“총칙”부분

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셋

째의 견해를 지지하며 본 논문에서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논의는 이

를 기초로 한다. 

3.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어느 국가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질법 규정, 즉 소비자보호 규정은 

준거법의 일부로서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 국제적 강행규정의 

법리를 통하여도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준거법에 추가하여 계약에 적용된다. 따

라서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서는 우선 소비자보호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관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하는 사견을 기초로 소비자보호 규정

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탐구한다. 

가. 학설 소개

111) 위와 동일.

112) 장준혁, 2007, 578면.

113)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Ⅵ. 스위스법의 강행적 적용 그들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하여 

지시되는 법과는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스위스법의 규정들은 유보
된다.

114)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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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 좁은 범위의 해석론은 국제적 강행규정은

“ordo-political rules”또는“Eingriffsrechte”만을 포함하는바 오직 공

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 일방

(예컨대 소비자와 대리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본다.115) 실제로 스페인 등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은 오직 공법

적인 규정만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116) 반면 넓

은 범위의 해석론은 모든 공적 이익은 사적 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인바 

적어도 충분히 많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공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국제적 강

행규정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117) 실제로 크로아티아, 덴마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국가들은 국제적 강행규정은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

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118) 한편 위와 같은 일원적인 기준을 

떠나 국제적 강행법규를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이를 ➀ 초개인적인 

국가적, 경제정책적인 공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규정인 간섭규범과 ➁ 계
약당사자들 간의 유형적인 불균형상태의 조정, 즉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특별사법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보다 실용적이라고 보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법의 문언 또는 목적으로부

터 보아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

지가 도출되는 경우에만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19) 프랑스에도 이와 같은 견해가 있는데, ➁ 유형의 국제적 강행규

정을 반강행적 규정(half-mandatory provision)120)이라고 부르기도 한

115) Garcimartin Alferez, 2008, p. 77. 
116) Szabados,  p. 17.

117) Hellner, p. 459.

118) Szabados, p. 17.
119) 석광현, 2011b; 석광현, 2007, 21-23면.

120) 여기에서의 "반강행적 규정”은 국내법에서의 편면적 강행규정과는 구분되는 개념
이다. 이는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왔던 국제적 강행규정과는 차
이가 있는, 본 논문에서의 ➁ 유형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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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1)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을 좁게 파

악하는 것으로부터 넓게 파악하는 순으로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일원적인 기준에 따른 좁은 범위의 해석론: 모든 소비자

보호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이원적인 기준: 일

부 소비자보호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에 속한다. 셋째, 소비자계약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통상은 국내적 강행규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일 수 있다.

  둘째 견해와 셋째 견해는 이론구성이 다를 뿐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

다. 양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

면 국제적 강행규정에 속할 수 있다. 사견으로도 이에 찬성하는바,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는 공법적인 성질을 가진 규정과 사법적인 성

질을 가진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성질을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규정이“공적 이익”과 무관하다

고 단언하는 것 또한 너무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122) 실제로도 이와 같

은 견해가 주류적이다.123) 로마협약에 대한 Giuliano-Lagarde 보고서124)

에서는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예시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고, Ingmar 사건125)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약자보호의 취지로 해

121) Szabados, p. 18.

122) 이종혁, 2019a, 202면도 同旨.

123) Bisping, p. 467; Melcher, p. 40. 
124) Giuliano-Lagarde Report 1980 OJ C 282/28. 

125) Ingmar GB Ltd v Eaton Leonard Technologies Inc. Case C-381/98 [2000]. 이 사건에
서 영국의 Ingmar GB Ltd(이하 "Ingmar”)는 캘리포니아 회사인 Eaton Leonard 
Technologies Inc.(이하 "Eaton”) 와 Eaton이 Ingmar를 영국 내의 독점적 대리상으
로 임명하는 대리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상계약은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계약은 1996년 종료되었고 Ingmar는 Eaton을 상대로 보수와 대리상지
침(제17조)에 따른 종료의 결과 입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영국의 High 
Court에 제기하였다. High Court는 계약의 준거법이 캘리포니아주법이므로 대리상
지침을 국내법화한 영국의 Commercial Agents (Council Directive) Regulation 1993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Ingmar는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소송을 중지하고 당해 사안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국내법화된 대리상지침, 특
히 대리상계약 종료 시 대리상에게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준거법
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유럽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구하였다. 유럽법원
은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 대리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상지침의 제17조와 
18조는 모든 대리상들을 위하여 역내시장에서의 설립의 자유와 왜곡되지 않는 경쟁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럽공동체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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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약자보호라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많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 점을 확인하고 있고,126) 

한국의 경우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나14040 판결127)에서 법원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과 같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

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128)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소비자보호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판단기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우선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함에 있

어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의 인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129) 그 이유는 계약분쟁에서 사법적 성질을 띠는 규정은 일반적으

유럽 전 역내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역외의 본인은 단순히 준거법조항에 의하여 이
를 회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황이 유럽공동체와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 대리상지
침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석광현, 2007, 25면 이하 참조.  

126)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Ⅴ. 1. 라. 참조. 

127) 본 사건에서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가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다투어졌다. 법원은 동 조항은 대리상계약에 의한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
는 계약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비록 그 입법취지에 일부 강행법규의 성격이 포함되
어 있다 하더라고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
시하였다.  

128) 여기에서 말하는“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
야 할 강행규정”은 국제사법 제7조에 해당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과 같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
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는 표현은 결국“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
과 같은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현
에 주목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도 추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쓴 것이다. 

129)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49. 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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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사법의 매개를 거쳐 적용되는데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적용된다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지 않는 국

가130)에 대하여 사법 영역의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특

칙을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세심한 고려를 거쳐 설정된 정치한 특칙

의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의 특정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안하고도 해당 특별사법 규정의 직접적용을 통하여 국가의 

특정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백히 드러나거나, 직접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규정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131)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징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징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 자체의 문언뿐만 아니라 

법규의 일반적인 구조, 목적 및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32) 그 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징

표로 공인받는 것은 법률이 규범 자체에서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는 취지의 조문을 두거나 또는 역외적용을 명시하는 조문을 두는 경우이

다. 따라서 이를 주된 기준으로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법률이 규범 자체에서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조

로마Ⅰ규정에서 재차 강조된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완전한 효력을 부
여하기 위하여 로마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에서‘강행규정’은 엄격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130) 이는 당해 국가가 준거법 영역에서의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국가임을 전제로 한
다.

131)“직접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규정의 적용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부분은 영
국 최고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Cox v Ergo Versicherung AG [2014] UKSC 22, 
para 29. 영국 최고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독일법인 상
황에서 영국 치명적 사고법(Fatal Accidents Act 1976)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
하여 추가 적용할지의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문언에서 준거법과 관계
없이 적용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묵시적인 규정을 통하여 ➀ 
역외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조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없거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지의 여부, ➁ 준거법과 상관없이 의회가 해당 법률을 통하여 영국 
법원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자 한 법정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을 실행
하고자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위 법률의 국
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하였다.

132) Agostinho da Silva Martins v Dekra Claims Services Portugal SA Case C-149/18 
[2007], para. 30-31;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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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둔 경우 이는 당해 법률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

한 징표가 된다. 예컨대 영국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

(Unfair Contract Terms Act)”제27조133) 제2항 b호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소비자인 경우, 그의 상거소지가 영국에 있고 본인 또는 대리

인이 진행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을 경

우, 영국 외의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동법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어도 영국이 법정지일 경우 이는 관련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서는“계약체결에 필요한 중요한 행위”가 영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

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자체가 영국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영국에서 승낙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족하다.134) 

그 밖에 독일의 과거“약관규제법(AGBG)”제12조에서도 외국법이 준거

법으로 지정되더라도 당해 계약이 독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 동

법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135) 또한 이탈리아 소비자법 제

67조, 스페인“소비자 물품판매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도 이와 같

은 예에 속한다.136) 

  다음으로 법률의 역외적용을 명시하는 조문을 둔 경우이다. 이러한 조

문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133) 조문은 아래와 같다.
    (1) Where the proper law of a contract is the law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

om only by choice of the parties (and apart from that choice would be the law 
of some count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sections 2 to 7 and 16 to 21 of t
his Act do not operate as part of the proper law.

    (2) This Act has effect notwithstanding any contract term which applies or purports 

to apply the law of some count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where (either or 
both)-

       (a) the term appears to the court, or arbitrator or arbiter to have been im
posed wholly or mainly for the purpose of enabling the party imposing 
it to evade the operation of this Act; or

       (b) in the making of the contract one of the parties dealt as consumer, an
d he was then habitually resid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ssen
tial steps necessary for the making of the contract were taken there, 
whether by him or by others on his behalf. 

134) Mann, p. 663.

135) 석광현, 2012d, 235면.
136) 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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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괄적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이 공법적인 규정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규정인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137) 공법

적인 규정일 경우, 명시적인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은 그것의 국제적 강

행규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징표가 되며 공적인 규정들로

만 구성된 법률은 그 자체가 국제적 강행규범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러한 추단은 비교적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종래 공법적인 규정은 국제

사법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자체의 적용범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138) 이와 같이 주어진 쟁점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

이 적용되는가라는 형태가 아니라 규범의 적용여부를 묻는 형태로 문제

가 제기되는 것은 국제행정법 또는 국제공법의 문제이다.139) 한국의 경

우,“대외무역법”,“외환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은 이러한 법률의 전형적인 예이다.        

  반면 사법적인 규정일 경우, 그것이 포함된 규범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직접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

렵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국제사법이 양면적 저촉규칙을 상세히 두고 있

는 국가에서 역외적용은 주로 공법적인 규제를 주로 염두에 둔 것140)이

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정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우선은 ➀ 해당 사법 규정이 속한 규범의 성질, ➁ 사법적 규

정의 비중과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141)은 공법적인 규정을 대거 두고 있지만 제6조나 제

82조 등의 사법적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사법적 규정은 적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보조적 역

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법적 규정도 국제적 강행

137) 여기에서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의 구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공
법적인 규정에도 사익적인 고려가 포함될 수 있고 사법적인 규정에도 공익적인 고
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의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
정의 구분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규정의 문
언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138) Melcher, p. 40. 

139) 석광현, 2012b, 164면.

140) 석광현, 2012c, 219면.
141)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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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참고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GDPR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는 유럽 내에 관리 또는 처리 시설을 두고 있

는 개인정보 취급활동뿐만 아니라142) 그 활동이 ➀ 유럽연합 정보주체

(data subject)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➁ 연합 내에서 발

생한 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련될 경우 유럽연합 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연합 외 주체의 개인정보 취급활동에도 적용된다.143) 또한 동

조 제3항에서는 국제공법에 의하여 회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동 규정

은 연합 외 관리자의 개인정보의 취급활동에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승객보상금규정”144)은 완전한 사법적 

성질의 규범이다. 비록 동 규범에서도 역외적용의 근거가 될 법한 조항

을 두고 있지만 이것만을 근거로 동 규범이 사회공익 또는 약자보호의 

취지에서 당사자 간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 참고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승객보상금규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➀ 출발지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한 공

항일 경우, ➁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일 경우 도착지가 유럽연합 회

원국의 영토에 위치한 공항일 경우, 그 승객에 대하여 적용된다.145) 다만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서 동 규정은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 밖에 법규의 역외적용 조항의 적용요건이 간명하게 설정되었을수록 

그것은 공법적인 규정만 대상으로 하였을 확률이 높다. 사법적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입법자들은 해당 규범

의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에서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해당 조

항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을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

다.146) 따라서 이른바 영향이론147)에 입각한 적용범위 규정을 둔 한국

142) art. 3(1).

143) art. 3(2).

144)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95/91.

145)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포함한 규범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책임에 관한 것일 경우, 이는 로마Ⅰ규정 제
23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특별 저촉법 규칙으로 인식된다. Melcher 참조. 따라서 법
정지가 유럽연합 국가일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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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은 동법에서 정한 역외적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확률

이 높다. 

  한편 만약 역외적용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국제적 강행규정성은 한

층 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 개별 규정이 국

제적 강행규정으로 판단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렇더라도 기타 조항으로

부터 특정 규정을 역외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아래

와 같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다. ➀ 해당 특별사법 규정이 속한 규범

이 행정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적으로 관할을 가지는 관청을 통한 정규적

인 집행을 규정하였는지 여부,148) ➁ 해당 특별사법 규정이 속한 규범이 

국제적인 거래를 염두에 둔 규범인지 여부, ➂ 해당 특별사법 규정의 내

용상 이를 위반한 계약의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는지의 여부. 이러한 질

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답이 제시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해당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될 확률은 높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판단에 의문이 있으면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추정하여야 한다.149) 

4. 소비자계약에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는 소비자 보

호 규정 

  준거법의 맥락에서 문제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원천에 따라 준거

법 소속국, 법정지국과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법정지

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계약에 적용될 확률이 가장 높다. 준거법 소

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인 경우, 그것이 사법적인 성질을 띠는 것인 경

우에는 당연히 준거법의 일부로서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될 것이므로 소

146) 구체적인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영국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제27조
와 독일의 과거 약관규제법(AGBG) 제12조를 들 수 있다.

147)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석광현, 2012b, 165면 이하 참조.

148) 석광현, 2007, 30면.
149) 석광현, 2012d, 235면에서는 이를 간섭규범 판단의 맥락에서 언급하였지만 동 논리

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경우 특별사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 35 -

비자계약의 맥락에서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제3국의 국제적 강행

규정인 경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국의 규범을 적용하는 것 

자체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이고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는 문화재보

호150)나 외국환거래151)와 달리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할 조약

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연결점으로서의 법정지에 대하여만 부연한다. 

  여기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원천으로“법정지”를 강조하는 근거는 

어느 규범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이 그 국가 영토에 있는 모

든 사람과 모든 법적관계에 적용된다는 이른바 속지주의 이론152)이나 법

정지의 강행법규는 당해 규정의 목적으로부터 그 성격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준거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강행법규의 특별연결이론153)으로 설명된다. 

  로마체제의 규범들은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로

마협약 제7조 제2항에서는“이 협약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사안을 

강행적으로 규율하는 법정지의 법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고 로마Ⅰ규정 제9조 제2항에서는“이 규정의 어느 것

도 법정지법의 최우선 강행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

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Unamar 사건에서 이와 같은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➀ 로마협약 제7조와 로마Ⅰ규정에서의 

해당 조항을 동일하게 해석할 것과154) ➁ 해석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

되155) ➂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해당 법규의 구체적인 조항 외에도 그 법

150) 예컨대 UNIDROIT의“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제3장에서는 체약
국인 문화재의 기원국의 문화재보호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존중할 의무를 부
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석광현, 2020d 참조.

151) 예컨대“국제통화기금협정”제Ⅷ조 2(b)에서는 국제통화제도의 협력을 위하여 가맹
국에게 다른 가맹국의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외국의 외국환거
래법에 대하여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타당하지 않고 회원국은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석광현, 2020a 참조.

152)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47.

153) 신창선, 2011, 271면.
154)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48.
155)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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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가 국가에 의하여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한, 그것의 일반적인 구조와 본질적으로 강행

규정성을 띠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156)고 설

시하였다. 따라서 만약 이 기준을 따른다면 위에서 언급한 영국의“불공

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당 법률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

된다는 취지의 조문을 둔 규범은 물론, 법정지의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지침을 입법화한 규정들도 동 법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제사법 제7조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입법목적

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

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도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지인 한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중국 법률적용법 제4조

에서도“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섭외민사관계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을 직접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한국과 중국의 국내 실질법에 포함된 소비

자보호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준거법에 관계

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Ⅲ. 공서에 의한 제한 

　공서는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

다. 즉 위에서 설명한 어떤 법리도 적용되기 어렵더라도 당사자가 선택

한 준거법은 공서에 위배되는 한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

래에서는 우선 국제사법의 맥락에서의 공서의 의의를 검토한 뒤 그것과 

국제적 강행규정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１. 공서의 의의 

  국제사법의 맥락에서의 공서는“국제적 공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

156)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 (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par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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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에서 의미하는 국내적 공서와는 구분된다.157) 이는 국내적 공서보다 

더 좁은 개념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적 기준에만 따를 것이 아

니라 외국의 관념도 참작하여야 한다.158) 추상적으로 이는 어느 국가의 

중대한 이익, 기본 정책 또는 도덕의 기본 관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서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도 어느 것이 국제적 공서에 해당하여 준

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렵

다.159) 

  일반적으로 공서의 개념은 법정지의 그것으로서 법정지의 중요한 가치

를 수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컨대 로마Ⅰ규정 제21조는“법정지의 

공서”라는 표제하에“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법정지의 공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거절된

다.”고 정하고 있고 한국 국제사법 제10조는“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

법의 규정”이라는 표제하에“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밖에 중

국법160)이나 영국법161)상의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교적 특이하게, 미국 저촉법 재기술에서는 객관적 준거법(lex 

causae)상 기본적인 공서를 문제삼고 있다. 이는 실제로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원용되고 있다. 즉 당해 법률관계의 객관적 준거법이라고 판

단되는 소비자의 주법이 집단적 구제방식에 의하여 권리를 추구할 소비

자의 권한을 인정하는데,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으로써 

위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그 국가의 기본적인 공서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162)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공서의 

법리는 충분히 원용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집단적 권

리구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157) Mills, p. 487.
158) 석광현, 2013, 177면.

159) 석광현, 2013, 178면.
160) 중국 법률적용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법의 적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

에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161) Briggs, p. 208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하에 공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62)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Ⅲ.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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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적용할지의 여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객

관적 준거법의 공서에 의한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구제제도를 박탈하는 것이 법정지의 공서에 위배되는지의 문

제로 논의될 수 있다.

２. 국제적 강행규정과의 관계

  공서와 국제적 강행규정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평가되는바,163) 국제

적 강행규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많은 경우 공서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자는 모두 준거법에 대한 통제의 도구로 쓰인다는 면

에서 공통성이 있다.164) 양자가 이와 같이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처해 

있음은“공적 이익에 대한 고려는, 회원국의 법원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서와 최우선 강행규정에 근거한 예외의 적용가능성을 정당화한다.”고 

명시하는 로마Ⅰ규정 전문 제37항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165)

  다만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은 법정지의 공적 이익을 반영하는 국가

의 법, 또는 제한적인 경우 법정지가 보호하고자 하는 제3국의 이익을 

반영한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인 반면, 공서는 준거법으로 선택된 

기타 규범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법정지의 소극적인 회답이라고 할 수 

있는 면166)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즉 국제적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

법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의 내용에 관계없이 곧바로 적용되

는 반면, 공서조항은 우선 국제사법에 의하여 일단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그를 적용한 결과가 공서에 반하는 때에 비로소 적용되어167) 

그 결과를 부정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서 요건은

163) Wojewoda, p. 184. 
164) Mills, p. 476.

165) 조문은 아래와 같다. 
     (37) Considerations of public interest justify giving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the possibilit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applying exceptions based on 
public policy and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The concept of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expression ‘provisions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and should be construed more 
restrictively.

166) McParland, p. 684. 
167) 석광현, 20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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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무기”(last-ditch weapon)라고 평가되기도 한다.168) 그 밖에 강

행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사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데 그 중의 하나로 공서의 위반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는 면에서 양자

는 구분된다. 또한 공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법의 적용 과정에서 법정지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강행규정의 적용여부는 법정지의 안전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거쳐 판단될 수 있다는 

면에서 양자 간 차이가 존재한다.169) 

제3절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당사자자치 원

칙의 제한

Ⅰ.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필요성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은 소비자거

래의 주체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역량에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

히 현재 국제적인 소비자거래가 점증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확

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질법적 맥락에서는 물론 국제사법의 맥락

에서도 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을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실질법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소비자계약에서 위와 

같은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설시를 소개한다. 

이어 국제사법의 맥락, 특히는 준거법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아래의 각 부분의 이론은 내용상 동

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중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소비자계

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강

력한 근거가 된다.

1.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교섭력의 격차

  전통적인 이론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

168) Wojewoda, p. 193. 
169) Wojewoda, p. 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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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교섭력의 격차(inequality of bargaining 

power)에서 찾는다.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무지(ignorance), 무경험이

나 수요로 인하여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이용하

여 약자인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착취한다면 일반원칙으로서의 계약자유

는 제한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소비자계약에서 비교적 전형적이

라는 것이다.170) 나아가 이는 영국법상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

는 이른바“불공평성(unfairness)”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한다.171) Uoydt Bank Ltd v Bundy 사건172)에

서 Denning 판사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막강한 교섭력으로 약자를 궁

지에 밀어넣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설시함으로서 교섭력의 격차와 

불공평성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173) 국내의 자료에서는 이는 소비

자의 열등성,174) 협상력 불균등,175)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176) 등으로 설

명된다. 

  경제학적인 맥락에서 이는“착취이론(exploitation theory)”으로 표현

된다. 동 이론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제한할 것이라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품질보증에 사법적(司法的) 개입이 없다면 사업

자는 소비자에게“가치가 없는 쓰레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177) 이

에 따르면 품질보증과 같은 거래의 조건은 우월한 지위에 처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며 무의식적으로 이에 따르는 소비자는 사실상 사

업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178)

  이러한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은 국제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더욱 

확대된다.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국가에 주소를 두었거나 다양

한 국적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상대하여야 

170) Beale, p. 128-129.

171) Thal, p. 17-33.
172) Uoydt Bank, Ltd v Bundy [1975] QB 326.

173) Thal, p. 18.
174) 권오승, 8면 이하에서는 소비자의 열등성을 정보면에서의 열등성, 기술조작에서의 

열등성, 부담전가의 열등성, 조직력과 시장지배력의 열등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다. 

175) 이은영, 10면.

176) 여정성/최종원/장승화, 9면.

177) Priest, p. 1301.
178) Priest, p. 129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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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79) 제공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

여 알기가 어렵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국의 법이 정한 권리를 외국에서

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에 가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180) 그리고 소비자거래는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181) 

2. 정보의 비대칭성182)

  한편 일부 논자는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소비자라는 주체가 구

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하여 상품 또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 체결 후에 사용 또는 체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183) 이때 경쟁은 보다 손쉽게 관찰되는 특성(주로는 가

격)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며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품질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고,184) 나아가 품질이 저조한 상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레몬시장185)을 형

성한다.  

  이와 같은 레몬시장은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사업자는 

반복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준거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추구하는 이익에 비하여 외국법을 

179) Comba, p. 17.

180) Comba, p. 18.
181) Tang, 2015, p. 9.

182) 영어로는“information asymmetries”로 표현한다.
183) Rühl, 2011, p. 573.
184) 이은영, 9면. 
185) 여기에서의“레몬시장”은 경제학 용어이다. 사업자는 거래의 대상인 상품 품질을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시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만 내놓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품들로 구성된 시장을 이른바“레몬시장”이라고 한다. 중고차 판매시장을 예로 
들어“레몬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한 논문은 Akerlof, p. 488-5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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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준거법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준거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한 후에 고려하게 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낮은 법을 선호하게 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186)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레몬시장은 시장의 자가 치유 메커니즘으로 

극복될 수 있지만 준거법의 맥락에서의 레몬시장은 그것에 의한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칙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레몬시장은 이른바 Screening Mechanism 으로 극복될 수 있다. 

즉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소비자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으로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

복함으로써 레몬시장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준거법 맥락에서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준거법에 관한 정보는 복잡성

과 전문성이 강한 이유로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하여 쉽게 획득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실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소액의 

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문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➁ 상품 또는 서비스의 레

몬시장은 이른바 Signalling Mechanism 으로도 극복될 수 있다. 즉 사업

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고지

하고 품질보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가 있으면 양

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이 가격을 높이지 않고도 

위와 같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들의 평판이 높

아져 궁극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

이다. 다만 이는 준거법 맥락에서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준거법에 있어서 평판이라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

다.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준거법이 

좋은 평판을 쌓아 그러한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87)  

186) Rühl, 2011, p. 574.
187) Rühl, 2011, p. 57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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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이성적인 선택에 대한 기대의 결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가 그에 따

라 이성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즉 경제적 효율을 촉

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의 품

질 등을 확보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는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상의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후자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188)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는 계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시의 기분이나 과도한 자신감의 영향

을 받는 경우도 많다.189) 

  이러한 논증은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가능하다. 즉 소비자에게 외국법

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주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의하지 않고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190)하거나 오직 경험적인 규칙

(rules of thumb)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준거법 

선택 규칙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오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는 배심제와 징벌배상으로 인하여 많이 알려진 미국의 어느 주법

을 즉흥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이에 대한 규율이 미비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91)192)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기대하

기가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소비자들에 비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이 그들에게 바람직한가를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이른바 가부장적 소비자보호론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이라고

도 부르는데,193) 이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188) Comba, p. 18.

189) Ibid. 
190) 여기에서“적절한 정보가 주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의하지 않

고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간명하게 휴리스틱(heuristics)이라고 표현하
기도 한다. 

191) Rühl, 2011, p. 583.
192) 다만 Giesela Rühl은, 현재로서는 축적된 사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준

거법 영역에서의 당사자자치의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시기상
조라고 평가한다. Rühl, 2011, p.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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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된다. 

Ⅱ.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의 이론적 토대

1. 저촉법에서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

  전통적인 국제사법이론은 국제사법과 실질법을 완전히 구분하면서 전

자는 공간적(spatially)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내용상 실질적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194) 이러한 

이론은 국제사법의 기능은 국제적인 분쟁이 그것과 가장 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

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과 무관하게 준거법의 소속국이 적절한 

국가인지에 대한 판단에만 집중하여 그것이 적절한 국가이면 그 국가의 

법이 곧 적절한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준거법 

선택의 적절성은 그 법의 내용이나 분쟁해결의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것

이 아니라 영토적인 기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기반 

하에서 국제사법이 추구하는 "저촉법적 정의(conflict justice)”와 완전히 

국내법의 맥락에서만 고려되는“실질법적 정의(material justice)”는 다

른 것이었다.195) 

  그러나 위와 같은 준거법 선택 방식은 사건 자체의 합리적인 해결 결

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즉 실질법과 

저촉법은 모두 국내법이므로 실질법과 마찬가지로 저촉법도 개개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였기 때문

에 저촉법적 영역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려웠다는 취지이

다.196) 따라서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저촉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질법

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적

인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쟁의 해결

은 순수한 국내적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193) 여정성/최종원/장승화, 10면.

194) Kegel, p. 616.

195) Symeonides (ed.), p. 43-45.
196) 최흥섭, 2019, 5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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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다. 이에 따를 경우 적절한 국가이면 그 국가의 법이 곧 적절한 

법이라는 종전 이론에 따른 가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법원은 준거법의 

적용이 실제로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

당 준거법의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197) 

2. 미국에서의 이론적 정립

  20세기초부터 전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국제사법에서도 실질법적인 

정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

었고, 1950년대부터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서 지배적이었다.198) 미국 저촉

법적 혁명199)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이론의 전개상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실

질법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비

록 소비자라는 주체를 특정화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견해들은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법적 정의를 고려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들이 전개한 이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1920년대 Walter Wheeler Cook 가 주장한“현지법 이론(local 

law theory)”은, 전통적인 기득권 이론을 부정하고 저촉법의 기능은 국

제적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법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0) 그는 법정지는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법을 적용하지도 외국에서 인정된 

권리를 승인하지도 않는바, 외국법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국내적 구제

책을 찾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의 주요 공헌은 기존의 이론

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을 위한 발상의 기초를 마련해준 것이다. 즉 준

거법의 선택은 그가 주장한“사회적 유용성”이나“입법의 목적”등에 

대한 고려와 같이 그 법의 내용 자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 법률의 소

속국만을 보는 것은 그릇된 것임을 시사한다.201) 

197) Symeonides (ed.), p. 45.

198) Vitta 참조.
199) 미국의 저촉법적 혁명은 주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지만 준거

법 결정 시 실질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론적인 발단을 제시한 면에서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 

200) Symeonides, 200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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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1930년대 David F. Cavers는 문제되는 사건에서 준거법이 어떻

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준거법이 속한 국가

만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정 사례에서 법이 적용

되는 결과를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것을 주장하였

다.202) 이러한 견해는 영토적인 연관성만을 기반으로 준거법을 확정하는 

기존 이론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그 밖에도 내재된 정책, 구체적인 사례

의 특성,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정의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203) 

  셋째, 1950년대말 1960년대초 Brainard Currie는 위 이론의 기초 위에

서 저촉법적 규칙의 적용을 거부하고 정책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준거법

을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정책적 이익분석(governmental interest 

analysis)”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지법이 아닌 외국

법의 적용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법에 나타난 법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하면 이익을 얻을 국가의 합리적 상황을 검토하고, 어느 한 국가만 

그 국가의 법정책을 적용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국

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4) Currie의 이론상 위와 같은 경

우는 거짓 저촉(false conflicts)에 해당하는바,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정지

가 이러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자국의 법정책을 적용하는 다

양한 국가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진정한 저촉(true conflict)이 

있는 경우에도 위 국가에 법정지가 포함된다면 법정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법정책 적용에 대한 어느 국가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았다.205)

  넷째, 1960년대 Robert A Leflar은 준거법의 결정 과정에서 법원이 고

려하여야 하는 5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➀ 결과의 예측

가능성 ➁ 주제(州际)적 및 국제적 질서의 유지 ➂ 사법 업무의 단순화 

➃ 법정지의 부분적 이익 증진 ➄ 우월한 법의 적용 등이 있다.206) 여기

에서 ➄는 이른바 우월한 법 접근법(better law approach)으로 불리운다. 

201) 구체적인 내용은 Cook, p. 457 이하 참조. 

202) Symeonides, 2006, p. 13.
203) 구체적인 내용은 Cavers, p. 173 이하 참조. 

204) 최흥섭, 2019, 442면 이하.

205) Symeonides, 2006, p. 18-22.
206) Leflar,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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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기에서의“우월한 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의의 

당사자들이 공평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법

원은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역만을 선택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고

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될 법의 내용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

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문제를 유형화하여 그것이 어떤 분

야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준거법의 적용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여 

당사자의 청구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7)

  다섯째, 1980년대 Luther L. McDougal이 제기한“최상의 법 접근법

(best law approach)”208)은 위 Leflar 교수의 접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Leflar 교수의 이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그를 기초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상의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견

해이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최상의 법을 선택하기 위

하여 관련된 모든 이익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

대한 관련이 있는 모든 국가(또는 주)의 이익, 적용되는 공동체 정책에서 

반영된 국가(또는 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 여러 국가 및 지역

공동체의 공동 이익 등이 포함된다.209) 그럼에도 McDougal 교수는 위와 

같은 이익의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런 이익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사건에

서 선호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이익을 구

성하여야 한다210)고 주장하였다.   

Ⅲ.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한 제한의 발전 연혁

1. 유럽연합에서의 발단 

  

  비록 추상적인 이론은 최초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유럽은 독특한 지리적 및 상업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이론을 

207) 구체적인 내용은 Leflar, p. 295 이하 참조. 

208) McDougal, p. 483-534.

209) McDougal, p. 484.
210) McDougal,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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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라는 유형화된 집단에 접목시

킨 면에서211) 소비자에 대한 국제사법적 보호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였다. 20세기 유럽의 법률가들은 국제사법에 대하여 이론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회정책 또는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제사법의 기

능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70년대부터 유럽의 국제사법 규칙은 사회정책

의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212) 구체적으로 2차 세계대

전 후 소비자 시장의 발전과 소비재의 빈번한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 보

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1960년대부터 서유럽에서 소비자정책이 

부상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국내법이 제정되는 경향이 나타나

면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더불

어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

다는 문제의식이 출현한 것이다.213)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정한 최초의 명문규

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214) 이른

바“브뤼셀협약”이다. 동 협약은 최초 1968년 체결되었으나 당초에는 

소비자계약 자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고 제4절에서“할부판

매계약과 대차의 문제에 관한 국제재판관할”（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instalment sales and loans）이라는 표제하에 할부판매, 명백

히 물품의 판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차에 관한 

문제215)의 국제재판관할 특칙만을 다루었다. 1978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211) 그러나 유럽에서의 이론적 발전이 미국의 저촉법 혁명으로부터 기원한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Vitta, p. 1-18에서는 유럽에서의 이론은 미
국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았다는 견해를 취하는 반면, Tang, 2015, p. 5에서는 
유럽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국제사법적 보호는 미국의 저촉법혁명에서는 간과된 국
제재판관할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12) Tang, 2015, p. 5.

213) Ibid. 

214)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브뤼셀협약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68).

215) 브뤼셀협약 제13조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13 In matters relating to the sale of goods on instalment credit terms, or 

to loans expressly made to finance the sale of goods and repayable by 
instal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is Sec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4 and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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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국 등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4절의 표제는“소비자계약에 대

한 관할”로 바뀌었고 관련 조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개정되어 제13조

부터 제15조에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특칙을 두었다. 추후

에 개정된 브뤼셀Ⅰ규정과 현행 규범인 브뤼셀Ⅰrecast에서도 조항의 번

호와 내용에 대한 변화는 있었으나 개정된 브뤼셀협약과 마찬가지로 소

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을 두고 있다.216)

  준거법의 맥락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대하여 최초의 명문규

정을 둔 것은 1978년 제정된 오스트리아 국제사법217)이다. 동법 제41조

에 따르면 소비자 상거소지국법이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

고 소비자계약이 그 국가에서 기업 또는 그 직원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을 경우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적

용하여야 하며, 그 국가의 강행법규에 관한 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당사

자들의 준거법 선택은 인정되지 않는다.218)219) 그 외에도 이 시기 국제적

인 협약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문서들이 제출되었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의 특

정 유형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 초안220)221)이고 다른 하나

는 로마협약 초안이다. 전자는 1980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14회기에서 

216) 브뤼셀체제 규범에서의 소비자계약 특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
1절 Ⅰ. 1. 부분 참조. 

217) 현재로서, 제36조 내지 제45조는 연방관보 1998 I/119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1997
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상 채무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연방관
보 1998 Ⅲ/166 가입협약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법무부, 2001, 316면.

218) Palmer, p. 219, 232 참조.
219) 조문은 아래와 같다. 
     Consumer Contracts 41. (1) Contracts for which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one 

party has his habitual residence grants this party special private law protection as 
a consumer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that law in those cases in which the 
contracts have resulted from an activity undertaken in that state and intended to 
result in such contracts by the entrepreneur or by persons employed by him for 
such purpose.

     (2) To the extent that mandatory provisions of that law are involved, a 
contractual choice of law to the detriment of the consumer shall be 
disregarded.

220) 이에 관하여는 Report on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consumer sales. 
https://www.hcch.net/en/publications-and-studies/details4/?pid=2972 참조. 

22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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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발효되지 않았지만,222) 후자는 1980년 협약(로

마협약)으로 채택되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다.“계약상 채권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 이른바“로마협약”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둔 첫 협약이다. 협약은 제5조에서

“일정한 소비자계약”이라는 표제하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추후에 개정된 현행 규범인 로마Ⅰ규정에서도 조항의 번호와 내용에 대

한 변화는 있었으나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결

정의 특칙을 두고 있다.223)  

   

2. 국내법에서의 수용224) 

  198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많은 국

가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꾸준히 발전되었다. 1986년 개정된 

독일 구 민법시행법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여 로마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법화하였다.225) 따라서 독

일 민법시행법 제2장 국제사법, 제5절 채권법 하의 제29조에서는 로마협

약에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226) 또한 1987년 스위스 

국제사법 제120조 제2항에서도 특칙을 도입하였다. 다만 이는 로마협약

의 규정방식과는 달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지

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한다.227)  

   1991년 캐나다 퀘벡주의“민법전”228)에서도 이러한 특칙을 도입하였

다. 구체적으로 제3117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

에 대한 명시적인 청약 또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

222) Tang, 2015, p. 8.

223) 로마체제 규범에서의 소비자계약 특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
절 Ⅰ. 참조. 

224)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225) 이호정, 139면; 석광현, 2013, 666면, 각주 11.

226) 현재로서는 2009년 로마Ⅰ규정의 발효를 계기로 기존의 제27조부터 제37조의 규정
은 전부 삭제되었다. 다만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제46b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Ⅰ.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스페인 부분에서 다룬다. 

227)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Ⅱ. 부분 참조. 
228) Civil Code of Quebec (LRQ, cC-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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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주문을 그 국가에서 

받은 경우, 당사자가 선택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 거소지

(residence)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규정은 계약 상대방의 권유하에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외국으로 여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229) 1995년 이탈리

아“국제사법”230) 제10절 계약상 채권관계 제57조에서는“계약상 의무

는 어느 경우에도 1984년 12월 18일 법률 제975호에 의하여 발효된 계

약상 채무관계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6월 19일 로마협약에 의하며, 다

른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어 소비자계

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로마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확인하고 있

다. 또한 1999년 슬로베니아“국제사법 및 절차법”231)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이 소비자의 영구적 거소지에서의 청약 또는 광고에 

의하여 체결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

우, 또는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representative)이 소비자

의 주문을 그 국가에서 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이 계약체결을 추진할 목

적으로 준비된 여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기타 국가에서 체결되었거나 

주문이 접수된 경우, 소비자의 영구적 거소지(permanent residence)국법

은 당사자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소비자계약에 적용된다.232) 

  21세기에 진입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수용되었다. 2001년 개정된 한국“국제사법”제27조,233) 미국“통일상

법전” 제1-301조234) 및 같은 해의 러시아 연방“민법전”235) 제1212조

에서도 이를 도입하였다. 러시아 연방“민법전”제1212조 제1항에 따르

면,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의 거소지(place of residence)에서 활동을 

진행하였거나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일

련의 법역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계약이 그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경

229)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c, p. 3052.

230) Reform of the Italian Syste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aw of 31 May 1995, 
No 218)

231)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Procedure Act of 1999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lovenia, Nos. 56/1999 and 45/2008)

232)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c, p. 3787.

233)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6장 참조.

234)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Ⅲ. 참조.
235) The Civil Code of Russian Federation (No 146-FZ of November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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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은 소비자 거소지의 필수적 규범

(imperative norms)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236) 이어 2006년 일본의“법적용에 관한 통칙법”(이하 “법적용

통칙법”이라 한다) 제11조,237) 2007년 터키“국제사법 및 민사절차법

전”238) 제26조, 2011년 중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하 “법률적

용법”이라 한다) 제42조239)에서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

였다. 그 중 터키“국제사법 및 민사절차법전”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소비자 상거소지의 강행규정

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최소한의 보호(minimum protection)를 박탈할 

수 없다.240) 

3. 미주 국가들의 새로운 시도

  준거법 맥락에서의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일찍이 초국가적 협약인 

로마체제의 규범에서 출범하였고 많은 국내법도 그 영향을 받았으나 로

마체제의 규범을 제외하고는 이 점을 명시한 협약으로서 발효된 것은 없

다. 다만 준거법 결정 규칙을 정한 국제문서241)에서는 소비자계약을 적

용범위 자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242) 이는 소비자계약의 특수성을 

236)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c, p. 3683.
237)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Ⅳ. 참조.

238) Cod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No 5718 
of November 2007)

239) 구제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Ⅴ. 중국 부분 참조.

240) Tekinalp/Nomer/Boztosun, p. 101.
241) 여기에서의“문서”는 협약, 원칙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의미한다.

242) 구체적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1986년 협약
(Convention of 22 December 1986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full-text/?cid=61 참조)은 제2조 c항
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명시적으로 소비자계약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
한다. "c.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이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어야 하
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그 밖에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 제1조 제1항
에서도 아래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명시적으로 소비자계약을 원칙의 적용범위
에서 배제한다.“1. 이 원칙은 각 당사자가 그의 영업 또는 직업활동으로 행위하여 
체결하는 국제계약에서 법의 선택에 적용된다. 이 원칙은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
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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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계약자유의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

의 특수한 저촉법규칙의 적용여지를 열어둔 점에서243) 소비자보호의 취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21세기에 진입하여 미주국가연합은 제7차 국제사법에 관한 미주간 특

별 회의244)245)에 앞서 준거법 맥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일련의 

국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특칙에 대한 국제

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

다. 구체적으로 미주국가연합의 차원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할 것과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성안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전자는 캐나다의 접근방식이고 후자는 브라질의 접근방

식이다.246) 다만 미국은 보다 실용적인 취지에 입각하여 소비자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소액청구의 접수 절차를 마련할 것, 판결의 집행에

서 국가간 협력의 대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전자적 중재를 허락하는 등 

방법을 제안하였는바,247)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에 대한 통제와 같은 

전통적인 해결방식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에 앞서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실용적인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다.248) 이와 같은 미국의 영향력이 컸

고 2010년 캐나다도 위의 제안을 철회하는 문서249)를 제출하면서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위와 시도는 현재로

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게 되었다.  

Ⅳ.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1. 수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 

 

243) 이혜랑(역), 21-22면 참조. 

244) Inter-American Specialized Conferenc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DIP-VII)
245) 문서 전문(全文)은 https://www.oas.org/consejo/CAJP/PIL.asp#CIDIP 참조.

246)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Ⅲ. 참조. 

247) Stewart, p. 262.
248) United States Response to Proposals for a Convention and Model Law on Jurisdicti

on and Applicable law (CP/CAJP-2837/10). 문서 전문은 http://scm.oas.org/pdfs/2010/
CP24179E%20Attachment%201.pdf 참조.

249) 문서 전문은 http://scm.oas.org/pdfs/2010/CP25164E.pdf 참조.

http://scm.oas.org/pdfs/2010/CP24179E%20Attachment%201.pdf
http://scm.oas.org/pdfs/2010/CP25164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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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 소비자(passive consumer)는 능동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유인을 받아 시장에 진입한 

소비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물품에 대한 요구를 상

거소지국에 한정하는데, 외국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의 광

고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약의 당사

자가 된다. 즉 이들은 국제계약의 개시인(initiator)이 아니라 외국 사업자

의 상업적 활동의 대상에 속한다.250)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는 

취약성이 있고 유럽연합의 맥락에서도 오래 전부터 국제적 소송에서 보

호대상이었으며 국제계약의 맥락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

을 받는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는 협약 및 국내법에서

는 수동적 소비자의 확정기준을 특칙의 적용요건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

다. 예컨대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서 특칙의 적용요건으로서 ➀ 계약체

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청약 또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법

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➁ 소비자의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또는 ➂ 계약이 물품의 판매에 관계되고 소

비자가 그 국가로부터 외국으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주문을 한 경우 그 

여행이 매도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경우 등 수동적 소비자의 확정요건을 정하고 있다.251)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능동적 소비자(active consumer)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국제적 시장에 진입할 의도를 가진 소비자를 말한다. 그 예

로 외국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외국에 간 소비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에 의하여 그러한 여행이 주선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252)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53) 그 역사적인 이유는“소비자들은 자신의 법을 가지고 여행하

지 않는다.”는 문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독일의 소비자가 뉴욕에 

여행하여 거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그는 자국법의 적용을 기대

250) Thiede/Schacherreiter, p. 27-28.
251) 동 조항의 구체적인 해석론, 그 밖의 국제적 문서 및 국내법에서의 예시적 규정은 

본 논문 제3장 참조.

252) 로마협약 제5조 제2항 참조.
253) Thiede/Schacherreiter,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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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사업자의 입장으로부터 볼 때 만약 그가 독일의 시장을 지

향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라면 독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254) 그러나 이는 능동적 소비자가 사업자와 같

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 현지의 소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55)

  인터넷거래의 점증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칙의 적용이 계

약체결지와 관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능동적 소비자도 특칙의 적

용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다.256) 이는 아마도 기존의 로마협약 제5조 제2

항에 대응되는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 b호에서 지향된 활동기준257)을 

도입하면서“소비자가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그 대신“그 계약이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

의 범위 내에 속할 것”을 요건으로 삼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평가일 것

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견해는 로마Ⅰ규정은 수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 사이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본다.258) 그러나 이와 반대로 로

마Ⅰ규정의 관련 조항이 위와 같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은 

여전히 수동적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평가가 있다.259) 사

견으로는 후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수

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계약체결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의 의도를 가지고 계약

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기존의 기준에 따른 능동적 소비자의 요소가 있는 소비자들도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의 소비자

의 유형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비

자가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가상공간에서

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지향된 활동기준(directed activity criterion)

254) Garcimartín Alférez, p. 74.
255) Ibid.
256) Thiede/Schacherreiter, p. 28.

257)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2. 지향된 활동기준”부분 참조.

258) Thiede/Schacherreiter, p. 28.
259) Garcimartín Alférez,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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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된 활동기준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서 본 논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향된 활동기준은 사업자의 활동이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을 지향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260) 이에 긍정적인 해답이 제시되면 소

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이에 부정적인 

해답이 제시되면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기준은 최초로 브뤼셀Ⅰ규정 제15조 c항에서 명문으로 채택되었고 로

마Ⅰ규정 제6조 제1항 b호도 동일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

향된 활동기준은“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자신의 상업적 또는 

영업적 활동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수 개의 국

가를 지향하여 행하였을 경우”비로소 충족된다.

  전통적인 거래에서도 사업자의 이와 같은 지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

정할 수는 없지만261) 여기에서 말하는 지향된 활동기준은 주로 인터넷거

래를 고려한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는 외국 사업자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자신과 사업자가 

실제로 위치한 국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

다.262) 그러나 소비자가 자국에서 접속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인터넷상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이트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거래유형, 거래형태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3. 상거소(habitual residence)

  상거소라는 개념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널리 사용된

260) Renting, p. 41.
261) 전통적인 거래의 맥락에서도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외국에 위치한 특정 소

비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인정된다
고 평가될 수 있다.

262) Gillies,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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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특징적 급부를 제공하는 당사자

의 상거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는 법률에 규정된 연

결점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사실과 법이 혼합된 문제263)이

므로 과도한 인위적 또는 기술적인 개입을 요하지 않는다.264) 따라서 상

거소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학설 또는 판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

다.265) 축적된 바에 따르면, 상거소의 판단기준을 둘러싼 논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주의사의 요부이다. 우선은 상거소의 판단은 객관주의를 취하

므로 이러한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66) 상거소의 정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둔 스위스 국제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거소는 

자연인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될 수 있고 

중국 사법해석 1 제15조에서도 이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Swadding v Adjudication 사건267)에서 상거소를

“당사자가 의도한 이익의 중심지”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정주의사는 이

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가능한 요소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

러나 정주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영국 법원은 Shah v Barnet LBC사건268)에서 통상 거소(ordinary 

residence)269)를“기간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생활질서의 일부로서 거

263) 다만 완전한 법적 개념인“주소”와는 달리“상거소”는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사실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아동탈취협약에 
대한 해석에서도 적어도 아동의 상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이는 순수한 사실적인 
문제(pure fact)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Vera, p. 445.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과정에서 상거소를 사실과 법률이 혼합된 문제로 볼지 아니면 순
수한 사실의 문제로 볼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4) Stone, p. 343.

265) 이는 상거소라는 개념의 구체화가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이
다. 최흥섭, 2003, 525면. 즉 경우에 따라서 상거소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리는 법
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전자의 경우 구체적인 거주기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결국 생활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에 기초하여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
라는 것이다. 

266) 최흥섭, 2003, 525면.

267) Robin Swaddling v Adjudication Officer Case C-90/97 [1999], para 29. 여기에서는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Silvana di Paolo v Office national de l'emploi, 
Case 76/76 [1977], para 17-20;  Doris Knoch v Bundesanstalt für Arbeit,  Case 
C-102/91 [1992] Knoch 1992, para 21-23을 언급한다. 

268) Shah, R(on the application of) v Barnet London Borough Concil, [1983] 2 AC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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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settled purpose)를 가지고 자발적(voluntarily)으로 채택한 특정 장

소 또는 국가에 위치한 거주지”라고 정의하고 있다.270) 그럼에도“영구

적인 거주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 사업 직업, 가족 또는 단

지 그 곳을 사랑하는 이유로 일정한 기간 연속적으로 그 곳에 머무르면 

되고 ...... 상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상태보다는 객관적인 증

거에 더 의존한다.”고 설시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정주의사라는 심리

적인 상태 자체에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그것을 객관적인 거주사실로부

터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주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제한적인 경우, 정주의사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도 상거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자유의사의 문제로 논

의되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것은 수감, 납치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지와

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일정한 기간 동한 거주한 경우이다.271) 다만 요양

소 등에 강제로 보내진 경우에 관하여는, 그 곳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다면 일상거소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272)와 명문의 규정으로 입원지

가 상거소로 인정될 가능성을 부정하는 중국법의 태도273)가 대립된다. 

  둘째, 실제 거주기간의 요부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국 법원의 

Swadding 사건 판례274)에서 Scarman 판사는 상거소로 확정되기 위하여

는 실제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으며 추후의 모든 영국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275) 상거소의 개념상 실제 거주기간이 완전히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연인의 생활 또는 이익의 중심지로 판단하

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따라

269) 동 사건에서는 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아닌 통상거소(ordinary residenc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양자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상거소의 판단기준으
로 소개하는 Stone, p. 347과 Zhang, p. 177을 참조하고 판시의 내용상으로부터 볼 
때도 상거소를 판단하는 참조기준으로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거소라고 쓴다. 실제로도 유럽이나 영국의 많은 판례들에서 양자를 동일한 개념
으로 취급하지만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상거소는 통상거
소에 비하여 더 일관되고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Rogerson, p. 97 이하 참조.

270) Stone, p. 347.

271) Stone, p. 354.
272) 최흥섭, 2003, 525면. 

273) 사법해석 1 제15조.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Ⅴ.부분 참조. 

274) Robin Swaddling v Adjudication Officer Case C-90/97 [1999].
275) Stone, p.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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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요구되는 구체적인 거주기간인데 이는 국가

별로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상거소의 부재가 특히 아동탈취에서 의도

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짧게 잡고자 당

사자의 거주의도가 충분하다면 1개월로 가능하다고 보았다.276)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일부 판례는 6개월설을 취하고 있으며,277) 독일의 경우 사

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278) 한편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예규인“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에 1년 이상 합법적

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였을 경우 한국이 상거소로 인정되며, 중국은 실제

로 사법해석 1 제13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그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

고 있다. 

  셋째, 상거소의 적극적 저촉과 소극적 저촉의 문제이다. 영국 법원은　

다수의 상거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279) 독일과 오스트리

아에서는 견해가 나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입법, 일본과 중국은 대체

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한다.280) 상거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

하여 영국의 Peter Stone 은 기존 상거소의 포기는 자연인이 다시 돌아

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떠나는 즉시 이루어지고, 새로운 상거소는 적

어도 2주 내지 3주가 필요하므로 그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고 보았

다.281) 독일의 경우 민법시행법 제5조 제2항에“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어 간접적으로 

상거소의 소극적 충돌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소비자의 상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➀ 정주의사는 상거소의 

인정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지만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인정기준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➁ 거주기

간과 관련하여, 약자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비교적 짧게 설정하

여야만 상거소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줄이고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276) Stone, p. 352.

277) 최흥섭, 2003, 530면. 
278) 석광현, 2013, 122면, 각주 12 참조.

279) Rogerson, p. 101.

280) 최흥섭, 2003, 537면; Calster, p. 220 참조.
281) Ston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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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보호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소비자

계약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에게 익숙한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거주기간을 너무 짧게 설

정할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소비자의 상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되, 이를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일정한 범

위내에서의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➂ 준거법 결정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상거소는 한 개만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합리적이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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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은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

칙을 제한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이

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상이한 법제에서의 입법 및 그 해석

론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입법을 상이한 

네 개의 모델로 유형화하여 소개한 후(제1절), 국제규범과 국제규범으로 

체택되지는 않았으나 그 전단계에 있는 국제문서에서의 특칙의 규정을 

논의하고(제2절), 마지막으로 국내법상 특칙의 규정을 논의한다(제3절). 

제1절 세계적 입법 모델 소개

  세계적인 맥락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는 당사자자치 원칙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레벨을 달리하는 아래와 같은 4개의 상이한 

입법 모델이 있다.282)

Ⅰ. “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

  “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도 

일반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를 허용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도 일반 계약과 동일한 제한

을 받는다. 이러한 모델을 채택한 미국법에 따르면, 계약에서 당사자자

치 원칙에 의한 준거법 선택은 ➀ 당사자들의 진정한 동의(Authentic 

Consent)를 거쳐야 하고 ➁ 준거법 선택 조항이 없을 때 지정되는 객관

적 준거법 소속국(주)의 공서와283) 법정지의 공서에 위반되지 말아야만 

인정된다. 

282) 아래와 같은 모델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Tang, 2007, p. 114. 이하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Hill, p. 586 이하에서도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283) Tang, 2007,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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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계약의 준거법 선택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면 이는 불성실(bad faith) 또는 비양심적(inconscionable)284)이라고 판단

된다. 이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의미 있는 선택이 결여되고 다른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편향되는 준거법 선택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조항의 비양심성(inconscionable)에 대하여 일찍이 Blake v 

Biscardi 사건285)에서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Supreme court of New 

York)은“원고가 부동산 사업에 대한 사전 거래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행위가 설명하

는 바에 따라 협상은 불공정하였으므로 양자의 합의는 잠재적인 비양심

성이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국제소비자계약

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관련 준거법에 대한 실질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낮은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준거법 

선택조항은 비양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 선택은 공서에 의한 다음 단계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서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

되고 있으며, 미국 몬태나주 최고법원이 Phillips v. General Motors Corp. 

사건286)에서“공서에 대한 고려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관련 접근법에 포

함된다.”고 설시한 바와 같이 공서요건은 사실상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287) 따라서 공서요건에 의한 준거법 선택의 통제도 

비교적 제한적이다. 요컨대“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은 소비자계약의 

284) "비양심적인 계약 또는 조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미국 통일상법전”제
2-302조는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문은 아래와 같다.

    § 2-302. Unconscionable contract or Clause. (1) If the court as a matter of law 
finds the contractor any clause of the contract to have been unconscionable at 
the time it was made the court may refuse to enforce the contract, or it may 
enforce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without the unconscionable clause, or it 
may so limit the application of any unconscionable clause as to avoid any 
unconscionable result. 

     (2) When it is claimed or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contractor any clause 
thereof may be unconscionable the parties shall b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evidence as to its commercial setting, purpose and effect to 
aid the court in making the determination.  

285) Blake v Biscardi, 62 AD2d at 977 (1978).

286) Phillips v. General Motors Corp, 995 P.2d 1002 at 1015 (2000).
287) Symonides, 201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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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택에 있어서도 기타 계약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데 비록 이론적으로“당사자들의 진정한 동의”와“공서”의 통

제를 받지만 이와 같은 통제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러한 모델은 소비자의 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약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비자에게 최저한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사업자의 법이 소비자의 법보다 소비자

에게 더 낮은 정도의 보호를 부여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기대했던 것으

로 추정되는 정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폐단이 있다.288) 이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Ⅱ.“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

 

  “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을 특정한 법

에 한정한다.289)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은 

대체로 소비자의 법과 사업자의 법으로 제한된다.290) 비록 논란의 여지

가 있지만, 중국 법률적용법 제42조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준거법과 계약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한다.291) 미

국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와 통일상법전 제1-301조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당사자자치의 범

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제한하는 반면, 후자는 허락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따라서 전자는 당사자자치를‘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 후

자는 ‘비교적 넓게 허용하는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모델은 약한 일방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회피

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준거법과 계약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

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소한 관련이 있는 법의 선택도 인정될 여지가 있

지만, 적어도 이러한 규정을 두면 법원은 준거법 선택이 소비자와 관련

288) Hill, p. 327. 

289) Ruhl, 2011, p. 587.

290) Tang, 2007, p. 114.
2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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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한 차례 더 거칠 것이다.292) 그러나 이런 모델에

는 폐단이 있는데, 소비자는 외국의 실질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

고 있지 못하므로 자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이로운지

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소비

자의 진정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293)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따르는 기초에서 이에 일정한 추가적인 제한을 두자는 견

해도 주장되고 있다. 이를테면 ➀ 약관에 따른 준거법 선택은 허락하지 

말자고 하거나,294) ➁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선택이 유효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전 정보를 

고지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소비자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95)296) 

Ⅲ. “더 유리한 법”297)모델

  “더 유리한 법”모델은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한다.298) 이에 

따르면,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법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법이 계약에 적용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대체된다.299) 

따라서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소비자보호의 최저한도의 기준으로 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당사자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제한하는 것

292) Ruhl, 2011, p. 589. 

293) Tang, 2007, p. 115.
294) Hill, p. 327. European Consumer Law Group (2000:17)

295)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sation, COM (2002) (0654 final), 3.2.7.3, solution viii, at 32. 

296) 비록 여기에서는 완전한 당사자자치와 제한적인 당사사지치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실무적 맥락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양자가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한다. Hill,  p. 
327. 

297) 여기에서“더 유리한 법”은 preferential law, 즉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을 번역
한 것으로, 이는 Leflar가 말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의의 당사자들이 공평한 거
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라는 의미의 better law, 즉“우월한 법”과는 다르다.

298) 석광현, 2013, 324면.
299) Liu,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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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법 선택의 효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300) 이 

모델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및 지역에 의하여 선호되고 있으며 한국, 

유럽, 호주, 터키 등에서는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개

정된 국제사법 제27조에, 유럽연합은 로마협약 제5조와 로마Ⅰ규정 제6

조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비자보호의 이념 사이의 조화를 실현한 접

근법이다.301) 하지만 이 모델에 대하여는 아래의 비판이 있다. ➀ 확실성

과 예측가능성의 결여이다. 국제적 사건에서의 개별적인 소비자와 외국

의 사업자들은 어떤 규정이 소비자 상거소지의 강행규정인지, 이러한 강

행규정이 계약에 의한 법률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지 못한

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분과 위치가 일차적으

로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302) 여기에서의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다. 영국의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법과 같이 법 

자체에 강행규정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경우303)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석과 형량이 필요하므로 더욱 불확실해진다.304) ➁ 
실행상의 어려움이다.305) 즉 이 모델에 따를 경우, 사업자의 법이 선택되

었을 경우 동일한 사건에 여러 개 법역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의 법과 사업자의 법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테면, A국법에 의하면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7일이지만 사업자

에게 소비자의 철회권과 기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한 취소문서(annulment form)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B국법에 의

하면 철회기간이 14일인 대신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철회권에 대한 통지

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

다.306) 

300) Ruhl, 2011, p. 589. 
301) Tang, 2007, p. 122.

302) Gillies, p. 97.
303)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2장 제2절 Ⅱ. 3. 참조.

304) Tang, 2007, p. 122.

305) 이는 앞서 말한 첫째의 경우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겹침이 있다. 
306) Hill, p. 328.



- 66 -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는 A국법에 의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

자에게는 B국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쟁점에 대하

여 상거소지법과 선택된 외국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본 모델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본 모델은 소비자가 상거소지법에 

의한 최소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지 최상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

은 아니다.307)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만 골라서 선택하

는 이른바“Cherry-picking”은 허락되지 않는다.308)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델은 쟁점별 비교(issue-by-issue 

comparison)309)를 통하여 동 실행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항이 존재하는 

법규 전체를 비교하여 어느 법이 우월한지를 판단하는 추상적인 방식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 문제된 구체적인 청구에서 어느 법이 소비자에게 

더 우월한 보호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를 가늠하기 위하여, 법원은 문제되는 청구를 특정한 후 해당 쟁점과 관

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전반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310) 생각건대, 이는 

법원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외국법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용효과와 자국법의 적용효과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위의 A국법과 B국법 규정의 내용

에 대한 예시적 상황을 예로 들자면, 추상적으로 어느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서 언급

된 쟁점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그 판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선택된 준거법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11)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에 다소 모순되는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한 

규정이 명백히 강력한 소비자보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추상적인 규

정 자체로서도 어느 것이 우월한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소비자법의 맥락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근로계약312)의 준거법

307) Dicey & Morris, p. 1377.
308) Comba, p. 117.

309) Ruhl, 2007, p. 591.
310) Calliess, p. 190.

311) Ibid, p. 191.
312) 본 논문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의 입법 방식은 소

비자계약의 그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예컨대 근로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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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에서는 예컨대 일국의 법이 근로자 해고에 대한 통지의 기간은 

짧게 설정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부터의 보호가 더 강력한 반면, 

다른 국 법은 이와 반대라면, 통념상 전자가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당연하게 여겨진다.313) 

  참고로 근로계약의 경우 소비자계약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접

근법이 소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근로계약상 더 유리한 법의 비교방

법으로 개별비교(Einzelvergleich), 총괄비교(Gesamtvergleich)와 유형비교

(Gruppenvergleich) 등을 들고 최후의 방법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교의 대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문제로 된

다.314) 독일의 문헌은 유형비교를 소개함에 있어서, ➀ 어떤 조항이 근로

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에 속하는지, ➁ 근로자보호의 필수적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➂ 어떤 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법의 우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➃ 선택된 법률의 단점이 어느 정도에서 그 우점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는지, ➄ 객관적인 기준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근

로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주관적인 기준을 취할 것인지, ➅ 이러한 비교

는 어떤 시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315) 이

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당사자자치 부정”모델

 

 “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의 원칙을 아예 부정하고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처럼 

엄격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는 스위스이다. 1989년 1

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국제사법 제120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

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사자에 의한 준거

한국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의 그것을 규정하는 제27조 제1항과 대단
히 유사하게“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
를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공통된 특성 내에서는 해
석론상 상호 참조할 수 있다. 

313) Junker, p. 272.

314) 석광현, 2001c, 13면 각주 41.
315) Junker, S.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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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선택을 배제하고 있다.316) 그 밖에 로마Ⅰ규정 초안317)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받아들였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는 결과적으로 

로마Ⅰ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는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318) 준거법 결정에 대한 당

사자의 우려를 제거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준거법을 확정할 수 있으며 당

사자가 지정한 법과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비교하여야 하는 법원의 부

담을 덜어 줄 수 있는319)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에는 당사자자치

에 따른 법률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고,320) 거래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산업상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321)    

제2절 국제규범 및 관련 문서

Ⅰ. 로마체제의 규범 및 관련 문서

1. 로마협약

  

  유럽공동체 내에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을 통일함으로써 거래의 당사

자들로 하여금 준거법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로마협약은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상주대

표위원회, 각국의 전문가들의 노력하에 1980년 6월 19일 로마에서 서명

316) 석광현, 1998a, 88면.
317)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2005) Art 5(1).

318) Hill, p. 329.
319) 석광현, 2020b, p. 580.

320) 이와 관련하여, Bernd von Hoffmann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와 경제적 발
전을 이룩한 국가의 소비자보호 규정이 소비자에게 더 수준 높은 보호를 제공하므
로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한다. von 
Hoffmann, p. 369. 사견으로는 von Hoffmann이 말한 전제가 성립함은 인정하나 그
것과 결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선진국이라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
는 것이지, 경우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보호
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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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영국의 비준으로 1991년 4월 1일 발효되었다.322) 비록 현재로

서는“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 6. 17.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593/2008 규정”(로마 Ⅰ규정)에 의하여 대체되었지만 유럽연합에서 준거

법의 통일을 향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협약이고 한국 국제사

법의 규정에 크게 참조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는 협약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일정한 소비자계약(certain consumer contract) 

1. 이 조는 사람(“소비자”)의 직업상의 또는 영업상의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동산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

공하기 위한 계약과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된다. 

2.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 의한 법의 선택은 다음의 경우 소

비자가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의 강행법규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권유 또

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

한 모든 행위를 한 경우, 또는 

   - 소비자의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비자의 주문을 그 

국가에서 받은 경우, 또는 

   - 계약이 물품의 판매에 관계되고 소비자가 그 국가로부터 외국으

로 여행하여 그 곳에서 주문을 한 경우, 그 여행이 매도인에 의하

여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경우 

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2

항에 기술된 사정 하에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4. 이 조는 다음의 계약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운송계약 

  b)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

322) 석광현, 1998b, 579-5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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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

약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는 일괄가격을 대가로 하여 운송 및 숙박

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에 적용된다.”323)

 

로마협약의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가. 준거법 결정방식

 

  협약은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당사

자의 준거법 선택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의 강행법규가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324) 이는 위에서 언급한

“더 유리한 법”모델을 따른 것이다. 

  당사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

이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일반적인 계약에서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

택이 없다면 계약의 준거법은 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325)에 따라 계약

323)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1998b, 630-650면 참조. 

324) 조문은 아래와 같다.
     art. 5(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 a choice of law made by the 

parties shall not have the result of depriving the consumer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him by the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 if in that country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was 
preceded by a specific invitation addressed to him or by advertising, and he had 
taken in that country all the steps necessary on his part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 if the other party or his agent received the consumer’s order in 
that country, or — if the contract is for the sale of goods and the consumer 
travelled from that country to another country and there gave his order, provided 
that the consumer’s journey was arranged by the seller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consumer to buy.

325) 조문을 아래와 같다.
     art. 4(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is Article,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contr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untry where the 
party who is to effect the performa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 
ha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his habitual residence, or, in the 
case of a body corporate or unincorporate, its central administration. However, if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in the course of that party’s trade or profession, 
that country shall be the country in which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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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적 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이 된다. 이에 

따른다면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되어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질 것이다. 협약은 소비자 상거소지와 거래 사이의 

위와 같은 관련이 인정된다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특별규정326)을 둠으로써 당사자에 의한 법선택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한 추정과 그에 기초한 가

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327) 그 결과 소비자는 그

가 친밀한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 소비자계약에 있어서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328)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은 로마협약 제5조가 적

용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협약 제5조의 적용대상, 적용요건 및 적용

이 배제되는 계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설

명한다.

나. 소비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의

  로마협약 제5조는 사람(“소비자”)의 직업상의 또는 영업상의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동산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

에 적용된다.329) 따라서 예컨대 변호사나 의사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

퓨터를 구매한 계약,330) 부동산이나 차지권(tenancy) 또는 특허, 상표 또

는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331)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계

약332)은 동 조항의 규제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은 소비자가 반

situated or, where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performance is to be 
effected through a place of business other tha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country in which that other place of business is situated.

326) art. 5(3). 
327) Morse, p. 10.

328) 석광현, 1998b, 600면.
329) Rome Convention, art. 5(1). 

330) Eksi, p. 300.

331) Hill, p. 338.
332) Giuliano/Lagarde,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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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자연인에 한정되는가의 문제이다. 로마협약의 문언은 소비자를 자

연인에 한정하지 않으나 통설은 이를 자연인에 한정한다.333) 그 다음으

로 소비자의 상대방이 반드시 직업상의 또는 영업상의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로마협약의 문언은 명시

하지 않지만 해석론상으로는 긍정설이 유력하다.334) 소비자의 이익 보호

라는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소비자 간의 거래에 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335) 이에 추가하여, 로마협약의 문언 자체는 소비

자의 상대방이 자신의 거래상대가 소비자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명시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연인과 거래한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이 소

비자라는 것에 대하여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5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336) 다만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은 배제될 수 있

다.337) 예컨대 자연인이 영업상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행

위로써 자신이 사업자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 조항의 적용요건

 

  로마협약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거래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간

의 일정한 관련이 요구된다.338)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수동적 소비

자와 능동적 소비자의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인데, 전자는 국제적인 무대

에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거소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되는 반면, 후자는 국제적인 무대에 진입하였기에 이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339)340) 로마협약 제5조 제2

항에서는 이러한 관련을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한다. 

333) 석광현, 2016a, 45면.

334) Giuliano/Lagarde, p. 23. 

335) Wilderspin, p. 238.
336) Ibid.

337) Giuliano/Lagarde, p. 23. 
338) Hoffmann, p. 372.

339) Hill, p. 344.
340) 수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논문 제2장 제3

절 Ⅳ.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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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권유 또

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

든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주로 메일주문과 방문판매를 대상으로 한 것이

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라디오, TV 등 다양한 방식

을 포함한 특정된 광고를 하거나 개인, 중개인 또는 유세(canvassing)를 

통하여 거래요청을 하여야 한다.341) 이러한 행위가 있은 후, 소비자가 그

의 상거소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계약체결의 모든 절차가 그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 소비자의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비자의 주문을 그 

국가에서 받은 경우. 이는 첫째 경우와 어느 정도의 겹침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예컨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광고를 행하지는 않

았으나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지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주문을 받았다면 

이는 온전히 둘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42) 

  셋째, 계약이 물품의 판매에 관계되고 소비자가 그 국가로부터 외국으

로 여행하여 그 곳에서 주문을 한 경우, 그 여행이 매도인에 의하여 소

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경우. 이는 이른바 월경

(越境)여행판매(border-crossing excursion-selling)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

이다.343) 예컨대 프랑스의 상인이 영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프랑스 1일 

여팽 패키지를 판매하여 프랑스 상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와 같은 것이다. 실제로 Rewe v. Hawprzollamt 사건344)에서 독일의 해안

에서 출발한 유람선이 잠시 덴마크의 해안에 머무르면서 승객들로 하여

금 버터나 향수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거래도 소비자를 구매하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권유된 것으로 셋째

의 경우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345) 이러한 규정은 브뤼셀협약 제13

조와 맥을 같이 한다. 

라.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341) Giuliano/Lagarde, p. 24.
342) Giuliano/Lagarde, p. 24.

343) Ibid.

344) Case 150/80 [1981] ECR 805. 
345) Mayss/Reed,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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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로마협약 제5조는 운송계약과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

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46)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

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Giuliano-Lagarde 보고서에서는 그

것이 특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언급하므로347)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기 어렵다. 일부 문헌에서는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다

수의 조약이 존재하고, 특칙을 적용한다면 다수 고객들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348)할 뿐만 아니라 운송인으로 

하여금 상이한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49)는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350) 따라서 운송계약의 경

우 일반 계약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는 운송

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 로마Ⅰ규정과는 구분된다.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이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호텔 숙박 또는 언어 수업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소비자 상거소지 외

의 국가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협약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

는 일반적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상거소지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비

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은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351) 또한 이에

는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외

국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도 있다.352) 

  다만 일괄가격을 대가로 하여 운송 및 숙박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 이

른바 패키지계약에는 예외적으로 특칙이 적용된다.353) 이러한 계약에서

346) art. 5(4).

347) Giuliano/Lagarde, p. 24.
348) 석광현, 1998b, 600면.

349) Ferrari (ed.), p. 220.
350) 현행규범인 로마Ⅰ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현행규범인 로마Ⅰ규정의 관련 부분에서 한다.

351) Giuliano/Lagarde, p. 24.
352) Thomas Rauscher (Hrsg.), Europ 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re ä cht 

EuZPR/EuIPR Kommentar, Art 6, Rom -VO (2011), Rn. 39 (Bettina Heiderhoff 집필
부분) 석광현, 2016a, 59면 각주 59에서 재인용.

353) ar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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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대리인

(local agent)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로서는 다수의 외국 사업자를

(sub-contractors)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행이 전부 외

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한 상태에 취한 소비자를 보호

하려는 취지를 가진다.354)  

2. 녹서(Green Paper)와 초안(Proposal) 

가.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공동체 문서로의 전환 및 

현대화에 관한 녹서355)

  로마협약에서 로마Ⅰ규정으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2003년 1월 14일, 

유럽연합의 위원회는“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공동체 

문서로의 전환 및 현대화에 관한 녹서”를 제출하였다. 소비자계약의 맥

락에서, 유럽연합의 위원회는 로마협약 제5조의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문

제점에 비추어 일련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서는 로마협약에서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는 아

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➀ 모바일 소비자356)에 대한 보

호가 부족할 수 있다. 로마협약의 해석론에 따르면 모바일 소비자는 준

거법 특칙의 적용을 않으므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결여된 외국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➁ 준거법 특칙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인터넷거래와 같은 새로운 격지판매 기술에 적응할 수 없으

며,357) 이는 브뤼셀Ⅰ규정 제15조의 규정과도 모순된다. ➂ 준거법 분열

354) Tang, 2015, p. 219.

355)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sation, COM (2002) 654 final.

356) 이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상거소지 외의 국가로 간 소비자를 
의미한다.  

357) Riefa, p. 61 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즉 적용범위를 동산의 제공이
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한정한 협약 제5조는 개인이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소프트 웨어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
로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편향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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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고 실

무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녹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

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8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358) ➀ 협약의 규정

을 유지한다. ➁ 협약의 규정을 유지하되 협약에서는 적용배제된 모바일 

소비자와 기타 가능한 유형의 계약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조항

의 적용범위를 넓힌다. ➂ 협약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규정과 

소비자 거소지359) 강행규정의 보호를 부여하는 협약 제5조 제2항을 경합

적으로 적용한다. ➃ 유럽연합의 맥락에서 조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 소

비자가 선택한 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소

비자 상거소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➄ 소비자 거소지국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한다. ➅ 특칙의 적

용범위를 브뤼셀Ⅰ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일치시킨다. 즉 사

업자가 소비자 거소지를 지향하여 활동하고, 계약이 그 활동의 범위내에

서 격지에서 체결된 경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용된다. ⑦ 만

약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거소국(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아니더라

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어떤 

수단으로든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외국법의 적용으

로부터 보호받는다.360) ⑧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통용되는 준거법 규칙

을 정한다.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을 기초로 유럽연합의 위원회는 소비자계약의 준

거법 특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358)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sation, COM (2002) 654 final. para. 3.2.7.3

359) 녹서에서는 전반적으로“consumer's resid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원문을 존
중하는 차원에서“소비자 거소지”라고 번역하였다. 협약과 표현을 달리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의미상으로는“소비자 상거소지(consumer's habitual residence)”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60) 여기에서“사업자는 외국법의 적용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계약
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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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소비자보호 규칙에 대한 평가

A. 현재의 소비자보호 규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히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 아직도 적절한가?

B. 현재의 규칙이 a) 기업 전반, b) 중소기업, c)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C. 제시된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가능한 선

택이 있는가?

D. 당신이 보건대 a) 기업 전반, b) 중소기업, c) 소비자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칠 것 같은가?

  막스플랑크 외국사법, 국제사법 연구소의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공동체 문서로의 전환 및 현대화에 관한 녹서에 대한 코멘

트361)는 협약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일련의 특칙의 적용예외사항에 대

한 건의를 제시하고 인터넷거래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의 여덟 개의 대안을 일일이 언급

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의 상거소지법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접근법보다

는 법원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위 대안 중 ➂, ➃, ➄, ⑧은 취할 바가 되

지 못한다고 하였다.362) 코멘트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에 관한 위 ⑦ 대안을 이른바‘인지테스트(awareness test)’라고 불

렀다. 코멘트는 이러한 인지테스트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

적인 실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즉 소비자의 

말투, 피부색, 옷차림 등으로부터 상거소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인지의 주

체가 매니저인지 아니면 그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도 가능한지, 배송주소

의 입력이 불가피한 영역(예컨대 가구, 가전제품 등)에서는 사업자가 소

비자의 상거소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소비자 

상거소지의 인지를 우연한 것으로 보는 구분이 합리적인지와 같은 문제

361)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Private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ment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Green Paper on the convers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80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nd its modernization

362) Max Planck Institute, 2004,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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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363) 다만 사업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자체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았다.

  

나.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초안364)

  유럽연합의 위원회는 전술한 녹서에서의 80여개 회답을 검토한 후, 

2005년 12월 15일“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규정하는 로마Ⅰ규정
의 초안 제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소비자계약 

1.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미와 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계약은 소비자

가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1항은 회원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인 소비자가 직업상의 

또는 영업상의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직업 또는 영업

을 영위하는 전문적인 사람과 체결한 계약에 적용된다. 이는 전문

가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고 그것이 그의 부

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

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어

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

하는 복수의 국가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적용된다. 

3. 제1항은 다음의 계약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

  (b) 90/314/EEC 지침365)의 의미에 속하는 패키지여행에 관한 계약 

363) Max Planck Institute, 2004, p. 52.

36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COM (2005) 650 
final.

365) COUNCIL DIRECTIVE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90/314/EEC) available a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1990L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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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운송계약

  (c) 94/47/EC 지침366)의 의미에 속하는 시분할방법에 의한 사용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 외의 부동산 물권 또는 부동산 사용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안에서는 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를 축소하

여 상거소지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치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

고, 물적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특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였으며, 규정의 적용요

건을 브뤼셀Ⅰ규정 제15조 제1항 제c호367)의 규정과 일치시켰고, 준거법 

결정에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을 부정하여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에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368) 그 밖에 협약에서는 명시하

지 않았으나 초안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를 알지 못하고 그

것이 그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예컨대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지에 대하여 거짓을 고하였을 경우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369)

  막스플랑크 외국사법, 국제사법 연구소의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초안에 대한 코멘트370)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366) DIRECTIVE 94/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6 
October 1994 on the protection of purchas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contract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ies on a 
timeshare basis. available a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1994L0047.

367)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1)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 즉 소비자가 그의 영업 또는 직업의 범위 밖이

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관할은 이 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제4조와 제5조 제5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그 밖의 모
든 경우, 그 계약이 소비자의 주소지 국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
거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수 개의 국가를 지
향하여 그러한 활동을 행하는 자와 체결되고 또한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 

368) Wilderspin, p. 234.

36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COM (2005) 650 
fina.l EXPLANATORY MEMORANDUM p. 8.

370)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Comment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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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접근법의 장점을 

강조한다.371) 구체적으로는 ➀ 준거법 선택의 명확성이 보장되고 소송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주며, 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브뤼셀Ⅰ규정 제16

조372)와 조화되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분리되는 현상을 회피할 수 

있으며,373) ➂ 로마협약이 취하는 접근법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등이 있다

고 한다.374) 이는 전형적인“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이다. 다만 이 점은 

추후 로마Ⅰ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3. 로마Ⅰ규정375)

  

  1999년 5월 1일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은 유럽연합에게 국제사법의 영

역에서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

고, 2003년 2월 1일 발효된 니스조약은 조약 제25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존 협약의 법형식을 공동체법으로 전환

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데,376) 로마Ⅰ규정은 이와 같은 입법의 하

나이다. 2008년 채택된 로마Ⅰ규정은 위 초안의 규정을 일부 채택하였으

나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인 로마Ⅰ규정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371) 이는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녹서에 대한 코멘트의 태도와 상이하다. 막스플랑크연구
소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초안의 접근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Max 
Planck Institute, 2007, p. 269)

372)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1)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그 계약 상대방이 주소

를 가지는 회원국의 법원 또는 소비자가 주소를 가지는 장소의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이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가 주소를 
가지는 회원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3) 이 조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본소가 계
속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73) 이는 브뤼셀Ⅰ규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374) Max Planck Institute, 2007, p. 269-270.
375)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 6. 17.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593/2008 규정)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376) 석광현, 2011a,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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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소비자계약 

1. 제5조(운송계약)와 제7조(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의 

영업 또는 직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하

여 자연인(“소비자”)이 영업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

(“사업자”)과 체결한 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소

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a) 사업자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

업적 활동을 추구한 경우, 또는 

   (b) 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가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

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계약의 

준거법을 제3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선

택이 없었더라면 제1항에 기초하여 적용되었을 법에 의해, 당사자

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그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3. 제1항 (a) 또는 (b)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와 사

업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결정된다. 

4.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

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역의 제

공을 위한 계약 

   (b) 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및 패키지관광에 관한 1990. 6. 13. 

90/314/EEC 이사회지침의 의미에 속하는 패키지여행에 관한 계

약 이외의 운송계약 

   (c) 94/47/EC 치침의 의미에 속하는 시분할방법에 의한 부동산 사

용권리에 관한 계약 이외의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

차에 관한 계약 

   (d)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 양도가능한 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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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모 및 공개매수를 규율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

무 및 집합적 투자확약의 수익권의 설정과 환매. 다만 그러한 

활동이 금융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e) 제4조 제1항 (h)의 범위에 속하는 유형의 체계 내에서 체결된 계

약 377)

  

  쟁점별로 조항의 변화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변화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논의한 로마협

약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다. 

가. 준거법 결정방식

  로마Ⅰ규정은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더 유리한 법”모델을 따른다. 

비록 위의 초안에서는 협약과 달리“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을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378) 이는 소비자에게 상거소지국법보다 더 우월한 보호

를 제공하는 법을 적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자신에게 익숙한 법을 적용

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였다는 비판379)을 받

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Ⅰ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나. 소비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의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인 소비자계약을 "그의 영업 또

는 직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자연인

(“소비자”)이 영업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사업자”)과 체

결한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로마협약과 달리, 로마Ⅰ규정은 초안의 규

정을 채택하여 소비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과 소비자의 상대방이 

영업 또는 직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또

한 로마Ⅰ규정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동산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

377)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제685면 참조.

378) art. 5(1).
379) Lando/Nielsen, 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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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협약에서의 표현방식 대신 단순히“계약”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협약에 따르면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적

으로 다운하는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 소비자계약으로서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380)하였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계약은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우

려가 있었다.381) 그러나 로마Ⅰ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계약의 유

형이나 방식과는 관계없이 특칙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계약이 특

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었다. 

  그 밖에 협약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초안에서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사

업자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한)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

었다. 그러나 최종 로마Ⅰ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장은 로마Ⅰ규정의 해석론으로서 여전히 설득

력이 있다. 

다. 조항의 적용요건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아래

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자가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

지는 국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할 것, 또는 둘째, 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가로 지향

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할 것. 이는 격지판매

(distance-selling) 기술의 발전과 브뤼셀Ⅰ규정 제15조와의 정합성에 대한 

380)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계약이 보호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고 쓰지 않은 것은 
소프트웨어 계약의 분류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St Albans 
City and District Council v International Computers Ltd ([1995] FSR 686 (trial) 
[1996] 4 All ER 481 (appeal)) 사건에서 Scott Baker J 판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은 항상 물질적인 매개체를 필요로 하므로 물품에 속한다고 본 반면, Sir Ian 
Glidewel 판사는 컴퓨터디스크와 프로그램은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는 물품에 속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f Beta Computers (Europe) Ltd v Adobe Systems 
(Europe) Ltd ([1996] FSR 367) 사건에서 법원은 소프트웨어는 물품이나 용역에 속
하지 않는 독특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Riefa, p. 62 참조.

381) Riefa，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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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향된 활동기준(directed activity criterion

)’382)을 도입한 것이다.383) 동 조항은 초안의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로

마협약과는 표현을 달리한다. 조건별로 그 내용과 변화를 부연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는 경우384)(이하“사업의 물리적 활동”이라 한다)이다. 이는 사업

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두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등이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solicit)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비자의 상거

소지국에 진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박람회를 개최하거

나 행상인(hawker)을 보내거나 또는 방문판매를 진행하는 등은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385) 여기에서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식으로 수권을 받은 

대리상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자의 의지를 대변하는 使者(messenger)로

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 진입하였는지는 불문한다.386)

  여기에서의“사업자의 물리적 활동”은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의 둘째 

경우, 즉“소비자의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비자의 주문을 그 

국가에서 받은 경우”(이하“소비자의 주문”라고 한다)를 포함한다.387) 

따라서 소비자가 상거소지에서 주문을 한 경우 과거 로마협약에서는“주

문의 경우”로 해석되었으나 로마Ⅰ규정 하에서는“사업자의 물리적 활

동”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로마협약에서의“사업자의 물리적 활동”은 

반드시“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로마

Ⅰ규정 제6조의 적용범위는 로마협약 제5조에 비하여 확장된 것이다.388) 

382) 지향된 활동기준은 제6조 제1항 b호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a호의 조건을 충
족하였을 경우에도 지향된 활동기준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독립적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후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서 물리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a호의 경우에 속하
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가를 지향하였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Calliess (ed.), p. 
176.

383) 이러한 취지는 규정 전문 제24항에서 보여진다. 조문의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2
절Ⅰ참조.

384) RomeⅠregulation art. 6(1)(a).

385) Calliess (ed.), p. 175. 

386) Ibid.
387) Ulrich/Mankowski (ed.), 2016b, p. 474, par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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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비교적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 상거소지국에서 

이루어진 권유 또는 광고가 있을 경우도“사업자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389)가 있다. 이에 따르면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에서 규정

하는 첫째 경우, 즉“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한 명시

적인 권유 또는 광고가 행해진 경우”도 “사업자의 물리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는 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그러한 활동을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하는 복수의 국가로 지향하는 경우390)(이하“사업자의 지

향된 활동”이라 한다)이다. 이는 브뤼셀Ⅰ규정 제15조의 내용에 따라 "

지향된 활동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지향하여 활동하였을 것을 

요구한다.391) 이와 같은 지향된 활동기준은 주로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을 통한 격지마케팅을 고려한 것이다.392)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두고 있는“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로마Ⅰ규정 전문 제24항에서는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가 소비자의 국가에서 접속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

은 지향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추가하여 사이트가 계약의 

체결을 권유(solicit)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

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명확

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는 브뤼셀Ⅰ규정 제15조의 적용 부분에

서의 논의393)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은 로마협약 제5조 제2항의 첫째 

경우와 셋째 경우，즉“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한 명

시적인 권유 또는 광고가 행해진 경우”와 "매도인이 소비자에게 계약체

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여행을 주선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기

초위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394) 그 밖에 로마Ⅰ규정은 로마협약

388) Ibid.

389) McParland, p. 539. 
390) art. 6(1)(b).

391) Calliess (ed.), p. 176. 

392) McParland, p. 540.
393) 구제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1절 Ⅰ.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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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소비자가 소비자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행위를 하였을 것”(이하 “소비자 상거소지에서의 행위 요

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로마Ⅰ규정을 따를 경우 사업자의 

유도로 사업자 소재국에 직접 가서 물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특칙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로마Ⅰ규정 전문 제24항에서“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계약이 격지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

(이하“계약의 격지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로마Ⅰ규정 제6조는 격지에서 체결된 계약에만 한정된다고 읽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약이 격지에서 체결되었는 점”은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사실적 요

소에 불과하므로“계약의 격지성”은 특칙 적용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

다.395) 

  다만 위의 어느 경우에 속하더라도 체결된 계약이 사업자의 그러한 활

동범위에 속하여야 한다.396) 로마Ⅰ규정 전문 제25항397)에서도“소비자계

약은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의 결과로서 체

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점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의 광고를 행한 경우에도 

소비자에 의하여 입증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와 같은 관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자도 특정된 소비자를 상대로 권

유(solicit)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진행하는 사업의 유형과 일반적인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족하다.398)  

394) Ulrich/Mankowski (ed.), 2016b, p. 474, para. 54-55.
395) Ulrich/Mankowski (ed.), 2016b, p. 480, para. 72-73.

396) art. 6(1). 

397) 조문은 아래와 같다.
     (25)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by such rules of the country of their habitual 

residence that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provided that the 
consumer contract has been concluded as a result of the professional pursuing his 
commercial or professional activities in that particular country. The same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if the professional, while not pursuing his 
commercial or professional activities in the country where the consum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directs his activities by any means to that country or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hat country, and the contract is concluded as a result 
of such activities.

398) Calliess (ed.),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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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로마Ⅰ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 부분의 논의는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론에서 크게 참고할 

만하다. 한국 국제사법은 특칙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지만 로마Ⅰ규정에

서는 이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로마체제의 입법을 참조한 

한국으로서는 이를 추후 입법에 반영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1)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a호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

의 상거소지국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

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은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로마

협약 제5조 제4항 b호의 규정과 완전히 동일하다. 유의할 것은, 비록 모

두 service라고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의“용역”은 유럽연합기능조약399) 

제56조400)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용역은 제공자의 활동 또는 적극적인 행동

이 필요되므로 라이선스의 허락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401) 다

만 은행대출계약이나 시분할계약일 경우에는 그것이 여기에서의 용역제

공계약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또한 해당 용역이 그 성질상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적용된 것이라는 판단이 용이한 경우에는 문

399)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12/C 326/01.

400) 조문은 아래와 같다.
    CHAPTER 3 SERVICES Article 56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restrictions on freedom to 

provide services within the Union shall be prohibited in respect of nationals of 
Member States who are established in a Member State other than that of the 
person for whom the services are intende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may extend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to nationals of a 
third country who provide services and who are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401) Plender/Wilderspinl,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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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지 않겠지만,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 등 과정에 모바일 요소가 존재

하는 일부 계약에서는 용역제공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완전히 우연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402) 그럼에도 위 로마협약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

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입법적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패키지계약을 제외한 운송계약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b호에 따르면, 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및 패

키지관광에 관한 1990. 6. 13. 90/314/EEC 이사회지침의 의미에 속하는 

패키지여행에 관한 계약 이외의 운송계약은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다. 이러한 문언은 로마협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협약과 일부 차이

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주된 이유인“다수 국제협약의 존재”를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

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한 후,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의 상이한 태도를 검토한다. 

이어서 패키지계약에 대한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

의한다. 

(가) 운송계약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b호는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

한다. 이는 로마협약 하에서도 마찬가지인바, 그 이유도 대체적으로 같

다. 우선은 운송계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운송업계는 국제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고 상이한 국가 간 규범의 

통일과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제협약이 존재하는데 이

들은 운송계약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의무와 실질법적 규칙을 정하고 있

402) Plender/Wilderspinl, p. 241에서는 그 예로 A국의 은행이 B국의 소비자에게 A국에 
위치한 휴가 주택의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였을 경우, 만약 대출금액이 B
의 A국 계좌로 이체된다면 이는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라
고 판단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B국 계좌로 이체된다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
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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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적용되면서 통상의 저촉법 규칙의 적용은 배제된

다는 것이다.403)404) 

  운송분야의 국제협약의 예는 아래와 같다. 항공운송의 영역에서는, 최

초 1929년“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정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바

르샤바협약”)405)이 체결된 이래 이를 보완하는 많은 국제문서들406)이 

체결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1999년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

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407)이 체결되었다. 현재로

서는 협약들의 당사국 안에서 몬트리올협약은 위의 기타 모든 협약에 우

선하여 적용된다.408) 몬트리올협약은 승객의 사망,409) 부상,410) 항공기의 

연착411)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지만 오버부킹과 같은 협약에 

403) Tang, 2015, p. 221.
404) Dicey & Morris, p. 1395도 同旨; 석광현, 2010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조약의 적

용범위를 정한 규정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법정지 국제사법에 대한 
특칙이다. 그 한도 내에서는 조약이 국제사법에 우선한다.”고 보다 명쾌하게 표현
한다.

405)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406) 구체적으로 ➀ 1999년 헤의그에서 작성된“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의 개정의정서(헤이그의정
서)”(the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➁ 1961년 9월 18일 과달라하라에서 서명
된“계약운송인을 제외한 자에 의하여 수행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의 통일을 위한 협약(과달라하라협약)”(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 ➂ 1971년 3월 
8일 과테말라시티에서 서명된“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의정서에 의하
여 개정된,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의 개정의정서(과테말라시티의정서)”(the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as amended by the 
Protocol done at The Hague on 28 September 1955), ➃ 1975년 9월 25일 몬트리올
에서 서명된“헤이그의정서와 과테말라시티의정서 또는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
정된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하는 몬트리올 제1, 제2, 제3과 제4 추가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s. 1 to 3 and Montreal Protocol No. 4 to amend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Hague Protocol or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both The Hague Protocol and the Guatemala City 
Protocol) 등이 있다.

407)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408) 몬트리올협약 제55조. 

409) 몬트리올협약 제17조, 제21조, 제22조 참조.
410)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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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해상운송의 영역에서는, 1974년“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

약”(“아테네 협약”)412)이 있으며, 2002년“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아테네 협약은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만,413) 여객이나 그 수하물의 연착이나 인도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철도운송의 영역에서는, 1980년“국제철도운송에 관한 협약”414)

이 있는바 이는 1999년“빌뉴스 의정서”415)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협약

의 부속서(appendix) A는 국제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통일규칙416) 에 관

한 것인바 회원국들의 별도의 선언이 없는 한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내용

은 위의 규칙에 따른다.417) 규칙은 승객의 사망, 부상 등에 기한 운송인

의 책임을 다루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의 해결은 국내법에 일임되어 있

다.418) 

  결국 이러한 협약들은 비록 많은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

든 나라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율하지 않는 일부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여객운송계약과 관련된 다수의 협약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는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쟁점에는 법

정지의 국제사법이 지정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들

411) 몬트리올협약 제19조 참조.

412)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413) 아테네협약 제3조 참조.
414)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

415) Protocol of 3 June 1999 for the Modificat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COTIF) of 9 May 1980.

416)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Passengers by 
Rail (CIV).

417)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
418) 국제운송계약에 관한 통일규칙 제29조, 제32조 제3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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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적용할 것인

지의 문제가 있다. 로마Ⅰ규정은 이 경우에도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 이유는 특칙에 따른 법적용이 결과적으로 실현불가하

고 운송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위 로마협약의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로마협약과 달리 로마Ⅰ규정은 제5조에 운송계약의 특칙을 두

었다. 따라서 운송계약에도 일반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이 적용되는 

로마협약과 달리, 로마Ⅰ규정에 따를 경우 운송계약의 특칙인 제5조가 

적용된다. 로마Ⅰ규정 제5조 제2항 2문단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여객운송

계약의 준거법으로 다음 국가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 ➀ 여객이 상거

소를 가지는 국가, ➁ 운송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➂ 운송인이 경

영중심지를 가지는 국가, ➃ 출발지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➄ 목적지가 

소재하는 국가. 동 규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는 면에서 약자보호의 취지를 고려

한 것이라고 한다.419) 다만 선택가능한 준거법의 범위가 넓고 실무적으

로는 약관에 의하여 운송인의 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가

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객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

이다.420) 

(나) 패키지계약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b호에서의 운송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패키지계약일 경우에는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로마협약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양자의 패키지계약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패키지계약의 정의이다. 로마협약은 이를“일괄가격을 대가로 하

여 운송 및 숙박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반면, 로마Ⅰ규

정은“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및 패키지관광에 관한 1990. 6. 13. 

90/314/EEC 이사회지침”(이하“패키지지침”)421)의 의미를 따르도록 규

419) Ferrari (ed.), p. 189.

420) Calliess (ed.), p. 128. 
421)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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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패키지지침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1.“패키지”란, 아래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예정된 조합을 일괄적

인 가격에 판매 또는 판매청약(offer for sale)을 하고 서비스가 24

시간을 초과하거나 1박(overnight)의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

다. 

    (a) 운송 

    (b) 숙박 

    (c) 운송이나 숙박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패키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여행서비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로마협약 하에서의 패키지계약은 운송과 

숙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로마Ⅰ규정에서의 패키지계약은 양자 모

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Ⅰ규정 하에서의 패키지

계약의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 계약의 범위가 더 넓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로마Ⅰ규정은 로마협약에 

비하여 소비자에 대한 국제사법적 보호를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

다.422)

  이어서 패키지계약을 어느 경우의 예외로 설정하였는지의 문제이다. 

즉 로마협약은 제5조 제5항에서 패키지계약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이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운송계약과 소비자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 전반

의 예외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로마Ⅰ규정은 제5조 제4항 b호에서 패키

지계약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패키지계약을 운송계약의 예외로 설정하

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해석론상으로는 로마Ⅰ규정 하에서도 패

키지계약은 특칙 전반의 예외의 예외(counter-exeption)423)로 인식되어야 

한다. 로마Ⅰ규정 입법 당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브뤼셀Ⅰ규정 제

and package tours
422) Ferrari (ed.), p. 221.

423) Calliess (ed.), p. 184 에서는 counter-excep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칙 적용
의 예외사항의 예외사항을 설정한 것을 의미하므로 그 뜻에 좇아 본 논문에서는
“예외의 예외”로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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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패키지계약을 운송계약에서만 배

제하고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에서는 배제하지 않는 차별을 둘 아무

런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일부 주석서에서는 이를 초안 입법자들의 실

수라고 평가하는데,424) 사견으로도 이러한 입법방식에는 흠결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찬성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로마Ⅰ규정을 참조하여 이러한 

예외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은 아

니다.

(3) 부동산 관련 계약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c호에 따르면, 94/47/EC 지침425)의 의미에 속

하는 시분할방법에 의한 부동산 사용권리에 관한 계약 이외의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다. 이는 로마협약이 로마Ⅰ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조항이다. 

로마협약은 특칙이 적용되는 계약을“소비자에게 동산을 공급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한정하였으므로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

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특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로마Ⅰ

규정은 이와 같은 제한을 제거하여“계약”이라고만 규정하므로 이와 같

은 추가적인 예외규정이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물

권 또는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은 외국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그 계약이 

부동산 소재지국 외의 국가의 법에 따를 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고려에서 출발한다.426) 따라서 규정 제3조에 의한 법의 선택이 없을 경

우, 이에 대하여는 규정 제4조 제1항 c호427)와 d호428)가 적용된다. 

424) Calliess (ed.), p. 184.

425) DIRECTIVE 94/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6 
October 1994 on the protection of purchas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contract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ies on a 
timeshare basis.

426) Plender/Wilderspin, p. 560.
427) 조문은 아래와 같다. 
     (c)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428) (d) (c)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사적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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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Ⅰ규정의 맥락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로마협약에서는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로마Ⅰ규정 하에서는 특칙에 의해 보

호되는“94/47/EC 지침의 의미에 속하는 시분할방법에 의한 부동산 사용

권리에 관한 계약”이다. 지침 제2조에서는 이를“최저 3년을 기한으로 

하고 매년 일주일 이상의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개 

또는 수 개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일정한 글로벌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위의 

지침은 2008년에 2008/122/EC 지침429)으로 개정되었으며 94/47/EC 지침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우선 시분할계약

(timeshare contract)을“1년 이상을 기간으로 하고 1번 이상의 사용기간

마다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격일 숙박 권한을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정

의하고,430) 다음으로 94/47/EC 지침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장기적 휴가상

품계약 (long-term holiday product contract),431) 전매계약(resale 

contract),432) 교환계약(exchange contract)433) 등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로마Ⅰ규정

의 문면을 엄격하게 따라 기존 1994년 지침에서의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 후의 현행 지침에서의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c) 호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434)으로부

터 볼 때 후자가 더 합리적이다. 설사 전자를 따르더라도 개정 지침에서 

위하여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는,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임대인과 같은 국가에 상거
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429) DIRECTIVE 2008/1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anuary 2009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timeshare, long-term holiday product, resale and exchange contracts.

430) DIRECTIVE 2008/122/EC art. 2(1)(a).

431) DIRECTIVE 2008/122/EC art. 2(1)(b)에 따르면 이는 1년 이상을 기간으로 하며 소비
자에게 주로 숙박에 대한, 또는 이에 추가하여 여행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할인
권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432) DIRECTIVE 2008/122/EC art. 2(1)(c)에 따르면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도와 시분할 
또는 장기간 휴가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33) DIRECTIVE 2008/122/EC art. 2(1)(d) 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타인의 자신
의 시분할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의 이익에 대한 잠정적인 승인을 대가로 격일
의 숙박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교환시스템에 진입하게 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34) Plender/Wilderspinl, p. 562; Calliess (ed.), p. 175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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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들이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대차에 관한 계약

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로마Ⅰ규정 제6조의 적용범위에 속할 수 있

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금융 관련 계약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계약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

을 포함한다. 첫째,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는 권리

와 의무. 로마Ⅰ규정 전문 제30항435)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

기에서의 금융투자상품이란 유럽연합 2004/39/EC 지침436) 제4조 제1항 

17호437)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

를 두는 이유는 법적인 견지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한 묶음의 권리와 의무

로 성질결정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대체가능하고 표준화된 상품으

로 구성되므로 동일한 법을 포함하는 동일한 조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품의 소지자 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구구하게 되면 자본시장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438) 

  둘째, 양도가능한 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의 발행 또는 공모 및 공

개매수를 규율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 양도가능한 증권도 금

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439) 그 자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는 첫째의 

경우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그에 추가하여 공개적(public)인 성질을 

띠는 몇가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권리

와 의무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칙이 적용되면서 소비자로서의 투자자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이 적용

435) 조문은 아래와 같다. 
     (30)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financial instruments and transferable 

securities are those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Directive 2004/39/EC.

436)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5/611/EEC and 93/6/EEC and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3/22/EEC.

437) 동 조항은 구체적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열거를 하고 있는 부속서 1 C절
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갈음한다. 

438) Garcimartin Alferez, 2009, p. 90.
439) 유럽연합 2004/39/EC 지침 부속서 1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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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소비자의 상대방(발행자 또는 제공자) 의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 제28항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권의 발행, 공모 및 공개매수의 조건이 상이하게 되어 해결 불가한 모

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440) 

  셋째, 집합적 투자확약(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의 

수익권의 설정과 환매. 위 둘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합적 투자확약

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441) 그 자체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는 첫

째의 경우에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그에 추가하여 그것의 수익권의 설

정과 환매에 대하여도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이유

와 관련하여는 위 둘째의 경우와 동일한 논의가 적용된다.442) 

  그러나 위와 같은 활동이 금융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칙

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전문 제26항에 따르면 이는“발행인(issuer) 또는 

제공자(offeror)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면을 포함하지만 

그 중 금융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443)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상 별개의 소비자가 직접 국제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니와444) 설사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용역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또는 제공자가 아닌 

제3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애당초부터“발행인(issuer) 또는 제공자

(offeror)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면”에 포함되지 않기 때

문에 여기에서 금융용역의 예외를 구태여 언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다.445) 

440) Garcimartin Alferez, 2009, p. 92.

441) 유럽연합 2004/39/EC 지침 부속서 1 C (3).
442) Calliess (ed.), p. 187. 

443) 조문은 아래와 같다. 
     (26) Consequently, when a reference is made to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issuance or offer to the public of transferable securities or to the subscription 
and redemption of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that reference 
should include all aspects binding the issuer or the offeror to the consumer, but 
should not include those aspects involv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444) Calliess (ed.), p. 186; McParland, p. 575에서도 이와 같은 실무적인 고려를 언급한
다.

445) Lehmann, Matthias, “finacial instrument”, in Franco Ferrari/Stefan Leible(Eds.), 
RomeⅠRegulati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 in Europe, Selier 
European Law Pubisher, 2009, 85, 97. (McParland, p. 575 주 505에서 재인용)에서
는“금융용역은 예컨대 중개자가 증권의 판매 또는 마케팅을 하는 행위로서 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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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다자간 체계에서 체결된 계약일 경우. 이는 주로 거래소에서 체

결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계약을 상정한 것이다. 전문 제28항에서도 명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이러한 체계 내에서 또는 체계의 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 상거소지국 법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소비자로서의 개인 투자자자들은 직접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제6조에 이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한 이유는 로마Ⅰ규정이 세

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이 의뢰인의 명의로써 단순한 

대리인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경우 법률적

용에 있어서의 의혹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446)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Ⅱ.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의 특정 유형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에 관한 협약 제안447)

  이는 결국 협약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소비자 등 약자보호를 위해 국제사법상 당사자자

치의 원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을 주도한 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였

기 때문에448)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작업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적 협약이 

품의 창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석광현, 
2016a, 45면에서도 이에 동의하면서“그런 용역의 제공은 증권의 판매와 중개 등을 
하는 금융기관이 하는 것이지, 금융투자상품 자체나, 증권의 공모(즉 모집과 매출) 
및 공개매수를 규율하는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그런 의무에 해당하
지 않는다. 즉 입법자들의 의도는 중개기관들이 제공하는 용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었으나, 그런 용역은 제6조 제4항 d호가 상정한 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불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446) Garcimartin Alferez, 2009, p. 101.

447)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consumer sales. 구체
적인 내용은 "Articles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Consumer Sale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Conference.”,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19, No. 6, November 1980, p. 1516-1522 참조. 

448) 최흥섭,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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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찍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소

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안에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1955년 협약의 개정작업에 있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대한 고려

를 포함하여야 함을 긍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새로 개정된 매매에 

관한 일반적 협약에 조문의 형식으로 추가할지, 아니면 이를 중심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성안할지에 대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우선은“특정 유형의 소비자계

약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형식으로 10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 10개 조문이 전부 소비자계약 특유의 것은 아니고, 그 중 제7

조와 제8조는 각각 준거법의 규율하는 사항과 규율하지 않는 사항을 규

정한 일반 규정의 성질을 띤 조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1. 협약의 적용범위

가. 총체적 적용범위

  제안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약은 주로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족

용으로 구매한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에 적용되는바, 매도인은 직업 또는 

영업의 과정에서 행동한 것이고 계약체결 전 임의의 시점에서 물품이 위

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계

약의 국제성 판단에 있어, 협약은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에 관한 선언만

으로 매매계약에 국제적 성격을 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의 인지449)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이 스스로 부담

하여야 한다.450) 그 밖에 제1조는 협약의 목적상, 공급자가 필요한 재료

의 실질적인(substantial) 부분을 제공한다면 제조되거나 생산될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49) 물품이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족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
을 말한다. 

450) 제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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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

  제안 제4조는 협약은 a. 경매에 의한 매매, b.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

에 의한 매매, c.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d. 

원자재 또는 기타 거래소에 의한 매매(sales on commodity or other 

exchanges)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다. 협약의 적용요건     

  제안 제5조에서는 협약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

용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➀ 거래를 위한 협상이 주로 

그 당시 소비자의 상거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

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한 경우, ➁ 사업자 또는 

그의 대표자(representative), 대리인 또는 판매 대리인(commercial 

traveller)이 그 당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➂ 위
의 주문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또는 이를 지향하여 명시적인 

청약 또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행위를 한 경우, ➃ 소비자가 상거소지국으로부터 외국으로 

여행하여 그 곳에서 주문을 한 경우, 소비자의 여행이 매도인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록 제안에서는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의 하나만 충족시켜도 좋은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지만 규정의 내용 자

체와 로마체제 규범의 입법형식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후자가 타당한 것

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규정은 로마협약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제안에서의 첫째 경우는 로마체제의 규범이 알

지 못한다. 이어 제안은 둘째 경우에서“그 당시”라는 표현방식으로써 

소비자의 상거소지를 판단하는 시점을 명시하는바, 이에 대하여 명시하

지 않더라도 대개 요구되는 행위를 진행하는 그 시점으로 해석되겠으나 

이와 같은 표현은 명확성을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셋째 경우에서“지향

적 활동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터넷거래를 고려한 로마Ⅰ규정의 

취지와 일치하는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 것은 매우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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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본다. 

2. 소비자의 정의

  제안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개인,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상품을 구

매하는 사람(person)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치하지 않은

바, 소비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소비자의 상대방이 사업자에 한정되

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3. 준거법 결정방식 

  제안 제6조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도 원칙적으

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인정되나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이 부여

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이는 이른바“더 유리한 법”모델을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제안 제7조는 위와 같이“소비자 상거소지국의 강행규정에 의

한 보호”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서에 의한 제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공서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4. 검토 및 평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위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

았지만 이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독립적인 협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 자체에도 작지 않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제안

은 독립적인 협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상 흠결이 많다. 우

선은 내용적으로 너무 간략한바, 특히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대한 정

치한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독립적인 협약을 성안

하는 것이 조항의 형태로 위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비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특칙의 내용상, 사업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 점, 소비자의 

상거소를 판단하는 시점을 명시한 점은 한국법의 입법론을 논의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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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교적 큰 참조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미주간 체제에서의 특정 국가들의 제안

  미주간 체제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협약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미주간 협약”,451) 이른바“멕시코시티협

약”이다. 다만 동 협약은 소비자계약이 준거법에 대한 특별 고려가 전

혀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미주간 체제 

국가들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한 초국가적 협력에 대한 가

장 큰 기여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제7차 국

제사법 특별회의에 앞서 일련의 제안을 한 것이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캐나다의 모델법 제안, 브라질의 협약 제안, 미국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 제안이다. 다만 여기에서 미국의 접근방식은 준거법 특칙을 제외한 

기타 방식을 활용하자는 취지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아

래에서는 캐나다와 브라질의 접근법에 대하여 부연한다. 

1. 캐나다의 모델법 제안

  국제 소비자계약 분쟁의 해결에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효율성 있는 

틀(framework)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 소비자계약 분쟁의 

일관성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452) 캐나다는 2008년 미주국가연합

에 소비자계약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규칙을 아우르는 모델법을 

성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인 제안 제7조에 따르면, 한 국가에 상거소

를 두고 있는 소비자와 다른 국가에 상주한 판매자(vendor who is 

habitually resident)453)는 계약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법을 서면으로 합의

451)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452) DRAFT OF PROPOSAL FOR A MODEL LAW O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FOR CONSUMER CONTRACTS (Revised Proposal of the 
Canadian Delegation on the topic of Consumer Protection – May 2008) Preamble.

453) 여기에서의 판매자도 제안의 해석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인“사업자”와 동일한 의미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안 원문의 의미에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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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454)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의 합의는 소비자 

상거소지국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한에 있어서 

무효이다. ➀ 판매자가 자신이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소비자계약이 소비자 상거소

지에서의 판매자에 의한 사업의 권유에 의하여 체결되고 계약체결 시 소

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판매자의 국가(또는 주)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➁ 
판매자가 소비자가 상거소지에서 한 주문을 받은 경우, ➂ 판매자가 계

약체결의 목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상거소지 외의 국가로 여행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자가 이러한 여행을 지원(assist)하였을 경우. 

  그리고 제안 제2조에서는 일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➀“소비자”는 주로 개인용 또는 가족용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을, ➁“소비자계약”은 판매자(vendor)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➂“소비자계약 절차(consumer contract proceeding)”는 소비자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를, ➃ “판매자”는 직업 또는 영업(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의 과정에서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대리인도 포함한

다), ➄“판매자의 국가”는 소비자 상거소국 외의 판매자의 상거소지국

을 의미하는바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 여기에서의“판매자의 상거소지

국”은 법적인 본거지국, 설립준거법의 소속국, 경영중심지가 위치한 국

가 또는 주된 영업지가 위치한 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위와 같은 규정방식은 로마협약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나 이와 비할 때 

➀ 일차적으로 판매자에 의한 사업의 권유가 있었음을 추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는 증명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킨 점, ➁ 계약체결을 위한 소

비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대신, 계약체결 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판

매자의 국가(또는 주)에 소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점, ➂ 여행의 권

유에 관한 요건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요구하는 대신, 판매자가 소비자

의 여행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점, ➃ 소비자의 상대방인 판매자에 법인

이 아닌 자연인도 포함됨을 명시한 점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

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범위는 확대되므로 소비자에 대한 

준거법 차원의 보호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판매자라고 쓴다.
454)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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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0년 캐나다 대표는 협상을 촉진하고 소비자보호 문제에 관한 

더 건설적인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델법 성안에 관한 위의 제안을 

철회할 것에 관한 문서를 미주국가간연합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노력은 현재로서는 무산되었다. 

2. 브라질의“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미주간 협약”제안

　브라질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확대되기 때문에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미주간 시스템은 국제무역과 지역통합에는 명백히 개방적이지만 약자

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한다.45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촉법적 

측면에서 소비자거래(B2C)와 사업자거래(B2B)를 구분하여 소비자의 신뢰

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456)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의 

도구를 만드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다.457) 2007년에 브라질이 최

종 제안한 협약 초안(여기에서“협약 초안”이라 한다)458)은 전문과 총 4

개 장,459) 26개의 조항으로 나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특칙의 적용범위

(1) 소비자계약 관련 정의

(가) 소비자의 정의

  협약 초안 제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의 

455) Marques, p. 45.
456) Wada/Marque/Brazilian Delegation, p. 4.

457) Wada/Marque/Brazilian Delegation, p. 8.

458) 브라질이 제출한 최초의 제안은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안이었으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2007년 개정된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전문 및 26개의 조항으로 구
성된다. 

459) 이 4개 장의 표제는 제1장(적용범위), 제2장(준거법), 제3장(일반규정)과 제4장(최종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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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또는 직업이나 재판매 외의 목적으로 직업적인 상인 또는 물품이

나 서비스의 제공자와 거래를 하는 자연인이다.460) 또한 계약에서의 서

비스 및 제품을 직접 향유하는 최종 사용자로서의 제3자 또는 방관자도 

협약의 목적상 소비자로 간주될 수 있다.461)462) 그 밖에 잠재적인 조항이

긴 하지만, 협약 초안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협약이 지정하는 준거법 또

는 기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이 소비자나 그 대리인을 더 넓

거나 그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의할 경우, 해당 사건의 판사는 소

비자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협약은 소비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

고 있다.  

(나) 국제 소비자계약의 정의

  소비자계약의 국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협약 초안은 계약 시점에 소

비자가 사업자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또는 본거지와 다른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463) 그 밖에 소비자계약 또는 

거래가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운영 또는 기타 행위가 한 개 이상의 국가와 진정하고 객관적

인 접촉(real and objective contact)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접촉은 주로 당사자의 주소, 본거 또는 상거소, 계약체결지와 

이행지, 국제 격지 소비자계약,464) 물품의 소재지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460) 협약 제1조 제1항.

461) 협약 제1조 제2항.
462) 그 밖에 협약 초안에서는 제2항이 삭제될 수 있는 경우의 소비자 정의에 대한 선택

적 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제1항과 제2항을 결합한 것이므로 원문에서 별
도의 언급은 생략한다. 

463) 제2조 제1항.

464) 이에 대한 정의는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조문은 아래와 같다.
     art. 3. Definition of international distance consumer contracting 1. (International 

distance consumer contracting) International distance consumer contracting is the 
act or negotiation of a contract celebrated between a professional or provider of 
products or services and a consumer both of whom have their domiciles or seats 
in different States, without physical presence in the same State at the moment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Such rule is applicable to contracts celebrated at 
distance, electronically, by telecommunications, by catalogues or by any analogous 
means of international distance consumer contracting. 2. (Place of celebr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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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65)  

(다) 소비자 주소의 정의

  

   협약 초안에서는 비교적 특이하게 소비자의 주소라는 개념을 많이 사

용하는데,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소는 아래와 같은 국가를 순차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➀ 계약 체결 시 소비자의 상거소지, ➁ 위의 장

소가 없을 경우, 소비자의 단순한 거주지(the place of mere residence) 

또는 찾을 수 있는 곳, ➂ 완전한 의사능력자가 아닌 경우, 법적 대리인

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은 한 그 법적 대리인의 주소. 또한 잠재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 격지 소비자계약에서 소비

자의 주소는 소비자가 사업자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소비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한 주소(address or domicile)

로 간주된다. 

(2)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협약 초안은 제5조에서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직접적으로 배제되는 사

항을 규정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관련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분쟁해결방

식에 관한 사항과 당연히 계약에 준거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외관상 소비자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특별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약의 적용이 명백히 배제되는 일부 계약만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이에는 ➀ 유효한 국제 문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운송계약,466) ➁ 소비자에게 무상인 계약과 거래467)가 포함된다. 그 밖에 

기타 유효한 조약으로부터 파생한 특정 의무에 의하여 규율되는 모든 기

타 소비자계약과 거래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468)

distance contracting) In case of international distance contracting the place of 
contracting or celebration is presumed to be that of the domicile of the consumer, 
as notified at the moment of contracting.

465) 제2조 제2항.

466) 제5조 제1항 a호.

467) 제5조 제1항 i호.
468)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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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거법의 결정

(1) 일반규정

  수동적 소비자에 대한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는 협약 초안 제6조 제1

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소지국에서 체결(celebrated)되는 국제계약과 거

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당사자들은 소비자 

주소지 법, 체결지법(law of the place of celebration), 이행지법, 상품 또

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지 또는 본거지(seat) 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다. 이러한 법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아래의 법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라고 추정된다. ➀ 소비자 

주소지법, ➁ 소비자의 일상 거주지(common residence)이자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사 소재지법, ➂ 계약 또는 거래에서 유통업자 또는 

유통센터의 역할을 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주요 지

사 또는 본거가 계약체결지와 일치할 경우 계약체결지법(the law of 

place of contracting), ➃ 물품제공지 또는 서비스 이행지가 당사자 및 

거래와 중요하고 합리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물품제공지 또는 서비스 

이행지법. 한편 자신의 국가 또는 주소지 외에서 거래 또는 계약을 진행

한 소비자, 즉 능동적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에서의 준거법 합의에 대하

여는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을 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또는 소비자의 

주소지법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469) 이는 소비자계약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되, 선택대상의 준거법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제시한“제한적인 당사자자치”

모델 중 당사자자치를‘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에 가깝다. 이와 

같은 규정은 수동적 소비자와 능동적 소비자를 판단하는 요건을 다소 간

략하게 설정한 면과 능동적 소비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그 밖에 제공자의 약관에 의할 경우, 선택된 준거법은 소비자에게 제

공되는 사전 정보에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계약 자체

469)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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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또는 격지의 쌍방적 선

택일 경우, 준거법의 선택 옵션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전 정보에서 

명백하고 눈에 띄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소비자가 부주

의로 자신에게 불리한 준거법 선택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터넷거래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였

다는 점은 진보적이다. 다만“명확하게 표시”된다는 기준에 대한 상세

한 설명과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효과에 대한 기준이 결

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

려울 것이다. 

(2) 특수유형의 계약

(가) 여행 및 관광계약(travel and tourism contract) 

  협약 초안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비자계약 준거법 결정의 일반 원칙

을 따르지 않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칙을 따르도록 한다. 

즉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결합된 서비스와 함께 체결된 개별적 

계약, 이를 테면 관광그룹 또는 호텔이나 관광 서비스와 결합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의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또는 청약의 진행

지, 또는 제공자, 주최자(organizer), 대리인(agent) 이나 자율적인 대표자

(autonomous representative)의 광고나 임의의 기타 사전 합의가 이루어

진 곳이 소비자의 주소지국에 위치해 있다면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시분할계약 및 부동산을 교대(in turns)로 사용하는 유사한 계약

  이와 같은 유형의 계약에 대한 규정은 위와 달리 일반 원칙의 특칙인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협약 초안 제13

조에서는 ➀“마케팅이 진행된 국가의 강행규정”에 대하여, 청약이 진

행된 국가, 광고 또는 기타 광고활동 (예컨대, 전화통화, 리셥션 초대, 미

팅, 파티, 경품의 송부, 청약의 유인, 추첨, 무료 여행 또는 무료 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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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할계약 또는 부동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계약의 대리인, 주된 주최인 

사업자의 기타 활동과 함께 이루어진 국가 또는 사전계약이나 시분할계

약이나 부동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소비자에게 유

리한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추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➁ 한편 

소비자에게 유리한“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강행규정”을 준거법에 추

가하여 적용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려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3절 국내법의 규정

  여기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이 국내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

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를 선정한 것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로마 Ⅰ

규정의 적용을 받겠지만 이에 추가하여 유럽연합 지침을 채택한 법정지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시행법에 이와 관련된 명문의 규정을 둔 

독일과, 국내법에 직접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이

탈리라, 스페인 등 국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인 스위스와, 이와 대조적으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지 않

는 국가인 미국의 상황을 소개한다. 이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있어서 특색이 있는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소개한다.    

Ⅰ. 유럽연합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현재 유럽연합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규범인로

마Ⅰ규정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는바,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따

르면 이는 특별한 국내적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전체 회원국의 국

내에서 전반적 및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470) 따라서 계약채무의 준거

470)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12/C 326/01) art.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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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국제사법 규범인 로마Ⅰ규정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계약에 관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소비자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지침(directive)471)을 국내법화하면서 그 지침 자체

에 포함된 적용범위 규정472)을 국내법에 도입하였는데 이는 준거법 선택

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국내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소

개한 로마체제의 규범들을 제외하고도 순전한 국내법적 규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구 민법시행법(EGBGB)에서는 로마협약의 규정을 편입하

여 제5절(채권법), 제1관(계약적 채권관계)의 제29조에 소비자계약의 준

거법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과거 독일은 1986년 9월 1일 발효된“국제

사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민법시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로마협약의 내용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국내법화하였

다. 나아가 로마협약과 민법시행법 간의 충돌을 피하고자 1986년 7월 25

471)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88조에 따르면 지침은 그것이 달성하여야 하는 결과와 관련
하여는 각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지만 그 형식과 방법은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
다. 

472) 예컨대“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93/13/EEC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제6
조 제2항에서는“비회원국의 법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그 계약이 
회원국들과 밀접한 관련(close connection)이 있다면,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 소비자가 본 지침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보호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시분할, 장기적 휴가상품, 전매 및 교환계약의 특정 방면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2008/122/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2008/1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anuary 2009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timeshare, long-term holiday product, resale and exchange contracts) 제12조 제2항
에서는“준거법이 제3국의 법일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
는 법정지인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본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박탈당할 수 없다. -관련 
부동산이 어느 회원국에 위치하였거나, 또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
에서, 판매자가 어느 회원국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였거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러한 활동을 회원국으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
위에 속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소비자 금융서비스의 격지 마케팅에 및 
의사회 90/619/EEC, 97/7/EC, 98/27/EC지침의 개정에 관한 2002/65/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02 concerning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0/619/EEC and 
Directives 97/7/EC and 98/27/EC) 제12조 제2항에서는“비회원국의 법이 계약의 준
거법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그 계약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들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면, 회원국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본 지침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
는 보호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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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로마협약 비준 법률(제1조 제2항에서)“로마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

조는 독일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473) 구 민법시행법

의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은 로마협약에서의 그것과 언어적인 표현만 조

금 달리할 뿐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474) 하지만 현재는 로마Ⅰ규정의 

발효를 계기로 제1관은 전부 삭제되었고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는 후에 

개정된 조문인 제29a조를 조금 수정하여 제46b조에 두고 있다. 

  체제상 민법시행법 제2장(국제사법), 제7절(제3조 제1호475)에 따른 유

럽연합 규율의 시행을 위한 특별규정), 제2관(규정(유럽연합)번호 

593/2008의 시행)에 속하는 제46b조(특별한 영역을 위한 소비자보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476)

(1) 준거법의 선택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럽연합 회원국 뿐만 아니라 

유럽경제지역협정(Agreement on European Economic Area)477)의 

기타 체약국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될 경

우, 만약 계약이 위의 어느 국가와 밀접한 관련(close connection)

을 가진다면 소비자 보호 지침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된 해당 국

가의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478) 

(2) 밀접한 관련은 특히 사업자(entrepreneur)479)의 아래와 같은 행위

473) 석광현, 2013, 666면 각주 11. 
474) 독일 구 민법시행법 관련 조항의 한국어 번역은 법무부, 2011, 29면 이하; 법무부, 

2001, 239면 이하 참조.
475)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유럽연합의 규칙과 국제법상의 합의와의 관계 1. 직접 적용되는 유

럽연합의 현행 규칙, 특히 아래의 것, b)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 6. 17. 유
럽의회 및 이사회의 No. 593/2008 규정(로마Ⅰ) (기타 a, c, d호는 본 논문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국문번역은 석광현,  
2013, 658면을 따른 것이다)

476) 원문의 영문 번역은 독일 연방법무부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bg
beg/englisch_bgbeg.html#p0183 참조. 

477) 이는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이 EFTA국가들로 확장가능하도록 한 계기를 만들어준 
합의인바, 그 원문은 https://www.efta.int/sites/default/files/documents/legal-texts/eea/
the-eea-agreement/Main%20Text%20of%20the%20Agreement/EEAagreement.pdf 참조. 
그 외 EEA 또는 EFTA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EFTA 웹사이트 https://www.efta.int
/ 참조.

478)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제3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지침을 국내법화한 
회원국의 법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479) 독일 연방법무부의 웹사이트에서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entrepreneur은 로마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bgbeg/englisch_bgbeg.html#p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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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1.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합의의 체약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진행한 경우, 

또는 

    2.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러한 활동을 그 유럽연합 회원국 또

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체약국, 또는 이를 포함한 수개의 국가

로 지향한 경우 및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내에 속하는 

경우 

(3) 동조에서 말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은 아래 지침480)의 최신판을 말

한다. (일부 생략) 

(4) 만약 시분할, 장기적 휴가상품, 전매 및 교환계약의 특정 방면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2008/122/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

2조 제1항 (a)호부터 (d)호에서 말하는 시분할, 장기적 휴가상품, 

전매 및 교환계약이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지역협

정의 기타 체약국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소비자는 동 지침의 시행으로부터 부여

되는 보호를 박탈당할 수 없다. 

    1. 관련 부동산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합의의 기타 

체약국의 영토(sovereign territory)에 위치하였거나, 또는 

    2.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사업자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합의의 기타 체약국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러한 행동을 그 국가로 지향하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내에 속하는 경우.

Ⅰ제6조에서의 professional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모두“사업
자”라고 번역한다. 

480)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1.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5년 4월 5일 
93/13/EEC 이사회 지침, 2. 격지계약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1997년 5월 20일 97/7/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3. 소비재매매와 소비재에 대한 보증에 관한 1999년 5월 
25일 1999/44/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4.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격지 마케팅에 
및 의사회 90/619/EEC, 97/7/EC, 98/27/EC지침의 개정에 관한 2002/65/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5. 소비자신용합의 및 이사회 87/102/EEC지침의 폐지에 관한 2008
년 4월 23일 2008/48/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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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도 위의 제4항과 유사한 유럽연합 시분할 지침을 적용하기 위

한 국내법이 도입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이 위치한 회원국의 지침의 실

행을 위한 국내법도 해당 유형의 소비자계약에 적용됨을 확인함과 동시

에, 해당 국가에 그러한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침의 도입에 관

한 프랑스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81) 

  그 밖에 특정 연결점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계약에 관한 한 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범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그 예로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 소비자 법 제67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국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지침의 내용

과 관련된 이탈리아의 국내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482) 

  또한 일정한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연결점의 범위가 넓어 실질

적으로는 계약이 유럽연합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기만 자국법이 적용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그 예로 스페인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여러개의 규범에 산재한

다.“소비자 물품판매의 보장에 관한 23/2003 법률”제13조에 따르면, 물

품의 사용이나 권리의 실행이 유업연합 회원국에서 이루어졌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라

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과 관계없이 동법에 포함된 보호적 규정이 적용

된다.483) 

  이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내법 규정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 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국내법에서의 

저촉법 규칙과 로마규정에서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독

일 민법시행법을 예로 들자면, 이는 로마Ⅰ규정과 달리 ➀ 제1항에서 "

밀접한 관련”이라는 연결점을 창설하여 그 국가의 해당 규정도 적용된

다고 규정한다. 비록 제2항에서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

481) Comba, p. 214.

482) Comba, p. 214 각주 146에서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483) Law 23/2003 Of July 10, Guarantees On The Sale Of Consumer Goods. 영문 번역

은 
https://www.global-regulation.com/translation/spain/1450059/law-23-2003-of-july-10%2
52c-guarantees-on-the-sale-of-consumer-good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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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지만 이는 예시적인 열거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국내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➁ 로마Ⅰ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에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우월한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4항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가 독일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

여도 이에 추가하여 독일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국내법의 규

정이 과연 로마Ⅰ규정 제23조에서 말하는“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채

무에 관한 저촉법적 규칙을 정하고 있는 공동체법의 규정”484)으로 해석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국내

법에서의 저촉법 규칙 자체와 그 해석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컨대“밀

접한 관련”에 대하여 프랑스는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는 반면, 이탈리아는 이를 “직접적인 영

향”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다.485) 셋째, 일부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저촉법 규칙을 자국의 국제사법 성질을 띠는 법규에 도입

한 반면 일부 국가들은 내국의 실질법적 규범에 이를 도입하였다. 전자

의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적 규정으로서 해당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자

연스러울 수 있으나 후자는 그것이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법규로 인정되

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요컨대 유럽연합 국가일 경우, 특정의 국가에서 소비자계약 분쟁이 다

루어진다면 로마Ⅰ규정 제6조의 규정과 해당 국가에서 유럽연합의 소비

자보호 지침을 도입한 국내법상의 저촉법 규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는 다소 혼란스러우므로 이를 염

두에 두고 로마Ⅰ규정 제6조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적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Ⅱ. 스위스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국제사법(CPIL)486)487)은 준거법 선

484) 조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23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of Community law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 7, this Regulation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Community law which, in relation to particular matters, lay down 
conflict-of-law rules relating to contractual obligations.

485) Comba, p. 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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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있어서 광범위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

는 법을 제한하지도 않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

지도 않는다.488) 다만 약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

정을 두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489) 스위스의 국제사법 제12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0조 c. 소비자와의 계약

(1) 소비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또한 소비자

의 직업적 또는 영업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소비의 급

부에 관한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를 가지

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a. 제공자가 이 국가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b. 이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하여졌고 또한 소비자가 이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c. 제공자가 소비자를 외국에 가서 그곳에서 주문을 하도록 유발

한 경우

(2) 법의 선택은 배제된다.490)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을“소비자의 개인적 또는 가족적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또는 소비자의 직업적 또는 영업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소비의 급부에 관한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계약체결의 주체

를 보면, 소비자계약은 직업 또는 영업 외의 목적을 가진 자연인인 소비

자가 직업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profession)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491) 이에 추가하여 제공자(offeror)는 특정된 방식으로 계

486) 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IPRG)
487) 현행 스위스 국제사법의 독일어본은 스위스 연방 평의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s://

www.fedlex.admin.ch/eli/fga/2017/1055/de 참조. 
488) 석광현, 1998a, 61면.

489) Samuel, p. 687.

490)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20c, 628면 참조.
491) Grolimund/Schnyder/Mosimann,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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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체결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동 조항에 따르면 그 특정된 방식에

는 ➀ 제공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➁ 소비자

의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선행하여 청약과 광고가 행하여졌고 또한 

소비자가 이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➂ 제공자가 소비자를 외국에 가서 그 곳에서 주문을 하도록 유발한 경

우 가 포함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분쟁에는 소비자 

상거소지492)법이 적용되며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는 전형적인“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이다. 

  스위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제공자는 결국 소비자의 계

약상대방으로 이해되는데 즉 소비자에게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93) 국제적 항공운송계약에 관한 사건에서  

바젤법원은 독일의 소비자가 X항공사로부터 항공기를 전세 내어 티켓을 

판매하는 C.R.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C.R.사의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X항공사가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게 되자 X항공사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X항공사는 소비자의 주문을 받지도 청약이나 

광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인 제120조가 아닌, 

특징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11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94) 

다만 이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며 운송계약이나 개인적 또는 패키지여

행의 경우, 얼마나 많은 관련자들이 소비자와의 종국적인 계약체결에 이

르기까지의 상업적 연계과정에 가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매매의 대상

이나 제공되는 용역 자체에 따라 소비자 특칙의 적용여부를 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495) 

Ⅲ. 미국 

  현행 미국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

다. 다만 현재로서는 삭제되었으나 과거 2001년 통일상법전496)과 통일컴

492) 스위스 국제사법 제20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자연인은 상거소를 그가 상당히 장시
간 동안 살고 있는 국가에 비록 이 기간이 원래부터 한정되어 있더라도 가진다.

493) 신창선, 2003, 545면.

494) 위와 동일.

495) 신창선, 2003, 546면. 
496) Uniform Commercial Code (UC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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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정보거래법497)에는 한 때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었었다. 여

기에서는 우선 특칙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 제2차 저촉법 재기술498)을 

따를 경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한다. 다음

으로는 2001년 통일상법전과 개정 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상의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간단히 소개한다.  

1. 제2차 저촉법 재기술

  

  미국법률협회의 1971년 제2차 저촉법 재기술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선택은 일

반 계약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2차 저촉법 재기

술 제187조 제2항에서는“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주의 법(law of the 

state chosen by the parties)”이라는 표제하에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

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7조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주의 법

(2) 계약에서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이 유효하기 위하

여는, 

   ➀ 선택된 준거법의 소속주가 당사자 또는 거래와 실질적 관련

(substantial relationship)이 있거나 기타 당사자의 선택을 정당

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가 있거나 또는

   ➁ 선택된 준거법의 적용이 특정 분쟁의 해결에 있어 중대하게 더 

큰 이익이 있고 당사자의 유효한 선택이 없을 경우 동법 제188

조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준거법 소속주의 근본적인 공서

(fundamental policy)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 제2항에서의“실질적 관련”

과“합리적인 근거”,“근본적인 공서”의 의미를 살펴본다. 나아가 미

497)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TITA).

498)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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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근본적인 공서”의 법리로써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사건을 판시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평가한다.

가.“실질적 관련”또는“합리적인 근거”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에서

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준거법과 당사자 간 또는 거래 간“실질적 

관련”이 있거나 기타 당사자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합리적인 근

거”가 필요하다.

  여기에서의“실질적 관련”요건은 예컨대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 

소속주가 계약이행지, 주요업무지,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등에 해당할 

경우 충족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단순한 

모험심(in the spirit of adventure)에서 선택한 준거법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499)

  다만 이러한 요건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우선 당사자들은 단

순한 모험심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진

지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런 합리

적인 이유가 없이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된다.500) 또한“실질적 

관련”요건 자체는“합리적인 근거”요건에 대한 예시적인 열거에 불과

하다.501) 따라서“실질적 관련”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기타 합

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당사자들에 의한 법률의 선택은 유효하다. 때문에 

계약이나 거래와“‘실질적’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관련이 

있거나, 또는 조금의 관련도 없는 제3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여지

가 있다. 

  실무상, 동 요건은 판결에서 언급된 바가 있고 법원은 그 중요성을 형

식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단독으로 적용하여 준거법 선택의 효력

을 부인한 경우는 흔치 않다.502) 최근의 판례에서 준거법 선택 조항의 

499)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cmt. f.

500)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cmt. f.

501)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cmt. f.
502) Hay/Borchers/Symeonides, p.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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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아래에서 언급될 공서의 맥락에서만 논의되고 있으며“합리적인 

근거”요건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503) 생각건대 소

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이 당사자 또는 거래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당사자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합

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준거법 선택 조항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

지 않을 것이다.

나. 근본적인 공서 

  미국법상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분쟁의 해결과 실질적

으로 더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lex causae)상 

근본적인 공서의 제한을 받는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어느 국가(또는 주)의 공서가 고려되는지이다. 제2

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의 규정에 따르면“당사자의 선택이 없었더라

면 적용되었을 준거법 상”의 공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예컨대 한국 

국제사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지의 공서가 아니라 객관적 준거법 소

속국의 공서가 고려된다.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

여야 할 연결점을 정하고 있는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8조 제2항에 따

르면,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계약체결지, 계

약협상지, 계약이행지, 계약의 목적물 소재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국

적, 설립지, 사업지 등을 연결점으로 객관적 준거법을 확정한다. 다만 구

체적으로 어느 연결점을 적용할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준

거법 결정에 있어서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여지는 상당히 크다.504)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느 단계의 공서를 고려할지이다. 조문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공서는 법정지가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90조가 정한 

재판관할권의 맥락에서 외국의 訴因(cause of action)에 기하여 재판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공서의 수준보다는 낮은 단계이다.505) 이와 

같은 공서는 우월한 협상력이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제정된 법규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506) 여기에서 우월한 협상력

503) Symeonides, 2020, 2020 참조. 

504) Hay/Borchers/Symeonides, p. 1101.
505)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cm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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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압적으로 사용되는 대상으로 소비자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규의 위반은 제2차 저촉법 재기술에서 말하는“근본적

인 공서”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 흔히 보이는 미국 법원의 실무적 패턴은 아래

와 같다. ➀ 계약에서 사업자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조항이 있고 이에 

병행하여 집단중재(class arbitration) 또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배제

하는 조항이 있으며, ➁ 소비자의 주의 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항이 

허락되지 않지만 합의된 준거법에 따르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➂ 소비자가 법원에서 준거법 선택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상정한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➀ 앞
에서 제시된 다수의 연결점507) 중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주508)를 연결점

으로 선택하여 객관적 준거법을 소비자가 위치한 주의 법으로 확정하는 

경향이 있다. ➁ 따라서 객관적 준거법 소속국의 공서로서 소비자의 주

의 공서를 고려한다. ➂ 만약 소비자의 주의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집단

적 구제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당사자들이 선

택한 준거법에 따르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의 준거법 선

택은 소비자의 주의 공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본다. 법원은 이

와 같은 경우에도 준거법 선택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소비자의 집단

적인 구제를 추구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고,“소액의 청구(small 

claim)를 하는 소비자들의 효과적인 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

하고 피고의 그릇된 행동을 조장하며 비양심적(unconscionable)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509) 

506) 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 § 187 cmt. g. 

507) 앞의 페이지에서 제시된 계약체결지, 계약협상지, 계약이행지, 계약의 목적물 소재
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국적, 설립지, 사업지 등 연결점을 의미한다. 

508) 판례에서는 이를“워싱턴주의 소비자”와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인지 주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문맥상 소비자의 환경을 이
루는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의 상거소지가 위치한 주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509) Klussman v. Cross Country Bank (134 Cal.App.4th 1283 (Cal. Ct. App. 2005), 36 
Cal. Rptr. 3d 728); Aral v. Earthlink, Inc. (134 Cal.App.4th 544 (Cal. Ct. App. 
2005), 36 Cal. Rptr. 3d 229); Douglas v. U.S. Dist. Court, (495 F.3d 1062 (9th Cir. 
2007)); Coady v. Cross Country Bank, Inc. (299 Wis. 2d 420 (Wis. Ct. App. 2007), 
2007 WI App. 26, 729 N.W.2d 732); McKee v. AT Corp. (164 Wn. 2d 372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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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패턴과 결론이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Gay v. Credit Inform 사건510)에서 펜실베니아주의 소비

자가 버지니아주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집단적 구제절차를 금

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버지니아주법 준거법 선택조항이 그렇지 

않은 펜실베니아주법 하에서 비양심적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버지니아주가 사업자를 보호할 이익이 펜실베니아주가 소비자를 보호

할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의 소비자가 애리조나주의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청구를 바탕으로 한 Vigil v. Sears National Bank 사건511)

에서도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미국 법원

에서의 판시는 일관성이 없고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고 보는 비판512)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저자는 미국의 접근법

을 따를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접근법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513) 

  요컨대 ➀ 미국의 제2차 저촉법 재기술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➁ 그러나 실무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되는 비교적 일관적인 패턴은 존재한다. 

즉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구제권을 박탈하는 준거법 선택조항은 무효라고 

본다. ➂ 그럼에도 비교적 소수의 사건에서 법원은 앞의 패턴과 상이한 

논증을 한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 처리 방식에 대하여는 계약의 준거

법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2.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미국법률협회(ALI)와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가 개정한 미국의 통

일상법전은 상거래와 소비자거래를 구분하고 소비자거래의 준거법 선택

2008), 164 Wash. 2d 372, 191 P.3d 845); Fiser v. Dell Computer Corp. (144 N.M. 
464 (N.M. 2008), 188 P.3d 1215, 2008 NMSC 46), Hoffman v. Citibank (546 F.3d 
1078 (9th Cir. 2008)) 등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모두 위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
러한 사건들은 일부 Hay/Borchers/Symeonides에서 언급된 사건이며 일부는 저자가 
여러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것이다.

510) 511 F.3d 369 (3d Cir. 2007).

511) 205 F. Supp. 2d 566 (E.D. La. 2002).

512) Healy, p. 546. 
513) Ibid, p.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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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도입하였다.514) 개정 통일상법전 제1-301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소비자, 즉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에 참여한 개인(indivisual)515)일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

거법은 첫째, 거래와“합리적인 관련(reasonable relation)”이 있어야 한

다.516) 둘째, 소비자 상거소지국(또는 주) (State or country in which the 

consumer habitually resides)의 ➀ 소비자 보호에 관한 ➁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법규(rule of law)가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517) 

이는 소비자거래에서는 현행법의 규정과는 달리 소비자가 소비자국

(home jurisdiction)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의한 보호를 상실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거한 것이다.518) 이는 위에서 설명한 유럽연합 로마체제의“더 

유리한 법”모델과 흡사하다. 

  다만 위의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만약 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의 체결

과 물품의 인도가 모두 소비자 상거소지국 외의 주에서 이루어졌다면 준

거법 선택조항은 그 주의 소비자보호 법규의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519) 

이는 통일상법전 제2A-106조와 로마협약 제5조의 기초에서 개정된 규정

으로서 대면거래만을 하는 판매자로 하여금 사전에 계약에 적용될 법을 

예측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20) 주의하여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계약의 체결지”란 계약체결의 형식적인 마지막 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계약에 진입하고자 진행한 모든 중요한 

조치(material step)가 이루어진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521) 이 경우의 흔

한 예로 소비자가 상거소지 외의 국가(또는 주)에 여행을 가서 현지 또

는 기타 국가(또는 주)의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산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까지 개정 통일상법전을 성문화한 30개 주들 중 대

부분은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는 개정전 통일상법전의 제1-105조의 내

용522)을 따랐는바 조문 번호만 제1-301조로 수정하였고, 오직 버진아일

514) Patchel/Auerbach, p. 611.

515) section 1-201(11a). 현재는 section 1-201(b)(11)에서“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내용상으로는 앞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516) section 1-301(d)(1).

517) section 1-301(d)(2)(A).
518) ALI & NCCUSL, p. 8.

519) section 1-301(d)(2)(B).

520) ALI & NCCUSL, p. 33. 
5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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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주에서만 개정된 통일상법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523) 2008년 3월, 

미국법률협회(ALI)와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는 개정전 통일상법전 

제1-105조의 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1-301조를 재차 개정하였으며 

소비자계약 준거법선택의 특칙은 삭제되었다. 그 결과 통일 상법전과 각 

주의 입법은 모두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게 되었다. 이는 양 

입법 간의 조화를 실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524) 

3.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초안은 통일상법전 제2B조로 편입될 계획으

로 작성되었으나 지나치게 라이선서에게 편향된다는 이유로 미국법률협

회에서 반대하였으므로 위의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525) 그 후 전국주

법통일위원회의 주도하에 독립적인 통일법의 입안이 추진되었다. 결과적

으로, 1999년 덴버에서의 연차총회에서“통일컴퓨터거래법”의 제정이 

승인되었고 이는 2002년 개정되었다. 동 법은 모델법의 성격을 띠는바 

각 주에서 입법을 통하여 이를 도입하여야만 법률효력을 가진다.526) 현

재 이를 도입한 주는 메릴랜드주(Maryland)와 버지니아주(Virginia)에 한

정되고, 일부 주에서는 동 법의 적용을 막기 위한 bomb shelter 규정527)

을 도입하기도 하였다.528) 더욱이 이는 그 적용범위가 컴퓨터정보거래에 

한정되는 탓에 그의 실무적 가치는 크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간단히 소

개한다.

522) 구 통일상법전 제1-105조는 개정 통일상법전과 달리 일반 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
어서도“합리적인 관련(reasonable relation)”의 요건을 요구하였고,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523) Liebman, p. 8-9.
524) Rowley, p. 19.  

525) Szwak, p. 26.
526) 송경석/한병완, 81면.

527) 이는 해당 주의 주민을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하에서 허용되는 라이선스 규정, 특
히는 click–wrap(소프트웨어 설치과정에 약관을 틀릭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 
shink-wrap(상품과 묶여진 약관조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바 일부 
bomb shelter 규정에서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을 불허한
다. Rowley, 각주 10

528) Rowley,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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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102조에 따르면 "소비자”란“계약체결 시 주로 개인용, 가족

용 또는 가정용의 목적으로 정보 또는 정보 권리의 라이선시(licensee)로

서의 개인(indivisual)”을 말하는바, 이는“농업, 경영 관리, 개인의 사적 

또는 가정용 목적이 아닌 투자 관리 등 주로 영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529)“소비자계약”이란 상인

(merchant)인 라이선서와 소비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530) 이러한 규정에

서 말하는 소비자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그것보다 상당히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규정 자체의 적용범위가 컴퓨터정보거래에 한정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전자화 형태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로 문

서화된 정보도 포함된다.531)532)

  제109조 a항은 당사자들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당

사자자치를 인정하는바, 거래 또는 당사자와 준거법 사이의 관련을 요구

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동일한데 그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533) 다만 동 조항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대하여 

다른 형식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에서 당사

자들의 준거법 선택은 제b항, 제c항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준거법에서

의 합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없는 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제b항 

1호에서는 접속계약(access contract)534)과 정보의 전자적 인도와 관련된 

계약은 라이선서의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가 어디로 

인도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제공자는 너무 

많은 주 또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535) 이는 결국 소

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비자 

529) section 102(a)(15).
530) section 102(a)(16).

531) section 102(a)(10).
53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병완, 175면 이하 참

조.

533) Delisle/Trujillo, p. 146. 
534) UCITA Art. 102(a)(1)에 따르면 접속계약이란“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이러한 접속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정보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계약”이다. 한국어 번역은 한병완, 178면을 따른 것이
다.

535) drafted by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Last Revisions 
or Amendments Completed Year 2002), official commen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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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취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b항 2호에서는 유형의 복사본 인도와 

관련된 계약일 경우 복사본의 인도된 곳의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소비자 소재지법의 보호가 부여된다면 소비자보호의 취지

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b항 3호는 기타 계약에서는“중요

한 관련(significant relationship)”을 가지는 주의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

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제2차 저촉법 재기술과 유사한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바, 법원은 많은 요소536)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c항은 제b항 3호에 대한 예외로서 준거법이 외국법일 경우 그 

국가의 법이 기타 국가의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UCITA의 그것

에 미치지 못한다면 미국법이 거래와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법이 된

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사업자일 경우, 오히려 소

비자 보호에 대하여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UCITA는 소비자와 소비자계약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고,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이는 성숙한 입법이 아니다. 이는 실

무적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Ⅳ. 일본

1．법례

  일본 최초의 국제사법전인“법례”는 1890년 성안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발효되지 못하였고, 1898년 7월 16일에야 비로소 거의 전부

의 규정을 새로 정비한“법례”가 발효되었다.537) 발효된 이래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거의 기술적인 측면에 그쳤고,538) 1989년에는 실질적 

536) 구체적으로, (a) place of contracting, (b) place of negotiation, (c) place of 
performance, (d) loc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e) domicile, 
residence, nationality, place of incorporation and place of business of one or both 
parties, (f) needs of the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systems, (g) relative interests 
of the forum and other interested state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cular 
issue, (h) protection of justified expectations of the parties, and (i) promotion of 
certainty, predictability and uniformity of result. 등 연결점을 고려할 수 있다. 
UCITA official comment p. 56.

537) Dogauchi, p.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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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나 개정의 범위가 오로지 가족법 영역에 한정

되므로539)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법례는 제7조에서 법률행위의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만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은 두지 않았다. 비록 실질법적인 의미를 고

려하여 소비자계약은 동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주장하

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법원의 태도는 소비자계약도 

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법원은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

규정(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의 법리로써 약자(소비자와 근로자)

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였다.540) 소비자계약의 맥락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한 전형적인 판례가 있

는데 도쿄지방법원은 법례 제7조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에서의 묵시적인 

준거법 선택을 인정하여 미국법이 준거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노동 관

련 법규는 일반적인 민사 법규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국의 

관할영역에서 적용된다고 보아, 일본의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541) 

2. 법적용에 관한 통칙법

  일본은 국제거래의 증가와 다양화된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현대 다른 나라의 국제사법에 관한 법규의 정비동향을 고려하여“법례”

를 2006년 전면개정하였으며 법명도“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法の適用
に関する通則法)”(이하 “법적용통칙법”)542)으로 개정하였는바543)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11조544)에서는“소비자계약의 

특례”라는 표제하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는바 

준거법 결정 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관한 제1항과 그 적용 예외 

538) Dogauchi, p. 37.

539) 1989년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준혁, 1998, 176면 이하 참조. 
540) Nishitani, p. 92.

541) Tokyo District Court decree of 26 April 1965 Rominshu 16-2, 308 Yuko Nishitani, 
p. 93. 각주 73.

542) 법령번호：2006년 법률 제78호. 

543) 윤남순, 2007, 3면.
544) 이 부분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김문숙, 2006 을 따른 것이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

부 미세한 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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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한 제6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소비자계약의 특례)

① 소비자(개인(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로 되는 경

우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이라고 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와 사업

자(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

여 계약당사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을 말한다. 이하 본조

에서 동일)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노동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소비자계약 이라고 한다)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 또는 변경에 의해 적용하여야 하

는 법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외의 법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

가 그 상거소지법 중의 특정의 강행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취지

의 의사를 사업자에 대해서 표시한 때는, 당해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그 강행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

규정을 적용한다.

(省略)

⑥ 전 각항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사업소에서 소비자계약에 관계하는 자가 소비자의 상

거소지와법을 달리 하는 곳에 소재한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사

업소의 소재지와 법을 같이 하는 곳으로 향하여 당해 소비자계

약을 체결한 때. 다만 소비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소

의 소재지와 법을 같이 하는 곳에서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에 대한 권유를 그 상거소지에서 받고 있었던 때를 제외한다.

   2. 사업자의 사업소에서 소비자계약에 관계하는 자가 소비자의 상

거소지와 법을 달리하는 곳에 소재한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사

업소의 소재지와 법을 같이 하는 곳에서 당해 소비자계약에 의

한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받은 때 또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

던 때. 다만 소비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소의 소재지

와 법을 같이 하는 곳에서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받는 것에 대

한 권유를 그 상거소지에서 받고 있었던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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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비자계약의 체결 당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를 알지 못하

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소비자계약의 체결 당시 사업자가 그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

고 오인하고 또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545)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 

  제11조 제1항 후반부에서는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당사

자의 선택 또는 변경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법이 소비자의 상거소지

법 이외의 법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법 중의 특정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의사를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한 때는, 당해 

소비자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그 강행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그 강행규정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계

약의 준거법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되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소비자 상거소지법도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인바, 

“제한적인 당사자자치”의 모델에 가깝다. 입법심의회의 논의과정에서 

로마체제에서의 더 유리한 법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최

종적으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특히 외국법의 조사가 법원의 직권으

로 이루어지는 일본 민사소송법의 체계 하에서 판사가 소비자 상거소지

법과 합의된 준거법에서의 강행규정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소모가 많고 실제로 양자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을 판단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고려가 포함되었다.546)  

  여기에서의 강행규정이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규범을 의미하는데 일본법상으로는 소비자계약법 외에 할부판매법(割賦
販売法),54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548) 금융상

545)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671면 참조.

546) Nishitani, Yuko, p. 95.
547) 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九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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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金融商品の販売等に関する法律)549)등도 사법

(私法)상의 효력을 가지는 한 모두 강행규정에 속한다.550)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가 상거소지의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취지가 표시

되어야 하는 시점과 정도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표시는 재판 중 또는 

재판 외에서 모두 가능하다.551) 재판 외에서의 표시를 허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취소권 또는 철회권의 행사 등은 시간상의 제약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소송과

정에서 증명하여야 한다.552) 후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추상적으로 상거

소지국의 강행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추가하

여 적용한 후의 법적 효과까지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입장이

다.553) 예컨대 합의된 계약의 준거법과 소비자 상거소지법상 소비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사실은 일치하나 양국의 법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각각“취소”와 “무효”로 상이하고 합의된 준

거법에 따르면 소송시효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 여기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지법에 따르면“무효”라는 효과를 명확히 주장

하지 않는다면 동 조항에 따른 보호는 실현될 수 없다.554) 그러나 이에 

반대하면서 소비자가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효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적용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

다.555) 확실히, 약자로서의 소비자에게 여러 국가의 법을 비교하고 그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적용효과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다.556) 다만 이런 결론이 입법적으로

는 명시되지는 않았으므로 향후의 학설과 판례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가 있다. 

548) 昭和五十一年法律第五十七号.

549) 平成十二年法律第百一号.

550)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61頁.
551)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62頁; 廣江健司, 205頁; 김문숙, 2007, 483면.

552) 김문숙, 2007, 483면.
553)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61頁;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41頁.

554)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62頁.

555) 森下哲朗, 33頁.
556) 松岡 博 (著), 高杉 直(補訂), 1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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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칙의 적용범위

 

  제11조 제1항 전반부에서는 소비자계약을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

하여 계약당사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個人)으로서의 소비자가 법

인 또는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

약당사자로 되는 경우의 개인으로서의 사업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고 정의한다. 이는 일본 소비자계약법 제2조557)에서의 정의를 따른 것인

바, 국제사법에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정보 및 교

섭력의 격차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558) 

조금 이례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은, 동 조항에서는 여기에서 말하

는 소비자계약에는 근로계약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法務省)은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소비자계약

에 근로계약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이질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559) 그러나 예컨대 로마Ⅰ규정 하에서는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운송계약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일

본법의 맥락에서는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므로 동 조항의 적용범위는 

넓다. 해석론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과 같이 소재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거래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

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560)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소비자가 외국 사업자 사업

소지국에 가서561)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 상거소지국에서 

557) 동 조항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법률에서 말하는 '소비
자'란 개인(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자를 제외한
다.)을 말한다.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消費者」とは、個人（事業として又は事
業のために契約の当事者となる場合におけるものを除く.）をいう.)

558)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44頁.

559) 同上. 
560)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59頁.

561) 밑줄 친 부분은 원 번역(김문숙, 2006)에서의“으로 향하여”는 소비자계약의 맥락
에서는 소극적 소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의“지향적인 활동”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읽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본어 원문(赴いて)를 참조하여“에 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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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이다. 다만 소비자의 이와 같은 행동이 

그의 상거소지에서 사업자의 권유(勧誘)를 받은 것일 경우는 제외한

다.562) 이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모델로 삼아“능동적 소비자”를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베제한 것인바563)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564) 그러나 여기에서의“권유”565)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➀ 
사업자가 물품 구매 투어를 직접 계획하여 소비자를 참여하도록 한 경우

만 의미한다고 보거나, ➁ 사업자가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개별

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오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거나, ➂ 소비자 

상거소지에서 사전에 선전, 광고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거나, ➃ 사업자가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컨대 웹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도 권유가 인정된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566) 2005년 개최된 국제사법 심의회의에서는 논의를 거쳐 여기에서의 

권유는 소비자계약법 제4조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며 계약

체결 등을 향한 개별적인 권유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567)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권유하는 행위도 그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면 권유에 해당한

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568) 법원은 실제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태

도를 보이고 있다.569) 

수정하였다.  

562) 제11조 제6항 1호, 2호. 

563) 西谷祐子, 38頁.
564) 松岡 博 (著), 高杉 直(補訂), 118頁.

565) 中間試案에서 이는 勧誘가 아닌 誘引으로 표현되었으나 용어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권유로 통일하여 설명한다. 

566)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45頁. 

567) 櫻田 嘉章/道垣内正人(編集), 265頁.
568) 西谷祐子, 38頁. 

569) 예컨대 소비자계약법의 맥락에서 平成29年1月24日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平成28年
（受）第1050号クロレラチラシ配布差止等請求事件）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개별 소비자의 의사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에 의한 압력
을 소비자계약법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계약법의 취지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또한 東京簡判平成 20年 
1月 17日(LEX/DB文献番号 25472171) 판결에서 도쿄간이재판소는 사업자가 인터넷 
홈폐이지에 구체적인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인 원고의 계약취소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사업자의 유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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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

고 다양한 거래의 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이는 장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비교적 명확한 것은 ➀ 개별적으로 

광고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자신의 국가에 오도록 한 사업자의 행위는 권

유에 속하고, ➁ 수동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의 개설만으로 권유를 판단하

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며, ➂ 문면상으로는“소비자 상거소지국을 

향하여”등의 명확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충

분히 권유에 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유

럽연합에서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계약의 체결 당시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소비자

의 상거소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고 오인하였

을 경우이다.570) 이는 사업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무차별하게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적

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혹독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입

장에만 따라 특칙의 적용을 일률로 배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571)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이 단순한 매장 매매나 점

포에서의 1회성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통상 소비자의 상거소를 사업자

가 알 필요가 없는 형태의 것이거나,572) 소비자가 허위의 사실을 사업자

에게 알렸거나,573) 거래의 수량이 많고 지속적이거나 어음 등의 방식으

로 결제가 진행된 등의 상황574)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법적용통칙법은 조항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는 대신에 원칙적으로는 특칙이 소비자계약

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일부 불합리적인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

하는 소극적인 규정방식을 취하는 점이다. 따라서 로마체제의 규범이나 

한국법은 일차적으로 상거소에 위치한 소비자들의 계약체결이 사업자의 

을 확인해주었다. 구체적인 내용 및 평석은 牧 佐智代, 107頁 이하 참조. 

570) 제11조 제6항 3호, 4호. 
571) 小出 邦夫(编), 142頁.

572)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45頁. 

573) 神前 禎, 145頁.
574) 小出 邦夫(编), 2014, 14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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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특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일

본의 경우 소비자가 일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품 수령은 직접 외

국에 가서 하지 않은 이상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의 수동적 소비자에 대하여도 특칙은 당연하게 적용된다.575)    

Ⅴ. 중국

  2011년 발효된 중국 최초의 국제사법인“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하“법률적용법”) 제42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2조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상거소지 법률에 의하고,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 법률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576)

에서 관련된 경영활동577)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지 법률에 의한다. 

 

  위의 조항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 상거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능동적 소비자와 수동적 소비자를 가린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 상거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위의 조항을 재해석

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소비자계약에서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➀ 소비자의 선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

의 법률을 적용하고, ➁ 소비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지

법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의 법

률을 적용한다. 이를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75) 小出 邦夫(编), 2006, 145頁도 同旨.

576) 동 조항의 중국어 원문은“상거소지”가 아닌“경상거소지(经常居所地)”라는 표현
을 사용한다. 다만 그 의미상 한국법에서의“상거소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통일적으로“상거소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77) 여기에서의“경영활동”은 중국어“经营活动”을 직역한 것으로“직업 또는 영업활
동”을 의미한다. 조문을 제외한 본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영업활동”과 “경영
활동”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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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거소지에서 

사업자의 영업활동 유무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 

여부 
 준거법

하는 경우 
선택권 행사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법

선택권 불행사 소비자 상거소지법

하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용역제공지법

아래에서는 동 조항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을 부연한다. 

1. 법률적용법 제42조의 해석

가. 소비자와 소비자계약의 정의

 

  법률적용법에는 소비자의 정의 규정이 없다. 많은 중국 학자들은 국내 

실질법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와 법률적용법에서의 그것을 동일시하

여 그 답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서 찾는다.578) 최고인민법원에서 

편찬한“‘중화인민공화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조문의 이해 및 적

용”(이하“법률적용법 이해 및 적용”)에서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에 대

한 정의를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로 보아“섭외민사관계의 성질결

정은 법정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법률적용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지인 중국의 실질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이론구성한다.579) 

반면에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의 정의와 다른 법에서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580) 생각건대 현재로서는 

우선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으로부터 중국에서 인정되는 기본적인 소비

자개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낸 후 국제사법에서의 그것과 모순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조는“생활소비의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

578) 苏号朋/郭静静, 第42页.

579) 万鄂湘/刘贵祥(编), 第191页.
580) Tang/Xiao/Huo, p. 233; 肖雯，第14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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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서 정하고 있지 않는 쟁점은 기타 관련된 법률, 법규의 보호를 받는

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법에서의 소비자는“생활소비의 수

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자”이다. 소비자권익보호

법에서의 소비자에 법인도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다.581) 하지만 중국의 

통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법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582) 

결론적으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소비자를“생활소비의 수요로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의를 법률적용법의 소비자 정의에 일단 유추적용한다고 하여

도 문제될 것은 없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약자보호의 취지는 국제

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하는데 보호의 대상에 법인을 포함시

키는 근거는 약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서의 소비자만이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피해자로 될 수 있

고583)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피해에서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584)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소비자계약에 대한 정의와 법률적용법

상의 그것을 완전히 동일시할 것은 아니다. 법률적용법에서의 소비자계

약의 범위는 계약의 국제성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일부 유형의 계약을 배

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률적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여 법

률적용법의 소비자 범위에서 일부 유형별 계약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견해585)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은 중국 내에서의 논의가 충분

하지 않고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중국 법

원의 입장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사업자의 경영활동

581)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문은 苏号朋/郭静静; 王利明; 孟勤国/戴盛仪；梁慧星 등
이 있고,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논문은: 杨立新；刘忠东 등이 있다.

582)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5）一中民（商）终字第3419号民事判决书.

583) 孟勤国, 戴盛仪, 第7页.

584) 석광현, 2016a, 45면.
585) Tang/Xiao/Huo,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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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상거소지

  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적용하

는 것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1)”(이하“사법해석 1”)586) 제

13조에서는 자연인의 상거소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법률적용법이 정하고 있는 자연인의 상거소지는 자연인이 섭외민

사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서 이미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생활중심으로서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단 여기에서 치료를 받거나 노무파

견과 공무수행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법률적용법에서의 소비자를 

자연인에 한정하는 이상, 위의 조항에 따라 섭외소비자분쟁에서의 소비

자의 상거소지를 확정하면 된다. 

  하지만 위 조항의 해석상 아래와 같은 쟁점이 제기된다. 우선은 "연속

적으로 1년 이상”이라 함은 절대적인 연속을 의미하는지(1년 동안 출국

기록이 없는 것), 아니면 특수한 경우의 잠정 출국은 허용되는지의 문제

이다. 중국 법원은 이에 후자의 견해를 취한 바 있다. 예컨대 정검주, 호

훈나, 임한위 민간대출분쟁사건587)에서 광동성 중산시 인민법원은 사법

해석 1에서의“연속적”이라 함은 아무런 중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

니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곽종민, 이여진과 청도창용문구유한회사 주주

자격확인분쟁 사건의 판결588)에서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 1에

서의“연속적”이라 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연속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사업파견이나 단기적 학습, 여행 등 원

인으로 잠시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상태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 나라에서

의 연속적인 거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사견으로도 이러

한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생활중심으로서”거주하였음을 판단하

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위의 사

건589)에서 생활중심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가정생활, 사회관계, 주

586)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 
(2020修正) 法释〔2020〕18号.

587) 广东省中山市中级人民法院 (2016)粤20民终684号民事判决书.
588) 山东省高级人民法院(2016)鲁民终2270号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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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업, 자산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과 당사자의 생활중심으로서의 거주

의사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재산, 

투자활동, 거주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바탕으로 생활중심을 판단하였

다. 

  주의할 것은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요건으로서 따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생활중심으

로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훈나, 

양배진 민간대출분쟁사건590)에서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국 

내지(内地)591)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중국 내지 생활중

심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양자에 대한 별도의 구체

적인 설명이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였다는  사

실로부터 당사자의 상거소지를 인정한 판례592)도 있다. 

(2) 사업자의 경영활동(经营活动)

  

  경영활동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바, 중국법은 이에 대하여 비교

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국무원이 반포한“기업재무회계보고조

례”593) 제11조에서는 경영활동을 기업의 투자활동과 자본조달활동을 제

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서의 경영활동을 법률적용법에서의 그것과 절대적으로 동일

하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와 법률적용법

은 엄연히 다른 규범으로서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적용법 이해 및 적용”에서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하였는지의 여부, 상품의 생산

과 제조, 판매와 서비스 제공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이익을 획득하였

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594) 실제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589) 同上.

590) 广东省高级人民法院(2017)粤民申79号民事裁定书.
591) 여기에서의 중국 내지(内地) 대만지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국의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592) 江苏省无锡市中级人民法院(2017)苏02民初60号民事裁定书.
593) "企业财务会计报告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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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경우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시

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595)에서 이 점을 고려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다. 입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법원으로서

는 판례에서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도 법률적용법 

제42조에서 말하는“사업자의 경영활동”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원도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을 생략하는 경향596)이 있다.      

다. 소비자의 선택 

(1) 선택의 주체

  법률적용법 제42조에서 소비자에게 법률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확

하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하는지의 여부

이다. 중국 학자들은 이를 소비자의 일방적인 선택권(单方选择权)이라고 

부르며 이론상으로는 소비자에게만 부여되는 권한이라고 설명한다.597) 

즉 사업자는 법률선택권이 없고 소비자의 선택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598) 이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은 선택권이 없는 사업자가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

다.599) 준거법 합의가 이와 같은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소비자는 

594) 万鄂湘/刘贵祥(编), 第192页.
595) 电子商务中心.

596) 예컨대 山西省太原市中级人民法院 (2016) 晋01民初1014号 民事判决书에서 산서성 
태원시 중급인민법원은 사업자가 소비자 상거소지에서의 경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
부와 준거법에 대한 논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의 실질법을 적용하여 본안에 대
한 판결을 내렸다.  

597) 霍政欣，第192页； 杜新丽/宣增益，第208页；张丽珍，第79页；袁雪，第94页.
598) 黄进/姜茹娇，第233页.

599) 그 근거는 사법해석 1 제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서 당사자들이 섭외민사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선택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적용법률을 선택하였다면 인민
법원은 이를 무효로 인정하여야 한다.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法律没有明确规定当
事人可以选择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当事人选择适用法律的，人民法院应认定该选
择无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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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준거법 선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소비자가 이를 행사

하여 상품 또는 용역제공지의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가 소

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였다면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준

거법이 된다. 사견으로도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준거법 선택의 대상을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에 한정한 것

은 선택이 없을 경우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만약 사업자가 가담한 사전적 법률선택도 허락된다면 위와 같은 

전제는 형해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풍홍진訴타오바오중국지주유한회사 사건600)에서 산서성 태원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산서성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와 홍콩에 사

업지를 두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 간의 약관601)602)에 홍콩법을 준

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논증을 거치지 않

고 직접 중국 내지의 실질법을 직접 적용하였는데 이는 아마 위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선택은 없었던 것

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아마도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을 중국 내지에서 

사업자의 경영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

에 사업자와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소

비자인 당사자의 명확한 선택을 근거로 준거법을 확정한 판결603)도 있

다.

  그러나 제42조는 소비자에게만 법률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를 명시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604)에도 소비자가 법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

600) 山西省太原市中级人民法院(2016)晋01民初1014号民事判决书.

601) 중국에서는 약관을 격식조관(格式条款)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의역하여 
한국법에 익숙한 개념인“약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602) Tmall.hk Merchant Service Agreement Terms and Conditions.
     15.2 Governing Law and Settlement of Dispute.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Hong Kong without recourse to its conflict of laws rules and 
principles. Any dispute, discrepancy or claim, including breach, effect or 
termination of agreement,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for 
arbitration in Hong Kong according to its arbitration rule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re shall be three (3) arbitrators, and English shall be 
the language for the arbitration proceeding.

603) 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2019)京01民终5533号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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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5)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42조를 개정하여 그러한 취지

를 명확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김병주와 화당원방국제

유한회사오락서비스분쟁사건,606) 김병주와 삼하연교경화골프클럽유한회

사오락서비스분쟁사건607)의 1심 판결에서 하북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구한 결과”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확정하였

고, 위 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은“당사자 쌍방

이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라는 근거를 들어 중국법을 적용하

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원의 이와 같은 설시방식

은 법률선택권을 가지는 주체가 소비자에만 한정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

다. 물론 위의 판결에서는“원고(소비자)와 피고(사업자)의 의견을 구한 

결과”양자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준거법 선택권이 소비자에게만 부여된다고 전제하면 사업자인 피

고의 의견까지 구하였다는 설명은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대 이론상으로는 제42조가 정한 준거법 선택의 권한은 소비자에게

만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사견으로도 이에 동의한다. 실무상으로

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다고 설시한 판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쌍방의 선택에 의한다고 설시한 판결이 모두 존재하므로 혼란이 조성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해석론을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

하다. 다만 향후 그 취지를 조문에 명확하게 표현하여 입법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편디 더 바람직할 것이다. 

(2) 선택의 대상

  

  법률적용법 제42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을 선

택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록 일반적으로

604) 예컨대 소비자가 준거법 선택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하였을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준거법 선택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아무런 의
미가 없게 된다.

605) 于颖 에서 저자는 이러한 해석론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606) 1심: 河北省廊坊市中级人民法院(2015)廊民三初字第27号民事判决书; 2심: 河北省高级

人民法院(2015)冀民三终字第108号民事判决书.
607) 1심: 河北省廊坊市中级人民法院（2015）廊民三初字第28号 民事判决书; 2심: 河北省

高级人民法院(2015)冀民三终字第107号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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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거소지법이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법률로서 소비자보호에 유리하

다고 추정되지만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이 부여하는 보호가 더 강할 

수 있으므로608)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함이

다. 그러나 소비자는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만 선택할 수 있다.609)610) 

  또한 법률적용법 제9조의“섭외민사관계에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에 그 국가의 법률적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 중국은 외국법 선택 시 반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의 

대상은 상품, 용역 제공지의 실질법에 한정되며 이에는 중국법, 외국 국

가의 법 외에 홍콩, 마카오 지역의 법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들은 명

백히 외국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법해석 1 제17조의“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된 민사관계의 법률적용문제에 대하여 본 규정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지역의 법을 외국

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택의 시점

  

  법률적용법에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611)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이 법

률선택을 하는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사법해석 1 제6조 제1

항에서는“당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협의로 법률을 선택하거나 

선택적용한 법률을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체결 전으로부터 법정 1심 변론 종

결 시612)까지의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608) 黄进/姜茹娇，第234页.

609) 万鄂湘/刘贵祥(编)，第304页.

610)“법률적용법 이해 및 적용”에서는 그 이유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사업자가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을 잘 알고 이를 준수하려고 하며 이는 소
비자와 사업자 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집행이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품, 용역 제공지에서 제소하므로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앞의 경우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적용이 
편리하다. 万鄂湘/刘贵祥(编)，第304页. 다만 위의 이유는 취지가 불명확하므로 본문
에서 쓰지 않고 소개의 차원에서 각주에서 설명한다. 

611) 이에 대하여 법률적용법 제44조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라고 정하고 있다.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44조 불법행위책임은 불법행위지 법률에 의한다. 다
만 당사자가 공동의 상거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의 상거소지 법률에 의한다. 불
법행위가 발생한 후 당사가 협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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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그 기간을 비교적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사

법실무상 당사자들이 1심의 심리과정에서 준거법 선택을 하거나 기존 선

택한 준거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거법 선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변론 과정에서의 격렬한 저항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613) 하지만 변론 종

결 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듯이, 당사자가 수시로 

준거법 변경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민사 및 상사질서의 구

축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614) 이러한 결론은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4) 선택의 방식

  법률적용법 제3조에서는“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섭외민사관계

에서 적용할 법률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615) 이

에 따르면 법률적용법상 당사자의 법률선택은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당사자들이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어느 법률을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616) 반면, 묵시적인 법률선택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

612) 여기에서“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고 쓰지 않고“1심”이라고 쓰는 것은 중국의 
민사소송법절차상 2심에서도 사실과 법률을 동시에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3) 霍政欣，第189页.

614) 刘仁山，第280页.
615) 동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선택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전제하

에만 허용된다. 즉 별개의 법률관계의 준거법 선택 규칙을 정하고 있는 기타 조항
에서 당사자의 법률선택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컨대, 일반 
계약의 경우 법률적용법 제41조의 전반부에서“당사자는 협의로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비자계약일 경우 법률적용법 제42조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을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 법률에 한정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외에도 법률적용법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 선택에서의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은, 임의대리(제16조), 신탁(제17조), 중재합의(제18조), 부부 재산관계
(제24조), 협의 이혼(제26조), 동산물권(제37조, 제38조), 불법행위책임(제44조), 부당
이득과 사무관리(제47조),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사용허가(제49조), 지식재산권의 침
해(제50조) 등이 있다. 이 점에서 동 조항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라
는 평가를 받는다. 杜涛，第61页; 黄进/姜茹娇，第14页. 그러나“명시적”이라는 준
거법 선택방식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둘러싸
고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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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취할 바가 되지 못한

다고 한다. 위와 같은 태도는 중국의 과거 입법과 사법실무에서의 태도

와 일치한다고 평가된다.617) 

  하지만 사법해석 1 제6조 제2항에서는“각 당사자들이 동일한 국가 또

는 지역의 법률을 원용하였고 법률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적용법 제3

조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법원은 실제로 판결에서 이를 인

용하고 있으며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묵

시적 법률선택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618) 그 중 대부분의 

판결은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으나, 강하창건집단주식유한회사 등과 흠홍달집단유한회사 사이의 건

축공사계약분쟁에서도급계약분쟁 사건에서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문제

된 도급계약의 서문에서의“‘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건축, 설치공

사 도급계약619)조례’에 따라,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프로젝트

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한다.”는 표현으로부터 당사자가 중국법을 적

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추정하였다.620) 생각건대 명확하게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근거가 있다

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중국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선택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요컨대 법률적용법과 사법해석 1 및 사

법실무의 태도를 결부하여 보면 중국법상 당사자들의 법률선택은 원칙상

으로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공동으로 일

국 또는 지역의 법률을 원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묵시적 선택도 

허용될 수 있다.621)  

616) 万鄂湘/刘贵祥(编)，第31页.

617) 黄进/姜茹娇，第14页; 万鄂湘/刘贵祥(编)，第296页.

618) 예컨대 最高人民法院(2017)最高法民终587号民事判决书; 最高人民法院(2017)最高法民
终588号 民事判决书; 辽宁省沈阳市中级人民法院(2017)辽01民终8430号民事判决书,   
广东省汕头市中级人民法院(2017)粤05民初1190号民事判决书, 江苏省高级人民法院
(2015)苏民终字第00384号民事判决书, 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2016)浙03民初00106
号民事判决书. 등이 이와 같은 예이다. 

619) 중국법상 이는“승포계약(承包合同)”이라고 불리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의역하
여 한국 민법상의 개념인“도급계약”이라고 한다.

620) 江苏省高级人民法院(2015)苏民终字第00384号民事判决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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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논의를 그대로 적용

할 것이 아니라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우선 소비자 일방이 명시적

으로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이는 인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법상 묵시적인 선택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원

용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업자의 준거법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

계약에서는 묵시적인 준거법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그 기초위

에서 약자보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진실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고지를 받은 후의 명시적인 선택만 허용

하는 방안도 입법론으로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는 현상황에서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이

므로 향후 중국 법원의 태도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섭외민사관계에 대해 

강제성규정(强制性规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성규정을 직접 적

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규정를 의미하는바,622) 중국에서는“직접 적용되는 법

(直接适用的法)”이라는 표현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이에 따라 법정지인 

중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저촉법의 지정을 거치지 않고 해당 법률관계

에 직접 적용된다.623) 따라서 소비자보호 규정이“직접 적용되는 법”에 

속하는지의 문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직접 적용되는 법(直接适用的法)”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법

해석 1 제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인민법원은 아래의 한 가지 경우에 속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

익에 관계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저촉규

621) 刘仁山, 2019，第279页.

622) 卜璐，第149页 이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623) 黄进/姜茹娇，第2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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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지정624)이 필요 없이 섭외민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조에서의 강행규정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근로자권익의 보호와 관련되는 경우

(2) 식품 또는 공공위생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3) 환경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4) 외환규제 등 금융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5) 반독점, 반덤핑과 관련되는 경우 

(6) 강행규정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기타 경우

  비록 여기에서 열거한 구체적 유형의 규정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제6항에“기타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섭외민사관계에서의 강행규정은 일반적인 강행규정과 다르며 이는 국가

의 안전, 사회의 안전 및 경제적 이익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실질법으로

서 외환관리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

비자보호법은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625) 반면 다수의 문헌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범은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속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626) 최고인민법원의 입장도 이와 동일한바,“조문의 이

해 및 적용”에서는 "강행법률의 개념”이라는 표제하에 현대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질서와 일부 특수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특별법, 강행법, 금지성 규범을 적용하고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이에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이 포함된다고 쓰고 있다.627) 또한 사법해석 1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기자회견628)629)에서는 "‘사법해석 1’에서의 

624) 중국어 원문을“지인(指引)”이지만 번역문에서는 한국의 국제사법용어로서 친숙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625) 杜涛，第64页.
626) 苏号朋/郭晶晶，第43页; 刘仁山, 2013, 第77页；黄进/姜茹娇，第21页 등에서는 모두 

이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627) 万鄂湘/刘贵祥(编), 第33页.
628) 最高人民法院民4庭负责人就 “关于适用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法律关系法律适用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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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 외에도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이 포함될 수 있

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가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속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다만 사법해석630) 1 제8조에서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규를 법률적용법 제4조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법이라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사법해석 1 제8조 제6항에서“기타규정”이라는 조항

을 두어 여지를 두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으로부터 

볼 때 그것이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

다. 이는 사견과도 일치한다. 또한 사법해석 1 제8조에서 "중화인민공화

국의 공공이익에 관계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상, 이러한 결론을 도

출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법의 맥락

에서도 구체적인 법률 또는 그 규정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 그것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의 일반

적인 논의631)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적용법 제42조의 적용

가. 중국에서의 적용 현황

  중국 법원에서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의 사건들 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다른 판결에서 법률적

용법 제42조가 원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干问题的  解释（一）” 答记者问  http://china.findlaw.cn/lawyers/article/d206068.html.

629)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법해석을 반포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해석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답변한다. 답변의 주체는 최고인민법
원이지만 여기에서의 답변은 사법해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는 않고 사법해석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630) 사법해석이 法源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법해석은 
중국 법원의 판결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지위는 매우 높기 떄문에 사
법해석의 문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한다.  

63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2장 제2절 Ⅱ.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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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건번호

관련 

국가 ㆍ 

지역　

준거법　

확정　근거
연결점

선택된 

법
비고

１

山东省济南
市天桥区人
民法院（202

0）鲁0105民
初1689号 

일본

(피고, 

사업자)

언급 없음
상품 

제공지
중국법

 ２

广州市互联
网法院（201

9）粤0192民
初11265号

대만

(원고, 

소비자)

소비자 선택 

소비자 

상거소

지, 상품 

제공지 

중국법

전자상

거래분

쟁

３

河北省廊坊
市中级人民
法院（2015

）廊民三初
字第27号 

한국

(원고, 

소비자)

원고ㆍ피고 

의견 구함

용역 

제공지
중국법 

4

河北省高级
人民法院（2

015）冀民三
终字第108号 

한국

(상소인, 

1심 

원고,  

소비자)

당사자 쌍방 

선택

언급 

없음
중국법

위 

판결의 

상고심 

판결,

원판결 

유지

5

河北省廊坊
市中级人民
法院（2015

）廊民三初
字第28号 

한국

(원고, 

소비자)

원고ㆍ피고 

의견 구함

용역 

제공지
중국법

 

6

河北省高级
人民法院（2

한국

(상소인, 

당사자 쌍방 

선택

언급 

없음
중국법

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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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건번호

관련 

국가 ㆍ 

지역　

준거법　

확정　근거
연결점

선택된 

법
비고

015）冀民三
终字第107号 

1심 

원고, 

소비자)

상고심 

판결,

원판결 

유지

7

广东省中山
市第一人民
法院（2017

）粤2071民
初1229号

홍콩

(원고, 

소비자)

소비자 선택

(소송과정에

서)

용역 

제공지
중국법

8

广东省广州
市番禺区人
民法院（201

7）粤0113民
初6741号

홍콩

(원고, 

소비자)

소비자 선택
상품 

제공지
중국법

9

广东省广州
市中级人民
法院（2018

）粤01民终2

1210号

홍콩

(상소인, 

1심 

원고, 

소비자)

당사자 쌍방 

선택

상품 

제공지
중국법

위 

판결의 

상고심 

판결, 

원판결 

유지.

10

广东省广州
市中级人民
法院（2018

）穗中法民
四终字第134

号

홍콩

(상소인, 

1심 

원고, 

사업자)

소비자 선택

상품 

생산, 

소비지

중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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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중국 법원에서 다루어진 국제소비자분쟁사건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건은 주로 광동성, 산동성 등 연해 도시와 

대도시인 북경 등에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판례가 광동성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외국은 아니지만 사법해석 1 제17조에 

따라 법률적용법을 참조하여 적용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사

순번　　

　

사건번호

관련 

국가 ㆍ 

지역　

준거법　

확정　근거
연결점

선택된 

법
비고

11

广西壮族自
治区高级人

民法院（201
6）桂民终34

号

대만

(상소인, 

1심 

원고, 

소비자)

사업자가 

소비자 

상거소지에

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음

상품 

제공지 
중국법

12

北京市第一
中级人民法
院（2019）

京01民终553
3号

캐나다

(피상소

인, 1심 

원고, 

소비자)

소비자가 

소송과정에

서 명확히 

언급

상품 

구매지

(제공지)

중국법

13

威海经济开
发区人民法
院（2015）
威经技区商

初字第178号

한국

(피고, 

소비자)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중국법

피고가 

소비자

인 

유일한 

사건

14

广东省高级
人民法院（2
012）粤高法
民三终字第 

253号

미국

(피고, 

사업자)

언급 없음

소비자 

상거소

지

중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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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소비자계약의 법률적용에 관한 논증을 더 

자세히 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는 

예외 없이 모두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시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

례가 축적되면서, 추후에는 동 조항을 원용하여 외국법을 적용한 사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 주요 판례 소개

　여기에서는 위의 표에서 언급된 사건 중 세 개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바, 선정 시 각각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사건632)은 한

국의 소비자가 원고인 사건이다. 사건에서의 원고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

한 청구로 피고만 달리하여 또 하나의 소를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다. 두 

사건에서 모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원

고와 관련된 2개의 사건에서 4개의 판결633)이 나왔고 모두 법률적용법 

제42조가 원용되었다. 사건은 동일한 심급의 법원에서 동일한 재판부에 

의하여 다루어졌으며 준거법 결정에 관한 논증도 동일했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그 중의 한 사건만 선정하여 소개한다. 둘째 사건634)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거

치지 않고 직접 상품 제공지의 법을 적용하였다는 면에서 특수성이 있

다. 셋째 사건635)은 중국 법원에서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원용하여 판시

한 최근의 사건으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원의 논증이 가장 상세하

다.636)

 

(1)　김모와 화당원방국제유한회사 사이의 오락서비스계약 분쟁사건637) 

  
  2006년 6월 6일, 한국 국적인 원고 김모(소비자)와 피고 회사는 일반 

632) 위 표의 3, 4번 판결이다.
633) 위 표의 3, 4, 5, 6번 판결이다.

634) 위 표의 11번 판결이다.
635) 위 표의 12번 판결이다.

636) 여기에서는 사건에서 문제된 실질법 논점은 다루지 않고 준거법 논점만 설명한다. 
637) 1심: 河北省廊坊市中级人民法院（2015）廊民三初字第27号; 2심: 河北省高级人民法院

（2015）冀民三终字第10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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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골프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준거

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북성 랑팡시 중급인

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원증

을 최모에게 양도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자신

과의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하북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 1 제1조63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외국 공민이므로 본 사건은 섭외 민상사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원용하면서 본 사건에서의 피고 

회사의 용역 제공지가 하북성 삼하시에 있고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원고

와 피고의 의견을 구한 결과 모두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분쟁은 중국법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판단하여 중국“합동

법”639)을 적용하여 판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하북성 고급인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본 사건 항소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므로 섭외 민상사사건이고 본 사건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중국법을 적용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중국법을 적용한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결과적으

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의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소비자계약에 관한 섭외 민사사

건임을 인식하고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원용하여 준거법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면에서 아쉬

움이 남는다. 첫째, 법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만약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이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에서의 소비자는 한중 

양국을 자주 오갔다고 하므로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

로 한 논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둘째, 소비자의 일방적인 법률선택권

638)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로 인

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 공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인 경우, (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
우, (3)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 (4) 상사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킨 법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 (5) 섭외민사관계
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상황.

639) “계약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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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법률적용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비록 피고의 의견도 구하였다는 불필요한 논증을 하였지만 소송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두를 통한 명시적인 법률선택이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2심법원에서는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2) 이모(李某)와 장모(蒋某) 등 사이의 매매계약분쟁 사건640)

  2011년 12월 11일, 대만 주민 원고 이모(소비자)는 집 장식을 위하여 

중국 대륙(大陆)641)인 장모가 경영하는 건축재료 가게에서 목재장판을 주

문하였고 주문계약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2012년 1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장판을 인도하고 설치해주었으며 원고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금액지급을 완료하였다. 2014년 5월 14일, 원고는 자신이 龙凤
檀원목으로 알고 구매한 목재장판이 사실상으로는 원목이 아닌 것을 발

견하고 계림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고발하여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것

을 요구하였으나 쌍방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5년 5

월 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림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장판 재료비, 시공비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9464

위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계림시 중급인민법원은 준거법에 관한 논증을 생략하고 직접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

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항소인 원고는 대만 주민이고 대만은 

동일한 국가 내의 상이한 법역에 속하므로 저촉규범에 관한 문제는 중국 

섭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법

률적용법법 제42조를 원용하면서 사업자인 피고는 소비자인 원고의 상거

소인 대만에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국 대륙에서 소를 제기

하여 대륙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상품, 용

640) 1심: 广西壮族自治区桂林市中级人民法院（2015）桂市民三初字第18号; 2심: 广西壮族
自治区高级人民法院（2016）桂民终34号.

641) 여기에서의 중국 대륙(大陆) 대만지역을 제외한 중국의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포함) 본 논문에서는 판결의 원문에 따라 중국 내륙
과 중국 대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홍콩, 마카오 지역과 대응
하여 쓰이고 후자는 대만 지역과 대응하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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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공지인 대륙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설시하였다. 동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결과적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1심법원에서 섭외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시한 것

에는 아쉬움이 있으나 2심법원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법률적용법 제42조

를 원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경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도 정확하

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직접 상품, 용역 제공지

의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에 원고가 중국법을 적용할 것을 요

구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인 것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3) 장모(张某)와 북경양광오달자동차판매유한회사 사이의 매매계약분쟁 

사건642)

　　

  2015년 7월 9일, 캐나다 국적인 원고 장모는 피고 양광오달자동차판매

유한회사와 자동차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17일, 원고는 범

모를 위탁하여 피고와 자동차주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2017년 7월, 정기점검을 받기 위하여 차량관리소에 

방문한 원고는 차량의 실제 외관과 통행증상의 외관은 같으나 차량관리

소에 동록된 외관, 공고된 차종의 외관과 상이하므로 점검이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았다. 2017년 8월 21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북경시 창평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위의 정보를 은닉하

여 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할 것과 피고가 원고에게 구매대금, 보험금 및 이자를 반환하고 차

량 가격의 3배로 계산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경시 창평구 인민법원은 준거법 확정에 관한 논증을 생략하고 직접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

원은 장모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

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견”643)제522조 제1항에 

642) 1심: 北京市昌平区人民法院（2017）京0114民初14888号 ; 2심: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
院（2019）京01民终5533号.

64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法释〔2015〕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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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본 사건을 섭외민사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률적용법 제8조

에 따르면 섭외민사관계의 성질결정은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중국 

“합동법”,“소비자권익보호법”과“민사사건명칭(案由)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은 소비자매매계약분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법률적용법 제2

조의“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는 규정과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원용하여 본 사건 원고의 차량 구매지는 

중국이고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법률의거는 중국 합동법 및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중국법을 준거법

으로 한다고 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2심법원은 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역시 위의 사건과 동일하게 1심법원에서 섭외요소에 대한 고

려없이 중국법을 적용하여 판시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으나 2심법원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법률적용법 제42조를 원용한 점과 원고의 일방적인 법

률선택권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는 

아래와 같은 아쉬움이 있다. 첫째,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

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건이 매매계약분쟁인지의 여부는 계약법에 의하여 성질결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나아가서 소비자계약분쟁인지의 여부는 소비자의 정의

확정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법과 기타 실질법상의 

소비자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질결정의 

문제로 묶어서 판단한 후 중국법 전반의 소비자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셋째, 법률적용법 제2조를 원용한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

소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평가 및 소결

 

  중국이 법률적용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조항을 두고 실무적

으로도 비교적 많은 사건에서 동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진

보이다. 법률적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중국의 입법에는 법률관계 중 약

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준거법 차원의 특별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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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 법원에서의 법률적용법 제42조의 적용은 아래와 같은 면

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실무적으로 법률선택권을 행사하는 주

체를 더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률적용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판결문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

이 좋다. 둘째, 비록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상거소법을 적용한

다고 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이 적용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것이겠지만 추후 동 조항의 해석

과 적용에 있어서 더 자세한 논증을 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3.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모델

  중국의 입법은 위에서 논의한“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 중 당사자

자치를‘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에 가깝다. 이는 법률적용법은 

소비자에게 법률선택권은 부여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상품, 

용역 제공지의 법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법은 위에서 소개한“제한적인 당사자자치”접근법과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표로써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선택가능

하였던 준거법을 정리한다.

  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을 가정한다. ➀ 사법해석 1 제1조

에 의한 섭외적 요소가 모두 있을 것(이는 준거법 선택의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➁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관련된 

경영활동을 하였을 것(이는 소비자가 법률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차

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➂ 중국 법원이 중국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것. 이러한 가정하에 경우를 나누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번
소비자 

상거소지

사업자 

영업소 

소재지

상품, 용역 

제공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

이에 해당하는 

사건

1 중국 중국 중국 중국법 위 표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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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중국 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에서 소

비자의 상거소지와 상품, 용역 제공지가 일치한다. 위 사건에서 소비자

는 모두 자신의 상거소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소비자가 이론상으로 실질적인 법률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3번과 4번의 경우, 즉 소비자 상거소지와 상품, 용역 제공

지가 분리된 경우로서, 예컨대 외국의 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국에

서 주문을 하거나 상품, 용역을 제공받도록 유도한 것과 같은 예외적 상

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적 의미의 수동적 소비자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법률적용법 제42조에서 소비자 상거소지에서의 사업자의 

경영활동의 유무를 가려서 정하는 것은 수동적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644) 때문에 중국 법원에서도 위의 3번과 4번의 소비자를 

능동적 소비자로 보아 이를 아예 법률선택권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에서 

배제한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이론적으로“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

지만 중국의 입법은 국제적 맥락에서“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과 전

644) 霍政欣，第192页. 

8, 9, 10, 12번 

사건

2 중국 외국 중국 중국법
위 표의 제1, 

14번 사건

3 중국 중국 외국
중국법, 

외국법
없음

4 중국 외국 외국
중국법, 

외국법
없음

5 외국 중국 외국 외국법 없음

6 외국 중국 중국
중국법, 

외국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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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규정방식은 비교적 특수하기 때문

에, 현재 및 장래의 판례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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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조화

  본 논문은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중점으로 다룸에도 불구하고 여

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맥락에서 양

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양자는 모두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서 동일하고 한국 국제사

법 제27조는 양자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율한다. 그러나 양자는 동일한 

평면의 문제가 아니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특칙을 논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에 관한 비

교법적인 논의를 하고(제1절),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에 병

행(Gleichlauf, parallesim)이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

여 양자간의 관계를 탐구한다(제2절).

  

제1절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에 관한 비교

법적 검토

Ⅰ. 국제규범

 

  여기에서는 브뤼셀체제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비록 그 외에도 국제사

법회의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의 초안이 있지만 이는 추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국가들 사이에는 브뤼셀체제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이 적용된다.645) 이와 같은 규칙은 1968년 유럽공

동체 내에서의 판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의 6

개 회원국이 체결한“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

한 유럽공동체협약”(이하“브뤼셀협약”)으로부터 시작하여,646) 2000년 

645) 이필복,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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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형식을 규정으로 전환하고 개정 내용을 그에 반영함으로서 공포

한“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

정”(이하“브뤼셀Ⅰ규정”)647)에 이어, 변화된 제도적 환경과 현대적인 

상업환경에 발맞춰 실무적 접근성을 갖추기 위하여648) 2012년 개정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규정(개

정)”(이하“브뤼셀Ⅰrecast”)649)까지의 변천을 겪어왔다. 이러한 규범들

은 모두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구

체적인 내용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1. 브뤼셀협약650)

  1968년 체결된 최초의 협약은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두고 있지 않

았고 제4절에서“할부판매계약과 대차의 문제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instalment sales and loans）이라는 

표제하에 할부판매, 명백히 물품의 판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분할상

환이 가능한 대차에 관한 문제651)의 국제재판관할 특칙만을 두었다.652) 

  위의 특칙의 적용에 있어서, 브뤼셀협약 제4절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

석이 문제된 Bertrand 사건653)654)이 있다. 동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646) 석광현, 1997, 155면.
647) 석광현, 2004b, 369면. 

648)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COM 
(2009) 174 final, 2.2.

649) Dickinson/Lein (ed.), p. 6.

650)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68.

651) Article 13 In matters relating to the sale of goods on instalment credit terms, or 
to loans expressly made to finance the sale of goods and repayable by 
instal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is Sec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4 and 5 (5).

652) art. 13-15.
653) Société Bertrand v Paul Ott KG  Case 150/77 [1978]. 
654) Bertrand 사건에서 독일에 사무소를 둔 판매자 Paul Ott KG와 프랑스에 사무소를 

둔 구매자 Société Bertrand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Société Bertrand가 각기 60
일과 90일내에 지급가능한 환어음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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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4절의 적용범위는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

어야 하는바,655) 협약에서 위와 같은 특칙을 둔 것은 보호가 필요한 구

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판매자와 비교할 때 구매자의 경제적인 취

약성은 영업 또는 직업활동 중에서 할부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고용되지 않은 사적인 최종 소비자라는 사실로부터 반영되므로 회사 사

이의 계약에는 그것이 여러 차례의 환어음을 통한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

고 하더라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656)고 설시하였다. 

  위 사건의 영향을 받아, 1978년 덴마크, 아일랜드와 영국 등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4절의 표제를“소비자계약에 대한 관할”로 바꾸었고 관련 

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정657)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 소비

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특칙을 두었다. 이와 같은 특칙은 제13조에

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소비자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동 조항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제13조 

소비자가 그의 영업 또는 직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은 이 절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제4조와 제5조 

제5호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1. 물품의 할부판매계약 

  2.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비대차계약 또는 물품의 판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체결된 기타 모든 형태의 신용공여계약 

  3. 그 밖에 물품의 공급을 위한 계약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

으로서 

문제가 생기자 Paul Ott KG는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후 프랑스 법
원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였다. 동 판결에 대한 프랑스 지방법원의 집행명
령이 있었고 이에 이어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프랑스 파
기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문제되는 계약은 신용판매에 관한 것으로 특칙의 적용범위
에 해당하므로 위의 조항을 위반한 판결은 협약 제28조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파기원은 본안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
에 브뤼셀협약 제13조, 제14조, 제28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구하였다. 

655) Case 150/77 [1978], para. 17.

656) Ibid.
657) Omar,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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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비자의 주소지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특

정한 권유 또는 광고가 행하여지고 

    (b)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

우.

소비자가 체약국에 주소를 갖지는 않으나 지점, 대리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지점, 

대리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

는 그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 절은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58)

  여기에서 특히 문제된 것은 협약하에서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였는데 아래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hearson 사건,659) Benincasa 사건,660) Petra Engler 사건,661) Gruber 사

건662)에서 모두 Bertrand 사건에 따라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는“사적 

및 최종적 소비자”(private and final consumer)에 한정된다고 설시663) 

하면서 위의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제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칙이 제공하는 보호범위는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주체에게까지 확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재판소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664) 

  둘째, 소비자의 상대방이 사업자에 한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유럽재판

소는 Gluber 사건에서 브뤼셀협약 제13조의 적용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동 규정은 사업자인 상대방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빈약하고 경험이 부족

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시하면

서665) Bertrand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제시

한다. 생각건대 계약체결 주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비자계약에 대한 

658) 조문의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01a, 377면 참조.

659) Case C-89/91 [1993], para. 22.

660) Case C-269/95 [1997], para. 15.
661) Case C-27/02 [2005], para. 34.

662) Case C-464/01 [2005], para 35.
663) 그 밖에 Benincasa 사건에서는 이에 추가하여“개인”(indivisual) 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여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Case C-269/95 [1997], para. 17)

664) Case C-464/01 [2005], para. 35.
665) Case C-464/01 [2005], par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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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칙을 두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브뤼셀체제는 소비자-소비자계약(즉 C2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영업 또는 직업의 범위 밖이라

고 볼 수 있는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시간의 

척도에서 볼 때,“영업 또는 직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Benincasa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

소는 지금이 아닌 향후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재 

영업적인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666) 양적 척도로부터 볼 때, “영업 또는 직

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과 그렇지 않은 목적을 모두 가지

고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Gruber 사건

에서 법원은 계약이 부분적으로라도 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

다면 그의 사업적인 성질에 비추어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자계

약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이 

매우 경미하여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667)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는 그 계약 상대방이 주소를 가지는 체약국 또는 소비자가 주소

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제기할 수 있고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이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가 주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668)669) 그러나 당사자들은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특칙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의 당사자자치

의 원칙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특칙의 적용이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

여 임의로 배제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의 규정이 무의미하

게 된다. 따라서 협약은 제15조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데, 즉 당사자 사이의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666) Case C-269/95 [1997], para 17.
667) Case C-464/01 [2005], para 46.

668) art. 14. 
669)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r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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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➀ 분쟁 발생 

후에 체결된 합의 ➁ 소비자에게 이 절에 규정된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

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의 ➂ 계약체결 시 동일 회원국에 주소 또

는 상거소를 가지는 소비자와 그 계약 상대방 간에 그 회원국 법원에 관

할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다만 그러한 합의는 당해 회원국의 

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670)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를 허용하는 것은 분쟁발생 후 당사

자는 법정지의 선택과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한 것이라고 추정되어 소비

자로서의 취약성을 더이상 갖추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671) 소비자

에게 유리한 사전적 합의를 허용하는 것은 특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지

에 추가하여 계약이행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지 등 소비자에게 유리

한 법정지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672) 그리고 계약체결 시 동일 회원국에 주소 또는 상거소

를 가지는 소비자와 그 계약 상대방 간에 그 회원국 법원에 관할을 부여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허용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

한 계약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673) 그러나 이에 대하여

는, 계약체결 후 사업자가 다른 국가로 상거소지를 이동할 경우, 양자간

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게 되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실제 상거소지국에서 

소로써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674) 

2. 브뤼셀Ⅰ규정675)

  

  브뤼셀Ⅰ규정은 제4절“소비자계약에 대한 관할”(제15조부터 제17조)

에 브뤼셀협약 제13조부터 제15조에 대응하는 조문을 두었다.676) 소비자

계약의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670) art. 15. 

671) Dickinson/Lein (ed.), p. 236.
672) Ibid.

673) Ulrich/Mankowski (ed.), 2016a, p. 525.
674) Dickinson/Lein (ed.), p. 236.

675)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676) Ulrich/Mankowski (ed.), 2012, p. 36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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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17조는 협약의 제15조에 대응하며 내용상 동일하다. 다만 동 조

항의 적용범위를 정한 규정 제15조는 대응되는 협약 제13조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브뤼셀 Ⅰ 

규정 제1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

①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 즉 소비자가 그의 영업 또는 직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의 관할은 이 절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제4조와 제5조 제5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그 계약이 물품의 할부판매계약인 경우 

   (b) 그 계약이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비대차계약 또는 물품의 판매

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체결된 기타 형태의 신용공여계약

인 경우, 또는     

   (c) 그 밖의 모든 경우, 그 계약이 소비자의 주소지인 회원국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하거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수 개의 국가를 지향하여 

그러한 활동을 행하는 자와 체결되고 또한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

  ② 소비자가, 회원국에 주소를 갖지는 않으나 지점, 대리점 또는 기

타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

자는 지점, 대리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는 그 회원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절은 일괄가격을 대가로 하여 여행과 숙박을 함께 규정하는 

계약 이외의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77)

  협약과 비교할 때, 이러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규정 

제15조 제1항 c호의 규정은 ➀ 협약에서와 같이“물품공급 또는 용역제

공계약”이라고 하는 대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계약”이라고만 하

677)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2e, 58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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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➁ 협약에서는 알지 못하였던 "지향된 활동기준”을 도입하였다. 

➂ 협약에서와 같이 “소비자가 상거소지에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계약이 사업자의 일정한 활동 범위에

만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15조 제3항은 협약과는 달리 

모든“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신“일괄가격을 대

가로 하여 숙박과 여행을 함께 규정하는 계약”은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규정 제15조 제1항 c호는 거래실무(business practice)의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인데678) 무엇보다도 제15조가 인터넷에 의하여 체결된 

소비자계약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679) 특히 인터넷거래

의 맥락에서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든 그 국가 또는 그 국가를 포함한 수 

개의 국가를 지향하여 그러한 활동을 행하였는지, 즉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다. 

  Pammar680) and Hotel Alpenhof681) 사건682)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소

678) Kennett，p. 729.

679) 석광현, 2004b, 379면; Stadler, 2005, p. 1640.

680) Peter Pammer v Reederei Karl Schlüter GmbH & Co KG (C-585/08) , 오스트리아
에 거주하고 있는 Parmmar은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회사인 Internationale 
Frachtschiffreisen Pfeiffer GmbH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인 
Reederei Karl Schlüter와 항해투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의 조건이 중개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하고 배상을 요구하
였는데 Reederei Karl Schlüter 회사에서 제공한 배상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자
에 대한 청구와 함께 오스트리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Reederei Karl 
Schlüter 회사는 자신이 오스트리아를 지향하여 그 어떤 지향된 영업 또는 직업적 
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오스트리아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1심법원은 중개회사가 본회사를 대표하여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
였다는 이유로 본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법원에서는 문제되는 항해계약이 
브뤼셀 I 규정 제4절에서의 소비자계약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 법원
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Parmmar가 이에 불복하여 오스트리
아 최고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첫째, “voyage by 
freighter”가 규정에서의 패키지여행에 속하는지와 둘째, 그렇다면 인터넷상의 자
문이 가능한 중개사이트의 존재가 규정 제15조 제1항 c호에서의 지향된 활동을 구
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681) Hotel Alpenhof GesmbH v Oliver Heller (C-144/09),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Heller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회사인 Hotel Alpenhof의 홈페이지에서 방을 예약하였는데 예
약과 확인은 모두 홈페이지에 제시된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Heller가 호텔의 
서비스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Hotel Alpenhof는 Heller를 
오스트리아 법원에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Heller은 소비자
인 자신에 대한 소는 오직 소비자의 소재지, 즉 독일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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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주소지에서 사업자 또는 중개업자의 웹사이트에 접속가능한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소지인 기타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그 증거로 레벨을 달리하는 3가지의 고려요소를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웹사이트에서 사업자의 주소나 연락처

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지향된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683) 둘

째, 이와 반대로 사업자가 자신이 소재한 국가 외의 회원국에 소재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검색

업체에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업자의 지향을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표

현이라고 보았다.684) 셋째, 명백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행동의 

국제적 성질, 국제적 코드가 포함된 전화번호를 언급한 것, 사업자 주소

지 국과 다른 최상위 도메인685) 이름을 사용한 것, 기타 회원국으로부터 

사업자의 설립지국으로 가는 일정표를 언급한 것, 사업자 설립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 또는 통화로써의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686)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➀ 해당 웹사이트가 사업자를 대리하는 중개회

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687) ➁ 이에 

따라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인정된다면, 특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계약 

자체가 반드시 격지에서 성립 및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688)

답변하였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오스트리아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자 Hotel Alpenhof가 이에 불복하여 오스트리아 최고법원
에 상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
업자의 웹사이트가 검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브뤼셀 I 규정 제15조 제1항 c호에서
의 지향된 활동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682) joined Cases C-585/08 and C-144/09 Pammer and Hotel Alpenhof [2010]. 위의 두 
사건에서의 부분적인 청구가 일치하므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양자를 동시에 다루기로 
하였다.

683) para. 77 이하.

684) para. 80 이하.

685) 본 논문에서의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이란 그 도메인이 나타내는 기관분
류 또는 국가, 그리고 등록처를 보여주는 영어문자를 말한다. 예컨대 
https://www.law.go.kr/(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메인주소)에서 kr은 최상위 도메인
인바, 이는 해당 도메인 주소가 한국에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의 취지
는 예컨대, 만약 외국의 사업자가 한국에서 등록된 도메인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
설한 것이 한국을 지향한 영업활동의 비교적 명확한 징표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86) para. 83-84.
687) par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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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밖에 계약이 반드시 격지에서 성립 및 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

여, 유럽사법재판소는 Mühlleitner 사건689)에서 이에 부정적인 해답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과 지향된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Emrek 사건690)에서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브뤼셀Ⅰ규정 제15조 제3항에서는 운송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패키지투

어 계약691)을 특별히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인정한다.“패

키지투어”의 해석이 문제되었던 Pammar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는 패키지여행, 패키지휴일 및 패키지관광에 관한 1990. 6. 13. 

90/314/EEC 지침692) 제2조 제1항에서의 “패키지”에 대한 정의를 따라

야 하는바693), “첫째, 운송, 숙박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패

키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여행서비스 중 두 개 또는 그 이

상을 일괄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둘째, 24시간을 초과하거나 1박(의 숙

박을 제공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694)고 설시하면서 구

체적으로는 동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화물선에 의한 항해투어(voyage by 

freighter)가 동 조항에서 정한 패키지투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688) 재판소는 판결문 para. 87에서, 예약이 격지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제되는 사건에서 
실제로 호텔의 키가 교부된 곳이나 지급이 이루어진 곳이 사업자의 국가라는 사실
만으로는 특칙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다.

689) Daniela Mühlleitner v Ahmad Yusufi and Wadat Yusufi　 Case C‑190/11 [2012], 
para. 45. 

690) Lokman Emrek v Vlado Sabranovic　Case C-218/12 [2013], para. 32. 

691) 위에서 말한 “일괄가격을 대가로 하여 숙박과 여행을 함께 규정하는 계약”을 의
미한다.

692)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693) 그 근거로 재판부는 "비록 브뤼셀 I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
지 않지만 로마 I 규정 제6조 제4항 b호에서는 위의 지침에 따른 패키지여행에 대
하여는 특칙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로마 I 규정 전문 제7항으
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뤼셀 I 규정과 로마 I 규정의 실질적 범위가 
동일하므로 로마 I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을 따라야 한다.”고 설
시한다. (joined Cases C-585/08 and C-144/09 Pammer and Hotel Alpenhof [2010],  
paras. 38-44.) 

694) joined Cases C-585/08 and C-144/09 Pammer and Hotel Alpenhof [2010], para. 37, 
동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결론은 Case C-400/00 Club-Tour 
[2002], para. 13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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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뤼셀 Ⅰ recast695)

 

  브뤼셀Ⅰrecast는 제17조부터 제19조에 브뤼셀Ⅰ규정 제15조부터 제17

조와 대응하는 조문을 두었다. 소비자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제

한에 관한 제19조와 그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17조는 내용상 브뤼셀

Ⅰ규정 제17조, 제15조와 동일하므로 그 내용은 재론하지 않는다. 

  다만 브뤼셀 Ⅰ recast의 관련 조항을 다룬696)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언급한다. 아래 세 개의 판례에서는 모두 브뤼셀

Ⅰrecast는 제17조 제1항, 즉 소비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다.

  Schrems 사건697)과 Petruchová 사건698)에서는 모두 앞에서 언급한 

Gluber 사건의 취지에 따라“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을 떠나 오직 개인의 

사적인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계약”만

이699) 소비자에 대한 특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시하고 있

다. 이는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에 대한 해석도 

엄격한데, 전문지식(expertise)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대

변하는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700)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이유701)만으로는

“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보이며 결

과적으로는 사건에서의 원고를 모두 규정에서의 소비자에 포함한다고 보

695) 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696) 브뤼셀 Ⅰ recast 제66조 제1항에 따라 브뤼셀 Ⅰ recast가 적용되는 판례를 말한다. 
동 조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66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only to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to 
authentic instruments formally drawn up or registered and to court settlements 
approved or concluded on or after 10 January 2015.

697) Case C-498/16 [2018], para. 30. 

698) Case C-208/18 [2019], para. 42. 
699) 다만 Gluber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미세하여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일 경우”의 예

외를 두고 있다. 

700) Case C-498/16 [2018], para. 39. 
701) Case C-208/18 [2019],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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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어 Personal Exchange 사건702)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전문지식이나 

수입에 의하여 소비자의 지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수를 받는 

포커플레이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 

소비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사업자와 온라인 도

박서비스계약(gambling service contract)을 체결한 자연인을 브뤼셀 Ⅰ 

recast 제17조의 소비자로 인정하였다.703) 이와 같은 몇몇 판결로부터 특

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가 해석상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

를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사법의 약자보호의 취지에서는 긍정할 여지가 

있으나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확장하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Ⅱ. 국내법의 태도

1. 스위스 

  

　스위스 국제사법 제114조에서는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4조

(1) 제120조 제1항의 요건704)에 합치하는 계약에 기한 소비자의 소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스위스 법원이 관할을 가

진다. 

   a. 소비자의 주소지705) 또는 상거소지706)의 스위스의 법원 또는 

702) Case C-774/19 [2020].

703) Tobias Lutzi, The CJEU Does Not Play Games (When It Comes to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s), December 15, 2020. 
https://conflictoflaws.net/2020/the-cjeu-does-not-play-games-when-it-comes-to-jurisd
iction-over-consumer-contracts/ 

704)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Ⅱ. 스위스 부분 참조. 

705) 스위스 국제사법 제20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자연인은 주소를 그가 계속적인 체재
의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는 국가에 가지고, 동 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주소
는 동시에 여러 국가에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도 그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거소가 주소에 갈음한다.

706) 스위스 국제사법 제20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자연인은 상거소를 그가 상당히 장기
간 동안 살고 있는 국가에, 비록 이 기간이 원래부터 한정되어 있더라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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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공자의 주소지707) 또는 그러한 것이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

지의 스위스의 법원 

(2) 소비자는 미리 그의 주소지 또는 그의 상거소지의 재판적을 포기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스위스 국제사법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특칙을 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소에 있어서 소비자에

게 자신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의 법원과 제공자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

지의 스위스 법원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후자, 즉 

제공자와 관련한 법정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주소지를 우선시 하고 그것

이 없을 경우에 상거소지라는 연결점을 인정함으로서 양자간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제공자 주소지 또는 상거

소지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선택은 사후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분생

발생 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소비자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 법원 외의 

법원을 소비자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

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는 제공자가 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자보호의 취지

가 내포되어 있다.708) 

2. 미국

  

  미국은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이는 사기(fraud) 또는 과도함(overreaching)에 

따른 유효성 요건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소비자로 하여금 국제재판관할

합의 자체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709) 관련 

조항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이더라도 집행이 불공정하거나 

707) 스위스 국제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단체일 경우 본거를 주소로 보는
데, 정관이나 단체설립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를 단체의 본거로 본다.  

708) 陈卫佐, 第168页.
709) Tang, 2015,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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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고 보이면 집행불가(unenforceable)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정지에서 소비자가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이 법정지의 공적 이익을 침범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렀다고 판단되는 비교적 드문 상황710)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불공정하

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는 Carnival Cruise 사건711)에서의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에

서도 보인다. 워싱턴주 주민인 사건의 원고들은 현지의 대리인으로부터 

크루즈티켓을 구매하였는데 티켓의 뒷면에 인쇄된 약관에는 크루즈회사

의 본사가 위치한 주인 플로리다 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국제재판

관할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해도중 멕시코 해역에서 원고가 넘어져 

부상을 입자 원고들은 항해를 마치고 워싱턴주로 돌아와 위의 부상은 피

고인 크루즈회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소를 제

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

유로 워싱턴주 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법원은 반대의 결론을 취하였는

데 최고법원은 다시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위 국제재판관할합의조항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하였다. Blackmun 대법관은 해당 조항은“근본적인 

공평(fundamentally fair)”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는

바, 합의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여하고자 한 플로리다는 많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로서 임의적인 법정지가 아니고 

워싱턴주는 단순히 원고가 부상을 입은 해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적절한 

법정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유로운 판단에 의

하여 티켓을 구매한 것이고 다양한 지역의 승객을 대응하는 크루즈산업

에서는 통일된 법정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같은 방

710) 예컨대 Dix v. ICT Group Inc (160 Wash. 2d 826) (2005)사건에서 워싱턴주 최고법
원은 워싱턴주의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정되는 소비자 집단소송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버지니아주를 법정지로 하는 
관할합의조항은 집행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Jeffrey A. KOCH, et al. v. 
America Online, Inc., 139 F. Supp. 2d 690 (D. Md. 2000)사건에서 메릴랜드주 법원
은 선택된 법정지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유효한 구
제수단을 모두 박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관할합의조항의 집행을 
저애할 수 없다고 보았다.

711) Carnival Cruise Lines, Inc. v. Shute, 499 U.S. 58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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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절감된 비용은 티켓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이 사실상 이득

을 본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이 소비자라는 계약

의 특수성과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면에서 많은 비판712)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최고법원의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는 최근의 연방항소심 판결713)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미국의 크루즈 승

객인 원고는 피고인 크루즈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2020년 3월 5일부터 시

작된 대서양 횡단 항해 중 코스타 루미노사호에서 COVID-19가 발발했다

고 주장하면서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사건의 계약에는 이탈리아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재판관

할합의와 이탈리아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합의가 있었는데, 법원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집행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

였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인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의 면

제에 관한 U.S.C.§30509는 크루즈에서의 개인 상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

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건이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진다면 공서요건에 따라 이탈리아 준거법 조항이 무효로 

될 것이나, 법원이 위와 같이 이탈리아 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면 이

탈리아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 개인 상해에 대한 상한 제한이 인정된

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비판이 전개되었다.714) 

3. 일본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4는“소비자 및 노동관계에 관한 소의 관할권

(消費者契約及び労働関係に関する訴えの管轄権)”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

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어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

을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조의7 제5항에서 소비자계약의 국

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4 제1항 

712) 예컨대 Knapp, p. 553-562 참조.
713) Turner v. Costa Crociere S.P.A., No. 20-13666 (11th Cir. 2021).

714) Coyle, John, “Forum Selection Clauses and Cruise Ship Contracts”, August 23, 20
21, https://conflictoflaws.net/2021/critiquing-a-recent-u-s-decision-on-forum-selectio
n-clauses-and-cruise-ship-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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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조의 7 제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계약 및 노동관계에 관한 소의 관할권

제3조의4 

1. 소비자개인(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자(법인 그 밖에 사단 

또는 재단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노동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소비자로부터 사

업자에 대한 소는, 소 제기 시 또는 소비자계약의 체결 시에 소비

자의 주소가 일본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

관할권에 관한 합의

제3조의7 

5. 장래에 생길 소비자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제1항의 합

의는, 다음에 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시 소비자가 주소를 가진 국가의 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그 국가의 법원에만 소를 제

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국가 이외의 국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

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로 본다)인 경우

   나. 소비자가 해당 합의에 기하여 합의된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일본 내지 외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합의를 원용한 경우715) 

 

  이와 같이, 일본 민사소송법은 첫째, 소비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사후적인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716) 사전합의에 대

715) 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719면, 721면 참조.
716) 분쟁후에 이루어진 관할합의, 이른바 사후적 합의일 경우에는 본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관할합의의 규율에 따르게 된다. 김문숙, 2012, 308면; 나가타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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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일정한 제한의 틀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717) 둘째, 사

전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

다. ➀ 계약 체결 시의 소비자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인 

경우이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의 중심지 법원을 관

할법원을 합의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에 근거를 두는바, 추후 소비자가 기타 국가로 이동하더라도 당시 소비

자 주소지인 일본 법원의 관할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

다.718) ➁ 소비자가 제3조의7 제5항 나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합의의 의미를 이

해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719) 셋째,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유효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➁의 경우에 한하여만 전속관할합의가 인정되는바,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전속적 관할합의의 취지이더라도 비전속적 관

할합의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에 따르면 전형적인 능동적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는 외국의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자가 일본에서 그리고 일본을 지향하여 영업활

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제소하는 경우 관할을 인

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부당성은 일본 민

사소송법 제3조의9720)가 정한 특별한 사정으로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조의9는 일반적인 성질을 띠는 조문으로서 위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

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능동적 소비자를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계약의 특칙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점은 추후 입

법상 개선되어야 한다.  

379면.
717) 나가타마리, 379면. 

718) 笠井正俊/越山和広(編), 56頁.

719) 위와 동일. 
720) 참고로, 동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소 각하 제3조의9 법원은 소에 대하여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일본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에 기하여 소
가 제기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사안의 성질, 응소에 따른 피고의 부담 정도, 증거
의 소재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 법원이 심리 및 재판하는 것이 당사자 사
이의 형평을 해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실현하는 데 방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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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중국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서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도 일반 계약에서

의 그것과 동일하게721) 중국 민사소송법상 섭외사건에 대한 특별 규정과 

섭외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722)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대하여는, 관할합의에 대한 일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4조와 섭

외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정하고 있는 최고인민법원의“‘중

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사법해석”723)(이하

“민사소송법 해석”) 제531조 제1항을 묶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는 서면으로 피고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주소지, 목

적물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분쟁과 실제적 관련이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의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이 법정지와 사건 간의 관련성을 요

구하는 것은 약자보호 취지의 실현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724)가 있지만 

소비자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국가를 법정지로 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위의 조항은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계약이 약관의 형식을 취할 경우, 위의 규정들에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해석 제3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

을 적용하여 소비자와 관할합의를 체결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고 소비자가 동 관할합의의 무효를 주장하

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725) 비록 이는 관할합의 자체의 효력을 통제

하는 방식으로 약관의 일방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726)하

721) 戴曙, 第84页.

722) 중국법 하에서의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연, 2020, 140면 이하 
참조. 

72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法释〔2020〕20号
724) 袁发强/瞿佳琪, 第104页.
725) 원문은“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人民法院应予支持)”고 쓰지만 본문에서는 이

를 의역하여“이는 무효가 된다”고 쓴다. 
726) 曹建军 에서는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관할법원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처하였을 경우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
이지만, 소비자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해석 제31조와 같은 조항을 두어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필요
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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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관을 띠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법원이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엄격성의 정도이다. 이는 동 조항의 해석의 문제인데, 

그 논의는 주로“사업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었다

는 점”(이하“주의제공의무”)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중국 실질법상 약

관 제안자의 주의제공의무는“민법전”제49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와 내용상 대응되는 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2)”제6조는“약관제공자가 계

약체결 시 상대방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 기호 또는 글씨체 

등 특별한 표시로써,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경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해석도 명확한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확립

되지 않았다.727) 

  둘째, 동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관할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연결점에 따라 소비자계약의 관할법원을 확정하는

지가 문제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를 위한 보호적 관할이 없는 

탓에 입법에 의거하기는 어렵고, 비록 실무상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관

할을 인정한 개별적인 판례가 있지만 이는 법원의 통일된 관행이 아니

다.728)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은 국제재판관할 차원에서의 소비자보호를 

727) 구체적인 사건에서 약관에서 검은색의 굵은 글씨로 관할합의조항을 표기하였다는 
점이 주의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근거로 다수 언급된다. 이에 대하여 北京市第二
中级人民法院(2015)二中民终字第10249号民事裁定书에서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항소인과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쑤닝이거우(苏宁易购) 간의 약관에서 관할합의조항을 
검은색으로 진하게 강조하고, 그 하단에 동의클릭을 하기에 앞서 본 약관의 내용, 
특히는 검은색 굵은 글씨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점을 확
인하도록 하는 주의성 설명을 덧붙인 점에 비추어 사업자가 합리적인 방식에 따른 
주의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관할합의조항은 위 해석 제31조에 따라 효력
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吉林省长春市中级人民法院（2015）长民管终
字第33号民事裁定书에서 길림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비록 항소인과 타오바오 인
터넷 유한회사 간의 약관에서 관할합의조항을 검은색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지만 약
관에는 기타 번잡한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표기에 속하지 않으며 인터넷거
래에서 문제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지 않고 소비자들의 주소지와 사업자의 소재지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합의한 조항의 효력을 
긍정한다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심지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송청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해석 제31조에 따라 해당 관할합의조항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728) 예컨대 吉林省长春市中级人民法院（2015）长民管终字第33号民事裁定书에서 길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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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기능에 있에서 제한적이다. 

  중국의 소비자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국제소비자계약이 활발하게 체결

되고 있고, 더욱이 법률적용법에 준거법 차원에서의 소비자보호 특칙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거래의 발전 및 준거법 영역에서의 국내 규

범과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을 정

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729) 2000년 작성된“중화인민공화국 

국제사법 시범법(示范法)730)”제31조731)에 이러한 고려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할만한 일이다. 비록 매우 정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

초로 하여 정식 입법을 추진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   

    

Ⅰ.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 간의 관계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는 공동으로 유럽연합 국제사법 체계를 구성하

는 것으로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로마Ⅰ규정 전문 제7항732)에 따르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원고인 소비자 주소지이자 계약에 따른 물품 수령지 법
원의 관할을 인정하였고, 河南省新乡市中级人民法院（2015）新中民管终字第237号 
民事裁定书에서 하남성 신향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원고인 소비자 주소지이자 불법
행위발생지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고, 广东省广州市中级人民法院（2015）穗中法立
民终字第1482号民事裁定书에서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피고인 사업자 
주소지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다.

729) 刘仁山/夏晓红, 第347页도 同旨.

730) 여기에서의“시범법(示范法)”은 정식 입법이 아니라, 입법, 사법기관 또는 기타 섭
외사무를 처리하는 정부부서 및 법학대학,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국제사법학회에서 작성한 모델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cspil.org/Plus/m_default/Cms/docDetail.php?ID=208 참조. 

731)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소비자권익 소비자권익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소비자의 주소

지 또는 상거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위치하여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
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732) 전문 제7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7) The substantive scope and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russels I) and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http://www.cspil.org/Plus/m_default/Cms/docDetail.php?ID=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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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 규정의 실질적인 범위와 관련 조항은 브뤼셀Ⅰ규정의 그것과 일

관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로마체제와 브뤼셀체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 한 입법자의 명백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체제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고733)“가능한 부

분”에 한하여만 통일된 해석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734)  

여기에서의 관건은 그“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지의 문

제이다. 본 논문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입법론 및 해석론상 로마체제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정립하고 적용함에 있어 브뤼셀체제의 국제

재판관할 특칙을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즉 준거

법과 관할의 병행을 인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양 체제의 규범735) 간의 전반적인 관

계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1. 양자의 공통점

 

  우선 양자는 모두 아래와 같은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첫

째, 선택자유의 원칙(the principle of freedom of choice)이다. 국제재판

관할의 맥락에서는 당사자 간의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인정하는 브뤼셀Ⅰ

recast 제25조가,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당사자 간의 준거법합의를 인

정736)하는 로마Ⅰ규정 제3조가 구체적인 예이다. 또한 로마Ⅰ규정 전문 

제12항737)에 따르면 회원국의 법원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733) 이와 같은 결론은 전문의 기타 항(예컨대 전문 제17항, 전문 제24항)에서 일부 구체
적인 용어의 해석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부터 추정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의 규범은 전반적으로 일일이 대응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으
로부터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 

734) Schmon, p. 9.

735) 여기에서는 현행 규범인 로마Ⅰ규정과 브뤠셀Ⅰrecast를 중심으로 브뤼셀체제의 규
범과 로마체제의 규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한다.

736) 로마Ⅰ규정 전문 제11항도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계약채무의 준거법 시
스템의 초석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명시한다. 

737) 전문 제12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2)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confer on one or more courts or 

tribunals of a Member State exclusive jurisdiction to determine disputes under the 
contract should be one of the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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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는 당사자 간 묵시적인 준거법 선택738)의 존재 여부 판

단 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양자 간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약자보호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a 

weaker party)이다.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는 보험계약, 소비자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브뤼셀Ⅰrecast 제3절(보험계약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4절(소비자계약에 대한 관할), 제5절(근로계약에 대

한 관할) 하에서의 조문이,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위의 장절의 적용대상

과 각각 대응되는 로마Ⅰ규정 제7조(보험계약), 제6조(소비자계약), 제8조

(개별적 근로계약) 등 조문이 구체적인 예이다. 이러한 원칙이 인정됨으

로써, 첫째의 원칙에 따른 당사자자치는 일정한 정도의 제한을 받게 되

었다.739)

  이와 같이 양자 모두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특칙을 두므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자는 특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소비자계약의 정의이다. 양자는 모두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비자계

약을 정의하고 소비자가 자연인일 것과 소비자의 상대방은 사업자일 것

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적용요건인“지향된 활동”의 해석

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Ⅰ규정 전문 제24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4) 특정의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저촉법 규칙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인 소액 청구에서의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하고 격지판매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2001호 규정(Regulation 

(EC) No 44/2001)740) 과의 일관성은 소비자보호 규칙의 적용요건

에서‘지향된 활동”이라는 개념을 언급할 것과 이사회 및 위원

whether a choice of law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738) 전문 제12항은“준거법의 선택이 명백하게 표시(clearly demonstrated)되었는지를 판

단”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로마Ⅰ규정 제3조 제1항의 표현(“당사자 간의 묵시적 
선택이 존재하는지를 판단)과 일치한다.

739) This project is co-financed by the European Union,“INTERACTION between 
BRUSSELS I bis, ROME I AND ROME II”. p. 2 이하 참조.

740) 이는“브뤼셀 I 규정”이다. 다만 전문 원문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위와 같
이 풀어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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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동선언741)을 염두에 두고 44/2001호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

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 및 위원회의 선언은“제15조 제1항 c호

가 적용되기 위하여 소비자 거소지(residence)인 회원국 또는 이를 

포함하는 복수의 회원국으로 지향하여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이에 추가하여 계약이 반드시 그 활동의 범위 내에서 체결

되어야 한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가 격지계약의 체결을 유도

하고 그 계약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격지에서 체결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는 제15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언어 또는 

통화는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규정은 적어도“지향된 활동”의 인정기준을 포함한 수동적 소

비자의 요건에 있어서 브뤼셀 체제와 로마 체제는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의 유형이다. 패키지여행계약을 제외한 운

송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특칙의 적

용이 모두 배제된다.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b호, 브뤼셀Ⅰrecast 제17

조 제3항은 이 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이는“패키지여행계

약”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바, 위에서 명시했듯이 브

뤼셀Ⅰ규정의 맥락에서의 Pammar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그 해석

은 1990년 이사회지침을 따른다고 명시한 바 있고742) 로마Ⅰ규정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운송계약”과 같은 경우 브뤼셀 체

제의 규범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규정이 없는 반면, 로마체제의 규범에는 

이에 대하여도 특칙을 두고 있는 면에서 그 해석상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로마체제의 규범에서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

에서 배제한 것은 이에 대한 특칙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 기타 고려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양 체제에서의 동 용어의 해석을 

달리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

741) Joint Declaration of the Council land the Commission on Articles 15 and 73 made 
at the Meeting of the Council (JHA) of 14 December 2000.

742)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1절 Ⅰ.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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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의 차이점

  우선 양자는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방식에 차이가 

있다. 브뤼셀체제는 당사자 간의 사후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또는 비전속

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한하여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당

해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반면에, 로마체제는 원칙

적으로 당사자 간 준거법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되 소비자 상거소지의 강

행규정의 보호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둔다. 따라

서 전자는 보충적 규칙에 엄격한 예외를 설정하는 반면에 후자는 예외의 

인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743)

  다음으로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브뤼셀체제에서의 특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소비자일 경우에 한정되는 

반면에 로마체제에서의 특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외의 소비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점은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브뤼셀Ⅰ

recast 제17조 제1항 c호에서는“회원국(Member state)”라는 표현을 사

용한 반면에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 a호에서는“국가(country)”라는 표

현을 사용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둘째,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의 유

형에 있어서, 로마체제의 규범에서의 ➀ 소비자 상거소지에서 용역이 전

부 제공되는 계약,744) ➁ 시분할방법에 의한 부동산 사용권리에 관한 계

약 이외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745) ➂ 금융 관련 계약746) 등에 

대한 준거법 특칙의 적용배제는 브뤠셀체제의 특칙에 관한 조항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➀ 유형에 대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문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고747) ➁ 유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

은 이유는 이는 사업자인이지 소비자인지에 관계없이 별도의 조문에서 

규율하는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748)이므로 애초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

743) Schmon, p. 110.
744) Rome Ⅰart. 6(3)(a).

745) Rome Ⅰart. 6(3)(c).
746) Rome Ⅰart. 6(3)(d).

747) 본문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주로 국제재판관할 규칙
으로부터 준거법 규칙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48) 참고로 부동산에 대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브뤼셀 I recast 제24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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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불필요하기 때문이고 ➂ 유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

를 준거법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

율하는 기준이라는 준거법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제재판

관할의 맥락에서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두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고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계약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점을 달리한다. 소비자계약의 특칙에서 브뤼셀체제의 규범은 소비자

의“주소”를 연결점으로 하는 반면에 로마체제의 규범은 소비자의“상

거소”를 연결점으로 한다. 브뤼셀협약에 대한 P. Jenard의 보고서에 따

르면 협약에서“주소”대신“상거소”라는 연결점을 채택하지 않은 것

은, ➀“일상(habitual)”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대다수의 회원국의 내국법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는 주소라는 연

결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➁“상거소”라는 연결점을 채택하면 기타 주체

에 따라 주소가 결정되는 주체(예컨대, 미성년자 또는 결혼한 여성)에 대

한 국제재판관할을 확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➂ 직접관할

을 정하고 있는 협약으로서 이에 따라 법원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가

지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필요되는데 주

소는 상거소보다 확고하고 안정적이라고 본다.749) 생각건대 여기에서는 

주소를 등록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개념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다만, 연속된 6개월 이하의 일
시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임
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일 회원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피고가 주소를 가지
는 회원국의 법원도 관할을 가진다.”(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2e, 588면에서의 
브뤼셀 I 규정 제22조 제1항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브뤼
셀 I recast는 조항의 번호만 제24조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본 조항 단서는 
브뤼셀 I recast 제17조 제1항에서의 소비자계약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
는바(Ulrich/Mankowski (ed.), 2016a, p. 564.),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계약
에서의 임차인으로서의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지(피고의 주소지이기도 하다.)인 회원
국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회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49) P. Jenard, Report on th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Signed at Brussels, 27 September 196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 59 Vol. 22, 1979, 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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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거소의 확정에 있어서는 사실적 요소에 입각한 변수가 보다 많

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의 실질적 관련성에 있어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

서 일부 가족법적인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건 자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요

구가 높지 않은 국제재판관할의 확정에 있어서는 명확성이 우선시되므로 

주소라는 연결점이 채택되었으나,“가장 밀접한 관련”에 입각한 준거법

의 확정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관계와의 관련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상

거소”라는 연결점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750) 

  다만 소비자계약의 특칙에 있어서 양자의 혼용은 실제 사건에서 혼란

을 조성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즉 국제재판관할 특칙에 의하여 

소비자 주소지 법원에서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당사자 간 합의한 준거법

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은 준거법 특칙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부

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기에서

의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소비자 주소지법과 동일한 법정지법인지 아니면 

사건에 따라 제3국법이 될 수도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연결점으로 통일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상거소가 더 

적절하다. 비록 국제재판관할에서 주소를 연결점으로 사용하는 위의 근

거는 기타 조항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적어도 소비자계약의 특칙에

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계약의 특칙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환경을 이루는 곳, 이른바 상거소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시간의 척도에 따라 정리하면 ➀ 최초의 브뤼셀협약은 

1968년 체결되었고, ➁ 로마협약은 1980년 체결되었으며, ➂ 브뤼셀협약

을 개정하고 법형식을 규정으로 전환한 브뤼셀Ⅰ규정은 2000년에 반포되

었고, ➃ 로마협약을 개정하고 법형식을 규정으로 전환한 로마Ⅰ규정은 

2008년에 반포되었으며, ➄ 브뤼셀Ⅰ규정을 개정한 브뤼셀Ⅰrecast 는 

2012년에 반포되었다. 브뤼셀 체제의 규범이 선행하고 대응되는 로마 체

제의 규범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그 뒤에 체결 및 개정되었다. 양자는 

동일한 국제사법상 원칙에 기하여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두고 있고 시대

750) Schmon,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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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특칙의 적용범위를 매우 유

사하게 획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 면에서는 상호간 참조적 가치가 상당

하다. 다만 양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을 인정

할 부분과 그러하지 말아야 할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브뤼셀체제와 로마체제의 이와 같은 순차적인 발전을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Ⅱ. 국내법에서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751)

  스위스는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을 모두 국제

사법에 두고 있다. 다만 전자는 제114조에, 후자는 제120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체계상 양자를 분리하였다. 그럼에도 제114조에서“제

120조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계약에 기한 소비자의 소에 대하여”라

고 명확히 정함으로써, 양 조항은 적용범위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한

다. 사용하는 연결점에 있어, 양자는 모두 소비자의“상거소”를 연결점

으로 한다. 스위스 국제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자연인의 상거소와 주소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752) 특칙에 의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정도에 있어, 전자는 일정한 제한 하에서 당사자 간의 국제재판관할 합

751) 여기에서는 주로 현행 규범을 언급하고, 본 논문의 주제에 대응되게,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준거법합의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만 한정하여 비교를 진행한다. 

752) 참고로 자연인의 주소와 상거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스위스“국제사법에 관한 연
방법률”제2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20조 Ⅰ. 자연인의 주소, 상거소, 영업소 
(1) 자연인은 이 법률의 의미에 있어서의 a. 그의 주소를 그가 계속적인 체재의 의
사를 가지고 거주하는 국가에 가지고 b. 그의 상거소를 그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살고 있는 국가에 비록 이 기간이 원래부터 한정되어 있더라도 가지며 c. 그의 영
업소를 그의 영업활동의 중심지가 소재하는 국가에 가진다.”

브뤼셀체제 로마체제

1968년 브뤼셀협약 -

- 1980년 로마협약

2000년 브뤼셀Ⅰ규정 -

- 2008년 로마Ⅰ규정 

2012년 브뤼셀Ⅰrec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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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허락하는 반면에 후자는 당사자 간의 준거법 합의의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한다.

  미국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753)을 모두 두

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계약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실무

적으로 전자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소비자

계약의 특성 자체로부터 출발한 국재재판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후자의 경우 다소 불규칙적인 면이 있긴 하

지만 소비자의 집단적 권리구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서의 

법리를 적용하여 소비자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일본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을 상이한 규범

에 두고 있는바, 전자는 민사소송법 제3조의7 제5항에, 후자는 법적용통

칙법 제11조에 두고 있다. 그 밖에 양자는 적용범위상으로도 구분된다. 

우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은 모든 소비자계약에 포괄적으로 적용된

다. 여기에서 능동적 소비자에 대한 예외적 상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

은,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경우 한국이나 브뤼셀체제의 규범과 같이 사전

적 합의를 전부 불허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비교적 정치

한 고려를 포함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그것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더

라도 그 자체로서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는 모든“소비자”에게 적용되어

도 무방하다는 고려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의 소권을 보

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일본 국내에서의 응소를 요구해도 불합리하

지 않다는 관념754)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입법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일부 특정된 경우 사업

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록 특별한 사정을 정하고 있

는 제3조의9에 따라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특칙의 입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에 법적용통칙법에서는 일부 능동

적 소비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나 로마체제

의 규범과는 상이한 규정방식을 취하고, 결론적으로 특칙이 적용되는 소

비자의 범위도 더 넓다. 다만 어디까지나 국제재판관할 특칙의 적용범위

와는 조화롭지 않다. 사용하는 연결점에 있어, 전자는 소비자의“주소”

753)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태도로 보이는 제2차 저촉법 재기술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754) 伊藤 眞, 193頁.



- 185 -

를 연결점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소비자의“상거소”를 연결점으로 한

다. 특칙에 의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의 정도에 있어, 전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중국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은 두고 있지 않지만 준거법 

특칙은 법률적용법 제42조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결과적

으로 소비자 상거소지인 중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소비자 상거소

지인 중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추

후 준거법 특칙의 취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특칙도 입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준거법 특칙의 정립에 대한 시사점

1. 준거법과 관할의 병행이 바람직한 부분

가. 특칙의 적용범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특칙은 약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인 정의를 추

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상 동일하다. 때문에 양자는 모두 이와 같은 

취지에 좇아 특칙의 적용범위를 자연인인 수동적 소비자가 사업자인 상

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 유럽연합의 규범은 이를 로마Ⅰ규정의 전문에서 확인하고 있고, 스

위스는 이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

국은 동일한 조항에 의하여 양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칙

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론은 대부분이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전개되

었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규범에서 현저하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특칙의 적용범위의 해석론을 구함에 있어서는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

서 전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인

터넷상 지향된 활동의 인정기준은 준거법 특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

로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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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칙의 내용-사전적 합의에 대한 제한

 

  대부분의 경우,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특칙은 사후적 합의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사전적 합의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을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의 효력을 통제한다. 브뤼셀 

체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전적 합의만을 인정하고, 스위스나 일본은 

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사전적 합의

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합의가 준거법 합의와 동시

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755)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준거법 합의

에 대한 입법적인 통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준거법 합의의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좇아 사전적 합의가 소비

자의 취약성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효력의 인정에 있어서 일

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사전적 합의의 경우 소비자 상거소

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만 허락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것이다. 

다만 이는“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이나“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에

서의 입법을 보완함에 있어서 유용한 제안이지,“더 유리한 법”모델에

서 적절한 제안은 아니다.“더 유리한 법”모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의 준거법 합의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합의 자체의 효력을 

통제하는 방식과는 융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의 맥락에서 약관에 의한 준거법 합의는 그것이 불

공정(unfair)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구속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VKI v. Amazon 사건756)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법의 맥락에서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사전에 작성된

(pre-formulated) 조항에 의하여 사업자의 법을 선택한 것은 유럽연합 

93/13 지침757)에서의“명백하고 이해가능한 언어로 작성할 것”에 대한 

755)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준거법합의의 태양에 대하여는 본 논문 제5장 제1절 Ⅰ. 
3. 부분 참조.

756) Verein für Konsumenteninformation v Amazon EU Sàrl. C-195/15 [2016]. 
757)“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93/13/EEC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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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로마Ⅰ규정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

아 소비자로 하여금 지정된 회원국의 법만 적용이 된다는 착오에 빠지도

록 하는 한에 있어서는 불공정하다고 판시하였다.758) 따라서 현재로서는 

로마Ⅰ규정 제6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와 같은 명확한 정보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759) 그러나 사견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그 합리성

을 인정할 수 없다.760) 위 판례는 정치하게 설계된“더 유리한 법”모델

의 의미를 몰각시킨다. 

다. 특칙을 규율하는 체계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법역에 따라 이를 동일한 체계에서 규율하는지 아니면 양

자를 각각 다른 체계에서 규율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스위스는 양자를 모두 국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양

자를 각각 브뤼셀체제의 규범과 로마체제의 규범에서 규율하는데 모두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 체계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전자를 민사소송법에

서, 후자를 국제사법의 체계에서 규율한다. 사견으로는 양자가 약자보호

라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계약서의 동일한 조항에

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의 조화를 추구하

기 위하여 이들을 동일한 규범에서 규율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국제사법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8) para. 71.
759) De Miguel Asensio, p. 462.

760) Rühl, 2018, p. 6에서도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취한다. 즉 재판소의 위와 같
은 판단은 착오적인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Ⅰ제6조에 대한 큰 오해에서 비롯된
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로마Ⅰ제6조 제2항은 준거법 선택의 효과를 규율할 
뿐 선택의 유효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
째, 로마Ⅰ제6조가 준거법 선택 조항의 공정성을 포함한 유효성의 문제를 규율한다
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복
잡한 비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이는 소비자의 법률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택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는 로마Ⅰ규정의 취지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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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칙에서의 연결점

  여기에서는 주로 소비자의“주소”와“상거소”의 문제이다.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적 개념에 접근하는“상거소”를 연결점

으로 하는데,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는“주소”와“상거소”를 모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칙의 취지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

신의 환경을 이루는 곳의 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그 곳의 법을 준거법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는“상거

소”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는 스

위스와 같이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되 양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체

적인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

다. 

2. 준거법과 관할의 병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가.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일부 유형의 계약이 배제되

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첫째는 약자로서의 소비자에 대한 보

호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이다. 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전부 소비

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제공되는 계약이나, 논란이 있으나 무상의 계약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 명

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준거법 특칙과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는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전속관할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의하

여 해결할 문제이므로 소비자계약의 특칙 부분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준거법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명백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계약의 특칙에서 이를 명시한 경우이다. 예컨대 부동산의 물권 또

는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실제로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준거법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준거법 특칙

에만 규정을 둔 경우이다. 예컨대 금융 관련 계약에서 준거법 특칙을 적

용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면서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 189 -

에서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구구하게 되어 해당 체제의 운영 자체가 

불가하게 된다. 여기에서 둘째와 셋째는 준거법 특칙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국제재판관할 특칙에서는 

불필요하다. 

나. 특칙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분쟁해결의 효율성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을 적용하여 법정지를 확정할 경우 준

거법은 부득이하게 법정지 외의 국가의 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규범의 경우, 소비자가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사업자의 국가

로 가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는 준거법 특칙이 적용되어 관할법원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외국법을 조사하여야 할 수 있는

데,761) 이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법정

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자의 주소지 또는 그러한 것이 없는 때

에는 그의 상거소지인 스위스로 확정될 수 있으나,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위스의 법원이 전반적으로 외국

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입법

으로써는 소비자의 보호가 위와 같은 부조화에서 기인하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에 비하여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이고,762) 이 점

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볼 수 밖에 없다.

다. 특칙 조항의 편제

761) 소비자가 자신의 상거소지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의 소
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은 소비자 상거소지(법정지)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지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외국법(법정지 외 법역의 법)은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부여하
는 보호를 박탈하지 않는 한에서 적용되므로, 해당 외국법에 대한 조사와 적용이 
필요하다. 이종혁, 2019b, 154면에서는 개인정보정보에 관한 분쟁을 예로 들면서, 
정보주체가 그의 상거소지 법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주체 상거소지 이
외의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소비자보호
가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762) Lutzi,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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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특칙을 동일한 체제 내지 규범에서 규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비교법적인 시각에서도 다소 이례적이고 더욱이 양자의 적용범위 또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자세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

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기타 조항들은 일일이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모두에 관한 정치한 규칙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들을 동일한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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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의 고려

  오늘날 국제소비자거래는 새로운 동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준거법

의 맥락에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기존 정립되었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인터넷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인터넷거래의 특수성과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 및 이에 기인한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제문제

를 다룬다(제1절). 이어서 집단적 권리구제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

하여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과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 법제를 소개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를 다룬다(제2절).  

제1절 인터넷거래의 활성화

Ⅰ. 인터넷거래의 특수성

  인터넷거래의 특수성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하나 대체로 첫째, 

거래의 국제성과 효율성, 둘째, 거래 목적물의 무체성, 셋째, 약관의 편

재(遍在)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해외직구도 인터넷거래에 속하므로 인터

넷거래의 거래 목적물의 무체성은 모든 인터넷거래의 특성은 아니다. 그

럼에도 이를 소개하는 것은 인터넷 거래를 통하여 무체의 목적물을 인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래에

서는 위와 같은 인터넷거래의 특수성을 부연한다. 

1. 거래의 국제성과 효율성 

  인터넷공간에는 국경이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마우스의 클

릭만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통적인 거래

에서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추가됨으로써 당사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국제소비자거래가 성사되면서 그 과정에서 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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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 물품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

지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더 나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

에서와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비교적 쉽게 국제적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

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

다. 따라서 인터넷거래의 점증과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필

요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이러한 보호가 준거법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은 명백하게 되었다. 이에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

에 비추어 기존의 틀에 따른 준거법 측면의 소비자보호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2. 거래 목적물의 무체성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가 점증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같

은 무체의 사물이 거래의 목적물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예컨

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비교적 흔하게는 게임 또는 오피스 관련 소프트웨

어)와 같은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매매는 하드웨어에 저장된 형태로 판매

되지 않는 이상 그 목적물의 이전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763) 로마협약에서의“동산을 공급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표현이 로마Ⅰ규정에서“계

약”으로 대체되면서 무체물의 매매에도 소비자계약 준거법의 특칙이 적

용됨에는 의문이 없게 되었다. 한국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무체의 목적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구체적

인 형태를 띠지 않는 목적물이 물품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법이 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된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로 불리는 무체의 목적물이 물품에 속하는지에 대하

여는 논란이 있는바, 세 개의 상이한 견해가 있다. 첫째, 영국 물품매매

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유체성의 여부는 물품의 여부를 판

단하는 시금석이며, 물품의 정의에 부합되기 위하여는 유형성, 가동성, 

763)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Ⅰ.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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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 등 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무체의 목적물은 유형

의 매체에 이전되었을 경우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 그 자체는 물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미국 통일상법전의 

맥락 하에서의 물품의 범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Advent Systems Ltd 

v. Unisys Corp 사건764)에서의 미국 법원의 태도이기도 하다. 셋째, 무체

의 목적물 자체도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목적물의 유

체성을 물품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과거 무체물의 거래

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기에 존재하는 고유한 권리와 그렇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만 확립되는 권리의 분류기준으로 유체성의 여부

를 고려한 것을 무체물의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와

서도 원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이 무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법 목적하의“물품”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확

하지 않다고 보았다.765)

  한편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위

와 같이 무체물 자체가 물품 또는 기타 현존의 기타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를 문제삼지 않고“무체의 목적물”이라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발전

시켜 이를 규율하는 법을 정하는 입법 방식도 있다. 영국의 2015년 소비

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이 그 예이다. 동 법은 물품(goods),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 및 서비스(services)를 각각 다른 카테고리

로 분류하고“디지털 콘텐츠”를 표제로 하는 제3장에 이를 규율하는 특

별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를 공급하는 계약,766) 디지털 콘텐츠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계약 및 소비

자가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만 이용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767)768) 

   2019년 반포된 유럽연합의 디지털 콘텐츠 지침769) 또한 이와 같은 방

764) 925 F 2d 670 (1991).
765) Green, p. 78-95.

766) art. 33(1).
767) art. 33(2).

768) 2015년 영국 소비자권리법의 원문은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15/con
tents/enacted 참조. 

769)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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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하고 있다. 동 지침의 목적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

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서의 특정 요구사

항에 대한 공통된 규칙을 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하

여 역내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침은 물적 적용범

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디지털 콘텐츠”또는“디지털 서비스”라는 계약

의 대상만 기준으로 할 뿐 전통적인 분류에 다른 계약유형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인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B2C 계약에만 적용된

다.770) 그 밖에 2021년 개정된  독일민법은 민법 제2편 채권 제3장 '계약

에 기한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의 다음에 제2a절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이하 디지털계약)'을 신설하여 그 아래 제1관 제327조 이하의 20여

개 조문에서 디지털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771)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보호의 견지에서 국내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실질법의 측

면에서, 무체의 목적물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 민법의 해석론에 비추어 

어떤 유형의 계약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거나 무체의 목적

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를테면“콘텐츠 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무체의 목적물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계약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실질법

적 고려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즉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국제사법의 관련 조항에 무체의 목적

물을 고려한 특별 규정을 이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탐구

할 필요가 있다.

3. 약관의 편재(遍在)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에서 준거법의 선택은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몇몇 인터넷거래 

약관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770) 김진우/곽창렬, 7면 이하. 
771) 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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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마존의 약관은“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저촉

법의 규칙과 관계없이 연방중재법, 적용가능한 연방법 및 워싱턴주법이 

사용조건 및 아마존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을 규율하는 것

을 동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은 워싱턴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772) 

  둘째, 애플의 약관은“본 계약, 당신과 애플간의 관계 및 모든 서비스

거래는 저촉법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소

비자계약의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연합 

또는 스위스의 국민일 경우 준거법은 그의 일상적 거소지법(usual place 

of residence)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적용은 배

제됨을 확인하고 있다.773) 

  셋쨰, 구글의 약관은“저촉법 규칙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법이 이

러한 조건, 서비스별 추가 조건,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을 규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법이 그 법정지가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분쟁은 소비자의 국가, 주 또는 기타 거소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정하고 있다.774) 

  넷째, 알리바바의 약관은 소비자에 따라 준거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➀ 소비자가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중국 내지에서 왔다면775) 

Hangzhou Alibaba Advertising Co., Ltd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중

국법을 적용하고 ➁ 소비자가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홍콩이나 마카오 지

역에서 왔다면 Alibaba.com Hong Kong Limited.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

로 보고, 그 외의 지역에서 왔거나 또는 알리바바 사이트에 접속하고 사

용하였다면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와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는데, 양자 모두 홍콩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➂ 위의 사항에 해당

772) 원문은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GLSBYFE9MGKKQXXM 
참조,

773) 원문은 https://www.apple.com/legal/internet-services/itunes/us/terms.html 참조.
774) 원문은 https://policies.google.com/terms?hl=en-US 참조.
775) 원문에서는 from main land China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소비자의 국적이

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접속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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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AliExpress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련 지역776)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AliExpress의 사이트에 접속하고 사용하였다면 AliExpress 

Russia Holding Private Limited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러시아연방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777) 여기에서 한국은 둘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섯째, 쿠팡 주식회사의 약관은 제39조에“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라는 조항

을 두어 준거법이 한국법임을 확인하고 있다.778)

  소비자는 이와 같은 약관을 동의하는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거래를 진

행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준거법 선택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

으며 심지어 자신이 준거법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

업자가 약관으로 정해놓은 거래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거래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들은 상당히 수동적인 위치에 처해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의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확대된다.  

Ⅱ. 인터넷거래가 가져온 변화 

1.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 우위의 비절대성

  인터넷거래에서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 즉 

중소기업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물품판매의 원가가 줄어들면서 많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출현하였고779) 이와 동시에 사회ㆍ경제적 수준의 

776) 여기에서의 관련 국가는 Russian Federation, Azerbaijan, Armenia,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Moldova, Turkmenistan, Tajikistan, Uzbekistan을 의미한다. 
(Terms of Use 2.1)

777) 원문은 https://rule.alibaba.com/rule/detail/2041.htm?spm=a271m.8038972.0.0.1c66495ba
tObfI 참조.

778) 원문은 https://www.coupang.com/np/policies/terms 참조.

779)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 电子商务法) 제
71조 제2항에서는“국가는 소형, 미형(微型)기업이 국제적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었고 이에 발맞추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제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서의 미형(微型)기업이란 중국 국가 재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확정
된 자산의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을 말한다. 자산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양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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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로 인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숙지할 능력을 구비한 강력한 

소비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소비자

와 비교하여 항상 정보 및 교섭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

고 오히려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소비자계약을 특

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기도 한다.780) 하지만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위와 같은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려가 따를 수 있다. 이는 우리에

게 소비자보호에만 치우치는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모델의 합리성을 

재고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기존의 모델을 유지할 경우 위와 같은 상

황을 고려하여 인터넷거래에서의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2. 새로운 유형의 계약의 증가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출현하였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격지간 의료기술의 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원격

의료 계약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이 몰아온 열풍까지 가해지면서 이들은 각별

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는 양자에 대하여 부연한다. 

가. 원격의료계약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원격의료는“격지를 주된 요소로 하고 

모든 보건의료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및 통신기술을 이용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대응 및 예방에 있어서의 유용한 정보의 교

컨대 농업, 축산업 등에서는 영업수입이 5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을 말하고 건축업 
에서는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입이이 3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780) 석광현, 2016a,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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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연구와 평가, 보건의료제공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개인과 지

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

다.781) 영어로는 이를‘telemedicine’ 또는 ‘telehealth’라고 한다.

  원격의료는 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이다. 즉 격지의 의사

가 현지의 의료 제공자에게 자문 형태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

자와 동일한 곳에 위치한 직접제공자(host provider)가 원격의료라는 도

구를 통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782) 비록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격지의 의사가 진단 또는 진료상의 건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의사와 환자 간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이론구성될 수도 있다.783) 

  둘째, 의료인과 환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이다. 여기에서 

전형적인 것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소비자 직접 원격의료

(DTC: Direct-to-Consumer Telemedine)이다. 이는 ➀ 비디오 회의, 채팅, 

또는 음성을 통하여 라이브로 진료를 하는 동시발생적(sychronous) 원격

의료 및 ➁ 환자로부터 획득한 의료정보784)를 바탕으로 일부 경우 역사

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기도 하여 적절한 진단

을 내리는 비동시발생적(asynchronous) 원격의료 등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785) 

  원격의료계약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적용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격의료계약이 통상적 의미의 소비자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논

란이 있다.786) 즉 환자들은 소비자와 같이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있기 때

문에 일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이

781) World Health Organization, p. 9.

782) Barnes, p. 497. 각주 31 참조.
783) 윤석찬, 31면; Barnes, p. 501-502.

784)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건강에 관한 온라인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건강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들의 바
이탈을 모니터링하는 등 방법을 사용한다. 
https://blog.amopportunities.org/2020/06/30/what-is-asynchronous-telehealth/ 최종방문
일: 2021년 7월 6일.

785) Elliott/Yopes, p. 2547.

786) Pearl, Robert, “Are You A Patient Or A Healthcare Consumer?”, 
https://www.forbes.com/sites/robertpearl/2015/10/15/are-you-a-patient-or-a-health-ca
re-consumer-why-it-matters/?sh=6dd317722b4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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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보의 전문성과 과학성으로 인하여 이를 획득하는데에는 어려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소비자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환자들은 스스로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 평가

를 내림으로써 자신이 제공받을 서비스를 선택하며 그에 대한 상응한 계

약적 책임을 지는데, 이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반영

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787) 

  둘째, 의료광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것이 특칙에서 말하는“지향된 

활동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경우 영업활동이나 

광고를 통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의료인

과 환자 간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에서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

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788) 특칙에서 말하는“지향된 

활동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나.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의 정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비록 현재의 

주류적인 논의는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을 대표로 하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성질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스마트계약을 법적 의미의 계약으로 정의하는 법

제789)와 견해가 있다. 이는 스마트계약을“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

환한 코드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계약’”790) 이라고 정의한다. 그 밖에 

스마트계약의 기술적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의상 전통적인 계약과는 

787) Sulik/Eich-Krohm, p. 3 이하 참조. 

788) Bollmeier/Stevenson/Finnegan/Griggs, p. 303.
789) 미국 하원에서 2014년 발의된 온라인 시장 보호법(Online Market Protection Act of 

2014) 에서는 스마트계약을“사전 지정된 특정 매개변수가 충족될 때 거래 또는 자
산의 이전을 자동적으로 또는 여러 당사자 간 실행 및 기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중서명기술을 활용한 암호로 코딩된 합의(cryptographically encoded agreement)”
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contract)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
지만“합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 견해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90) 김인호, 2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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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청약과 승

낙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

져오는 등과 같은 계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791) 그것이 프로그

램이나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도를 기술로 변환한 것

에 불과하며792) 여전히 법적 의미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793)는 주장도 

있다. 둘째, 스마트계약을 계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정의하는 법제794)와 

견해가 있다. 즉 스마트계약을“특정 조건 충족 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재화를 전송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나795)“계약 조

건을 실행하는 컴퓨터화 된 거래 프로토콜”796)등과 같이 계약이 아닌 

프로그램, 코드, 거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797) 기록 등으로 정의한다. 

  스마트계약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탈중앙화(decentralized)이다. 즉 기존 원장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중앙집중형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

에게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798) 

둘째, 취소불가능성(또는 불변성, 영구성)과 익명성이다. 우선 스마트계약

은 작성된 코드에 따라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이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

는데 블록체인에 등록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변경불가하다.799) 한편 다

수의 법역800)에서는 소비자계약에서 약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추

가적 정보를 바탕으로 그 계약을 진정으로 속행할 것인지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철회권801)을 인정한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의 취소

791) 정진명, 945면. 

792) 김진우, 2020, 197면.
793) Hutchison/Myburgh(ed.), p. 339; 김제완, 174면 이하; 한종규, 441면도 同旨.

794) 예컨대 미국 애리조나주 전자거래법§44-7061. E. 2.는 이를 분산원장 상에서 자산
의 이전을 위해 실행되는 ‘사건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95) Fairfield, p. 38.

796) 이는 1994년 스마트계약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Nick Szabo의 정의이다. 
797) Jaccard, p. 4.

798) 김성호, 311면.
799) Ibid.

800) 국가별 소비자 철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테라카와 요/이현정; 박희호 참
조.

801) 김진우, 2016,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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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성은 위와 같은 권한의 행사를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스마트계약

의 당사자들은 순차적인 숫자로 구성된 주소로 표기되고 이를 통하여 거

래 상대방을 식별한다.802) 따라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실제 신분(내지 

지위)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권한 불균형, 

정보 비대칭이나 당사자 간 전반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견해803)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경우를 나누

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작성 시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신분(내지 지위)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계

약을 작성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우연히 실제로 외국의 소

비자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스마트계약에 적용하는 데는 실

제적인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우선 스마트계약은 법원을 포함한 그 

어떤 제3의 관리자의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구체적

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용여부와 적용효과를 결정하는 특칙

이 적용되기 어렵다.804)“더 유리한 법”모델을 예로 들자면,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선택된 법과 소

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비교하여 최종적인 적용효과를 확

정하는데 스마트계약일 경우 이 과정을 거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러한 어려움을 떠나, 실제로 법원에서 준거법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

라도 특칙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계약을 특칙

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다만 스마트계약 자체를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는 입법을 하

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마트계약의 개념 자

체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한 특칙의 적용배제 요건을 설정하여 필요 시 이에 따라 스

802) Jaccard, p. 21.

803) Hutchison/Myburgh (ed.), p. 337.
804)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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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계약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

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점은 인터넷계약이나 스마트계약에 특유한 것

은 아니다. 통상적인 오프라인 거래에서 준거법 결정 시에도 사업자의 

의도는 고려되어야 한다. 

Ⅲ. 인터넷거래에서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諸문제 

  인터넷거래의 위와 같은 특수성과 인터넷 거래가 가져온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소비

자보호의 필요성이 한 층 더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련의 기타 가치들

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도 부각되면서 기존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모

델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고, 인터넷 특유의 국제사법 규정의 도입 여부

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1.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 문제 

  

가. 인터넷과 지향된 활동기준

  앞서 제2장 제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향된 활동기준은 주로 인

터넷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구체적인 요건

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주로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

되어 왔는데 이는 주로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다만 소비

자계약의 특칙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준거법 특칙과 국제재판관할 특칙

의 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준거법 특칙에서 지향된 활동기준의 요건을 

논의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정립된 판례와 학설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미국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의 법리를 

소개함으로써 그것이“지향된 활동”의 판단기준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

점을 탐구한다. 

(1) 유럽사법재판소가 Pammar and HotelAlpenhof 사건805)806)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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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향된 활동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판례는 브뤼셀Ⅰ규

정 하의 Pammar and HotelAlpenhof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세 가지 유

형의 고려가능한 요소를 제시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하였다.807) 위의 사건

에서 재판소는 지향된 활동의 의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

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일련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비록 위의 판결의 본문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고려요소의 

하나로 부인문구(disclaimer)가 자주 제시된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

이트에 게시하는 특정 국가의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거래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문구이다.808) 

Pammar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advocate general인 Trstenjak은 의

견서에서 사업자는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활동이 어느 국가를 지향하였거

나 또는 지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부인문구 자체로서는 지향의 여부

를 판단하는데에 부족하고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의 상응한 행위가 존재

하여야 한다.809) 그러나 지향을 부정하기 위한 행위의 정도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가 있다.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로부터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

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810)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외국의 소비자임을 인식하고도 물품이

나 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반대의 해석이 전개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

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811)

(2) 미국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 법리의 참조가능성

805) joined Cases C-585/08 and C-144/09 Pammer and Hotel Alpenhof [2010]. 

806) 여기에서 이 판례만 언급하는 것은,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가장 전형적
인 것이며 기타 판례에서 논증하였던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807)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1절Ⅰ. 2. 참조.
808) McParland, p. 546.

809) Ibid; 석광현, 2013, 330면.

810) 석광현, 2013, 330면.
811) 이헌묵, 2018,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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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지향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의 법리

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 사업자와 법정지의 관련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미국 법원에서 사용한 전형적인 접근법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업자의 의도로부터 출발하는“의도 중심적 접근방법”812)이

다. 이는 어떤 특정한 법정지를 지향한 행위자의 의도와 활동 및 그 법

정지에서의 활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평가하

기 위한 방식으로서813) 비록 대인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지만 사업자의 지향을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

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최초로 1984년 Calder v. Jones 사건814)에서 미

국 대법원이 확립하면서 발전되었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맥

락의 오프라인 거래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인터넷 재판관할의 맥

락에서 다수 인용되었다. 예컨대 Cybersell, Inc. v. Cybersell, Inc. 사

건,815) Bancroft & Masters v. Augusta National, Inc. 사건816)등에서 법원

의 기본적인 태도는 인터넷 사업자의 지향을 통한 법정지의 재판관할권

이 인정되려면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추가하여, 사

업자가 자신의 활동 목적지를 법정지주로 겨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그 이상(something more)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17) 이를 판단하기 위하

여, 고려하여야 하는 일련의 비망라적인 요소로 학자들은 사용되는 언

어, 지급된 화폐, 위치탐색기술(geo-location technologies)의 사용, 최상위 

도메인, 부인문구(disclaimers), 광고 및 시장의 참여도 등을 고려할 것을 

812) 이는“타깃팅 접근방법”(석광현, 2012f, 421면)이라고도 불리운다. 또한 조금의 차
이가 있지만,“영향이론(effect doctrine)”(안제우/이은섭, 423면)이라는 표현도 이와 
근접해 있는 개념이다. 일부 문헌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
지 않지만(노태악, 181면; 안제우/이은섭, 457면.), 후자(“영향이론”또는“효과적 접
근법”)는 웹사이트가 법정지주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전자(“의도적 접근방법”또는“타깃팅 접근방법”)와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견
해도 있다(석광현, 2012f, 407면; 김성진, 116면.). 다만 양자 모두 Calder 사건에서 
기원한 것에는 의문이 없고 초점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피고의 의
도적인 행위가 법정지에 끼친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취지를 가
지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813) 석광현, 2012f, 421면.
814) 465 U.S. 783 (1984). 

815) 130 F.3d 414 (9th Cir. 1997). 

816) 223 F.3d 1082 (9th Cir. 2000). 
817) 김성진, 2009, 1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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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818)  

  둘째는 웹사이트의 유형으로부터 출발하는“유형별 분석법”이다. 이

는 미국의 Zippo Manufacturing Co. v. Zippo Dot Com. Inc 사건819)에서

의 접근법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법은 웹사이트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➀ 능동적 웹사이트(active website): 소비

자로 하여금 일련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웹

사이트 ➁ 상호작용적 웹사이트(interactive website): 정보와 당사자 간의 

교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

도록 제한하지만 계약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교류를 가능하

도록 하는 웹사이트 ➂ 수동적 웹사이트(passive website): 오직 정보제공

의 목적으로만 열람가능하도록 한 웹사이트. 위에서 언급한 유럽연합의 

녹서에서도 웹사이트의 유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자의 지향을 판단하

는 것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교적 명확한 것은, 수동적 

웹사이트의 접속이 가능한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지향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한편 능동적 또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자의 지향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로마Ⅰ

규정의 관련 조항에 삽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820) 

(3) 소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서의“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비자 상거소지를 지향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도

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

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으로 

유럽사법재판소가 Pammar and HotelAlpenhof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언

어, 최상위 도메인),821) 부인문구, 웹사이트의 유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국 국제사법 제27조에서의“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럽

818) Meehan, p. 259.

819) 952 F. Supp. 1119 (W. D. Pa. 1997.) 

820) Gillies, p. 106 이하. 
82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1절Ⅰ.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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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와 미국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맥락에서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소비자계약의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제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점 중의 하나로, 

한국 소비자가 미국 사업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제소하여 승소판결

을 받아 이를 미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간접관할의 요건이 쉽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

나. 연결점 확정의 어려움  

  전통적인 거래에서와 달리, 인터넷 거래에서의 거래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소비자의 상거소지, 사업자의 주된 사무

소 소재지 등 연결점의 확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계약의 

체결 시에는 위와 같은 연결점들의 확정이 용이하여 관련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았으나 인터넷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연결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 IP주소나 당사자의 이메일 주소와 같

은 기타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822) 또한 인터넷의 특성

상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상이한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프로그

램의 사용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

의 행위를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행위로 나눌 수도 있

다.823)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의 맥락에서, 특칙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

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일반 계약과 동일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또는 특징적 이행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특칙을 도입한 

국가들의 입법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822) 肖雯, 第98页. 
823) Tang, 20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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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소비자의 상거소”라는 연결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히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부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국제사법 

규정을 통하여도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산재하는 연결점을 집중시키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점824)을 구축하여야 하는바, 인터넷과 관련된 사안에

서 계약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국가의 법으로 

하되(contry-of-origin approach), 소비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계약 상

대방이 인터넷을 통하여 영업 또는 직업적 활동을 자신(소비자)의 국가

에서 진행하였거나 이를 지향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법을 

적용(targeting-based exception)함으로써 양자의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825) 

  그러나 이와 같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점도 판단이 어려울 때

가 있는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고객 또는 그의 상거소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공급자는 의도치 않게 눈에 띠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관련 국가의 법에 따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826) 이에, 온라인 공급자는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신

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저촉규범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바, 소비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법적 보호가 있을 때 온라인 거

래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에게도 유리하

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827) 

  

다. 준거법인 실질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준거법의 범위의 문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서의“소비자 상

거소지의 강행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거

824) 여기에서“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점”은“소비자 상거소지”또는“사업자 영
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인터넷거래에서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온라인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 계약체결지나 계약이행지 등은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거래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나 사업자는 오프라인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
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825) Lutzi, pp. 128-161.

826) Van Der Hof, p. 167.
827) Ibid,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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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의 소비자거래에는 전통적인 소비자거래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중국의 전자

상거래법 등을 들 수 있다. 

2. 규정방식의 전환 요부

가. 인터넷거래에서 부각되는 입법 모델별 장단점

  여기에서는 본 논문 제3장에서 소개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 모델이 

인터넷거래 하에서는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인터넷거래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채택하고 있는 모델

이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를 탐구한다.   

(1)“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

  인터넷 거래의 효율성 보장과 연결점 확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준

거법 선택에서 완전히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비양

심성 테스트(unconscionability test)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828)829) 다만 사견으로는 이는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 더욱 부각되는 소

비자의 취약성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다.

828) O'Hara, p. 1923 이하.
829)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에서는 온라인계
약에서는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당사자자치
의 모델과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위의 지
침은 소비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전문 제11항) 소비자의 
보호를 고려한 특칙의 맥락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소비자계약의 차원에
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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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모델이 취하는 두 가지의 접근법 

중 당사자자치를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이는 당사자자치를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을 소비자의 법과 사업자의 법으로 제한

하는데 이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판단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당사자자치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는 접근법은 준거법과 계약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요구하는데 이

러한 관련성은 계약협상지나 계약체결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

로830)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도 동일하다. 이에 녹서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게 모든 정보를 고지할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인터넷거래의 맥

락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우선, 소비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완전히 고지받고 이를 받아들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불명확하

다. 인터넷 거래에서의 click-wrap contract 에서의“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사항을 클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이

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위 의사를 반영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는 여전히 불확실하다.831) 다음으로, 설사 증명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확인이 소비자의 이성적인 선택에 기인한다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고지가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졌

을 경우 그 기대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관련 부분832)로부

터 어렵지 않게 추론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인터

넷거래의 특성상 사업자에게 준거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숙지하고 

이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830) Tang, 2007, pp. 114-115.

831) Ibid.
832) 본 논문 제2장 제3절 Ⅰ.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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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더 유리한 법”모델

  이는 소비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되지

만 인터넷거래에서 부각되는 가장 큰 단점은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이 특칙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의 지향적인 활동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여러 국가의 법을 동

시에 조사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국가

의 법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데 이러

한 단점은 인터넷거래에서의 연결점 확정의 어려움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더욱 강력한 단점으로 부각된다.   

  

(4)“당사자자치 부정”모델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동 모델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명확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한

다는 견해가 있다.833) 또한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평하다고도 보인

다. 즉 소비자들은 가끔 국제적인 거래에 진입하지만 사업자들은 지속적

으로 국제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국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부담을 사업자

들에게 지우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다.834) 

  다만 이와 같은 접근법이 진정으로 소비자의 보호에 유리한지에 대하

여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국제거래에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법을 준거

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법이 소비자의 상거

소지법에 비하여 더 낮은 보호를 제공한다고 하기 어렵다.835)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

자의 정당한 법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게 된다. 또한 이는 전자상거래의 

사업자에게 다양한 준거법의 조사에 따른 과도한 지출을 부담시키게 된

다. 사업자들은 그 이유로 국제적 시장에 진입하기를 두려워함으로써 국

내적인 시장에만 머무르게 되어 인터넷거래의 활성화에 불리하고 부담을 

833) Green Paper, para 3.2.7.3.

834) Tang, 2007, p. 128
835) Tang, 2015,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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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고 국제적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결국 그 부담은 가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836)

  위에서 제시한 첫째 장점, 즉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명확한 결

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완전한 당사자

자치’모델”을 통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둘째 장점, 즉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둘째 단점, 즉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점이 더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법은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5) 소결 

  사견으로는“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과“당사자자치 부정”모델은 너

무 극단적인 것인데 전자는 소비자의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자는 

인터넷거래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거래의 맥

락에서는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에서의 당사자자치를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837)과“더 유리한 법”모델이다. 전자의 경우 당사자에

게 일정한 정도의 자주적 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비교적 명확한 선택

지를 제공한 것으로 합리적인 듯한 착각을 줄 수 있다. 다만 절대다수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확

률이 높다. 

  따라서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도“더 유리한 법”모델이 여전히 최상

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델의 단점은 실질법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국제사법의 규정방식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838)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시“더 유리한 법”모델은 유지되어야 

836) Van Der Hof, p. 166.
837)“제한적인 당사자자치”모델의 당사자자치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는 접근법은 인터

넷거래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 연결점의 모호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결여
되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838) Tang, 2015,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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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더 유리한 법”모델의 전형적인 단점인 비효율성과 불확실

성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교적 시급한 

문제는 인터넷거래에서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을 확정하는 것이다. 즉 사이트의 유형, 최상위 도메인, 언어 등을 고려

한 보다 정치하고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 가상공간 특유의 국제사법 규정 도입 요부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

터넷거래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국제사법적 규정이 필요한지도 검

토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법률관

계가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가상공간에서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분

쟁, 원고는 현실공간에 존재하되 피고만 가상공간과 관련되는 분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자 다른 접근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39) 반면 인터넷거래로 인한 많은 새로운 도전을 인정하면서도 전

통적인 국제사법적 규칙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론을 탐구하

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840) 계약의 당사자들은 현실공간을 살아가고 있

고, 현실공간을 기초로 한 국가로부터 오는 법질서의 통제를 받기 떄문

에 완전히 가상공간과만 관련을 가지는 분쟁은 적어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며 

논문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

다.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대한 고려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는 특히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되는바, 특히 스마트계약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필요성은 한 

층 더 확대된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 우위는 더 이상 

839) Burnstein.
840) T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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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841)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사업자의 활

동이 인터넷이 접속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물론 이와 같은 폐단은 사업자의“지향된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치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부 해결되겠지만 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선의의 사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의 소비자로서의 

신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외국에 위치하

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

을 배제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은 일찍이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의 공동체 문서로의 전환 및 현

대화에 관한 녹서”의 대안 ⑦842)에서도 일부 제시된 바 있고,“계약채

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정 초안”843)과“헤이그국제사

법회의 특별위원회의 특정 유형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 초

안”844)에도 반영되었다. 현행 입법으로는 일본“법적용에 관한 통칙

법”845)이 이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2절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선호 

Ⅰ.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representative action)

1. 개관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은 일정한 적격을 가지는 주체가 소비자들

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조치(injunctive measures)나 피해구

제조치(redress measures), 또는 양자를 모두 청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들

을 대표하여 원고로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846) 이는 2020년 12월 발

841)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5장 제1절 Ⅱ. 1. 참조.

842)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Ⅰ. 2. 가. 참조.
843)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Ⅰ. 2. 나. 참조.

844)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 Ⅱ. 참조.

845)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3절 Ⅳ. 참조.
846)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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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된“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2009/22/EC 지침 폐지를 위한  2020. 

11. 25. 유럽의회 및 이사회 2020/1828 대표소송지침”(이하“소비자대표

소송지침”)에서의 정의이다. 소비자대표소송지침이 발효됨으로써 금지

조치만을 정하고 있던 구 2009/22/EC 지침이 폐지되었고 종전 녹서

(grean paper)나 결의(resolution) 또는 소통(communication)등 형식으로만 

문서화된 피해구제조치도 비로소 정식으로 소비자대표소송지침의 일부로

서 승인되었다. 소비자대표소송지침은 소비자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주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제4조에 정비하고, 적격주체의 국적에 

따라 국내적 대표소송847)과 국제적 대표소송848)을 구분하며, 양자가 모두 

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 대표

소송을 염두에 둔 법문서에는 대표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사법 규칙

에 대한 규정도 있을 법하지만, 지침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립하

지는 않고 여전히 종전의 유럽체제에서의 국제사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한다.849)

  금지조치는 일찍이 2009년 지침850)의 형식으로 도입되었는바, 이에 따

르면 소비자단체 등 적격주체851)은 회원국이 지정한 법원 또는 행정당국

에85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853)이나 

침해의 지속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854)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대표소송지침에서는 이를 기초로 자세한 금지조치를 규정하므로 

이 부분은 내용상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소비자대표소송지침 제8조는 

금지조치를 침해행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art. 3(5)

847) art. 3(6).

848) art. 3(7).
849) art. 2(3).

850) DIRECTIVE 2009/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851) Ibid, art. 3.“Entities qualified to bring an action”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적격주체
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소비자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organisation) 또는 
단체(body)이다. 

852) Ibid, art. 2.“Actions for an injunction”

853) Ibid, art. 2(1)(a).
854) Ibid, art. 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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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잠정적 조치(provisional measure)”와, 침해행위로 확정된 행위

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확정적 조치(definitive 

measure)”로 나누며 관련 국내법 규정이 존재할 경우 후자는 동 지침 

제2조 제1항855)에 따른 침해행위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조치와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태로 조치에 대한 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표하거나 시정 성명서를 공표할 의무856)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적격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명시적

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피해구제조치는 2020년 소비자대표소송지침에서 비교적 뒤늦게 명문으

로 도입되었다. 이는 유럽연합이 역사적으로 사적 소송을 통한 규제보다 

공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857)858) 이러한 구제

조치가 정식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일련의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➀ 
2008년 유럽연합 위원회의“소비자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녹서”,859)

➁ 2012년 유럽의회의“집단적 피해구제조치에 대한 유럽연합의 일관적

인 접근에 대한 결의안”,860) ➂ 2013년 유럽연합 위원회의“유럽의회, 

위원회, 유럽 경제 및 사회 위원회, 유럽 지역 위원회 간‘유럽연합에서

855) Article 2 Scope 
    1. This Directive applies to representative actions brought against infringements by 

traders of the provisions of Union law referred to in Annex I, including such 
provisions as transposed into national law, that harm or may harm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This Directiv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Union law referred to in Annex I. It applies to domestic and cross-border 
infringements, including where those infringements ceased before the 
representative action was brought or where those infringements ceased before the 
representative action was concluded. 

856) Ibid, art. 8(2).
857) Warren, p. 328.

858) 즉, 광범위한 침해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도, Warren, p. 328면 이하에서는 미
국과의 대조를 통하여 유럽연합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조치가 발전하기 어
려웠던 이유로 패소자부담의 원칙, 증거개시절차의 결여, 배심제의 결여 등을 들기
도 한다.   

859)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COM (2008) 794 final.

86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 February 2012 on ‘Towards a Coherent 
European Approach to Collective Redress’ (2011/2089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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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수평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소

통”861) 등 문서에서 유럽연합의 각 기구들은 유럽차원에서의 집단적 구

제조치에 관한 체제를 구축할 것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를 기초로 2018년 4월 발표된 “소비자를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➃ 2018년“유럽연합 소비자지침 초안”862)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➄ 2020년“유럽연합 소비자대표소송지침”의 발

효로 이어졌다.

  소비자대표소송지침 제9조에 따르면 피해구제조치는 유럽연합 규범 또

는 관련 국내법 규정이 있는 한, 보상, 수리, 교환, 대금감액, 계약해제, 

환불 등 구제책을 포함할 수 있다.863) 회원국은 개별적인 소비자들이 명

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관련 대표소송에 구속될 것인지의 여부를 표

시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조건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하며,864) 법원 

또는 행정당국의 소속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소비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대표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하여

야 한다.865) 이는 회원국들에게 제외신청(opt-out) 또는 참가신청(opt-in)

의 메커니즘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부분적인 조건을 충

족시키는 소비자에 한하여는 참가신청(opt-in)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동 지침은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는 시간

을 정할 권리, 잔여 미지급 보상액에 대한 처리 방식의 결정866) 등 비교

적 많은 권리를 회원국에게 일임하였다.  

  추후 회원국들이 소비자대표소송지침을 충실하게 국내법화한다면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고 유럽연합 

861)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of 
the Regions "Towards a European Horizontal Framework for Collective 
Redress”COM (2013) 401 final.

86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COM (2018) 184 final.

863) art. 9(1).

864) art. 9(2).

865) art. 9(3).
866) ar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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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도 국가별로 상이하다.867)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폭

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868)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독일의 경우, 일

찍이 1965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작위를 명하는 형태의 단체소송을 도

입하였다.869) 또한 최근인 2018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쟁점의 심리를 

통하여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1단계 심사와 개별 피해자에 대한 급

부판결을 통한 2단계 심사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표본확인소송

(Musterfeststellungsklage)을 도입하였다. 비록 이러한 개정은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적인 요소를 참조하여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870) 여전히 ➀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제한적으

로 소권을 부여하고, ➁ 참가신청(opt-in)을 한 소비자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며, ➂ 피해구제보다는 침해행위의 예방이나 금지를 중점으로 여기

는 등 특징을 띠는 단체소송에 속한다.871) 이와 유사한 모델로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872) 주로 유럽국가에 집중되어 있

기 때문에 유럽국가형 모델873)이라고도 한다. 

2.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로마체제는 개별적인 소송에서의 준거법 결정 규

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집단적 피해구제에 적용하는 데는 문

867)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소비자 집단 구제시스템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 및 내용의 소
개는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A: Economic and Scientific 
Policy,“Overview of existing collective redress schemes in EU Member States”, 
2011; European Parliament, Study Requested by the JURI committee, “Collective 
redres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18. 참조.

868)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지난 수년 간 전세계에 판매해 온 천백만여 대의 디젤 차
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배기가스 시험을 통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폭스바겐은 자국인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다만, 국가별 소비자 집단을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국적이 일관된다는 면에서 흔히 생각하는 국적이나 상거소를 불문
한 세계적인 소비자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동 사건의 국가별 대응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김세준; 박혜진 참조.

869) 한충수, 2006, 159면. 
870) 김세준, 115면 이하.

871) 김세준, 117면. 

872) 서희석, 2017b, 108면 이하. 
873) 서종희,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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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874)875) 특히 소비자소송에서 로마Ⅰ규정 제6조가 규정하는 일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택된 준거법이 소비자에게 최상의 보호를 제

공하는 법이 아닌 이상 소비자의 상거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법원

이 동일한 사건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876)877)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해결하는 집단형 소송의 특성상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균등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평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

다.878) 그렇다고 하여 소비자 집단형 소송에서 무작정 일관된 법의 적용

만 고집한다면 사업자의 법이 적용될 확률이 높고, 이에 일부 소비자들

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집단형 소송의 준

거법 결정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단형 소송 고유의 특성과 개별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녹서에서는 이에 아래 세개의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한다. 첫째, 피고

의 법, 즉 사업자의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둘째, 가장 많은 영향

을 받은 시장(most affected market)의 법을 적용하는 것. 셋째, 대표주체

(representative entity)879)가 설립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880) 

874) Tang, 2015, p. 292.
875)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실무적으로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

관할 특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특칙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소비자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소비자대표소
송에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으로
의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실
제로 소비자대표소송에서 특칙을 적용할 필요성도 없다. 그 이유는 소비자 집단이 
구성된 경우 이는 더 이상 그 상대방인 사업자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지 
않다. 또한 오히려 특칙을 적용하는 것이 개별 소비자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데 불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범인 브뤼셀Ⅰrecast에서는 이 점을 별도
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합리성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Tang, 2015, p. 283-291; 
Basedow/Rühl/Ferrari/de Miguel Asensio (ed.), 2017a, p. 378 참조.  

876) Commi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COM (2008) 794 final. para. 59.

877) 이를 논하기 전에, 만약 제기되는 쟁점과 관련된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인 규범조
차 없을 경우 다양한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개별 국가의 절차법에 따
른 집단적 구제절차의 개시 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European 
Parliament, Study Requested by the JURI committee, “Collective redres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18, p. 103.

878) Michaels, p. 120.
879) 여기에서의 대표주체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비자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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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선택지는 분쟁해결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모든 당사자들과 관련성

을 가지는 준거법을 선택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소비자보호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자국법에 따른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성보다 비용효율적인 집단적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

지 못할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으나, 집단적 소송절차를 진행하

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이

는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일부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된다는 반론

도 있다.881) 소비자들이 집단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얻는 결과가 개인적

인 구제를 통한 결과보다 불리하다면 소비자들이 참가신청을 통하여 집

단적인 절차에 참여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법정지가 소비자보

호에 관한 비교적 완벽한 실질법적 규범을 정비한 유럽일 경우 이와 같

은 연결점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일 수 있다. 

  둘째 선택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우선은 집단

형 소송이 제기된 국가가 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반면에 이를 유럽의회에서 말한“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

치한 국가”로 볼 수도 있다.882) 따라서 소비자소송일 경우 이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소 또는 상거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일 수 있다.883) 그러나 

명확히 한 국가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는 판

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이 연결점을 적용할 경우 대국법이 선호

되는 경향이 있어 공평에 위배될 수 있다.884) 

  셋째 선택지는 피고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고 개별적인 소송에서

의 준거법과 집단형 소송에서의 준거법이 다를 수 있다는 폐단이 있

다.885) 또한 비록 많은 경우 대부분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의 주체가 대

표로서 소를 제기하겠지만, 일부 소비자만 소재한 국가의 주체가 소를 

880) Commi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COM (2008) 794 final. para. 59.

881) Tang, 2012, p. 37도 同旨.

88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 February 2012 on ‘Towards a Coherent 
European Approach to Collective Redress’ (2011/2089 (INI)), para. 27.

883) Tang, 2015, p. 293.

884) Michaels, p. 135.
885) Tang, 201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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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조항도 없으므로 대표주체를 기준으로 준

거법을 정하는 것은 합리하지 않은 면이 있다.886)

  그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정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

해가 있다. 이 견해는 집단소송이 공동체법에 기초한 것일 경우, 국제사

법에서의 약자보호도 본질적으로는 공통으로 작동하는 시장을 수립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원고가 선택한 법정지법을 집단소송의 준

거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준거법을 확정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식이며 관련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통한 법정지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준거법으로서의 법정지법이 임의적이거나 완전히 불공정한 것일 

수 없다고 본다.887) 또한 집단소송이 공동체법에 기초한 것이 아닐 경우

에는 적어도 원고가 선택한 법정지법이 피고의 법이거나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의 법일 경우 이를 준거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888) 

  이러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현재로서는 집단형 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준거법 규칙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럽연합의 기존 국

제사법규칙을 따라야 한다.889) 소비자대표소송지침 전문 제34항은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법원 또는 행정당국의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소

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에 관한 사안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또는 발생할 수 있

는 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부터 유추하건대, 비록 동 조항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계약분

쟁일 경우 준거법 판단을 위하여 개별 소비자의 상거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소비자 특칙의 적용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주로 회원국들이 제외신청(opt-out)의 메커니즘을 도입

할지 아니면 참가신청(opt-in)의 메커니즘을 도입할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전자일 경우 소비자가 너무 분산되어 구체적인 상거소지를 가늠

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후자일 경우 참가신청 시 소비자 상거소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통계적 수치를 도출하기가 보다 용이할 수 

886) Tang, 2015, p. 293.

887) Michaels, p. 139-140.

888) Michaels, p. 140.
889) 소비자대표소송지침 전문 제21항, 본 논문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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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법적 환경이 다양하고 계약법이 상이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준거법의 다양성이 국제적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고와 

訴因(cause of action)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집단형 소송의 성립을 

인정하고 집단형 소송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준거법의 문제는 법정지의 

저촉법 또는 민사소송규칙에 일임된다.890) 이는 아래에서 논의할 미국의 

접근법과는 구분된다. 

Ⅱ.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class action)

1. 개관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소비자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1971년 닉

슨 대통령이 소비자보호에 관한 대통령 교서를 발하면서부터였고 그 후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의 소비자 집단소송은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였다.891) 90년대 말부터는 집단소송의 남용현상으로 인

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 중의 하나로 

미국 연방의회는 2005년 집단소송공평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을 반포하여 일정한 금액과 인원을 초과한 집단소송의 1심관할

권을 연방법원에 부여하였다.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은 그 절차법적 근거를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

조에 두고 있다. 동조는 a항에서 소제기요건을, b항에서 소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다. 집단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 of the class)을 받기 위하여

는 a항의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b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여야 한다.892) 다만 b항의 각 호에 정하고 요건의 경계

는 명확하지 않고 이를 폭넓게 보아 그 중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집단은 인증된다.893)

890) Fairgrieve/Lein (ed.), p. 206. 

891) 박민영, 181면 이하. 

892) 최광선, 263면.
893) 오시영,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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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척인 내용을 보면, a항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

으로 ➀ 집단의 구성원 수가 너무 많아 모든 구성원의 공동소송이 비현

실적이고 ➁ 집단에서의 법률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동일하여야 

하고 ➂ 대표당사자의 청구와 주장이 집단의 청구와 주장에서 전형적인 

것이어야 하며 ➃ 대표당사자는 집단의 이익을 공평하고 충분하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을 들고 있는바, 이를 충족할 경우 집단 구성원 중

의 일인 또는 수인은 기타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각각 다수성(numerosity), 공통성(commonality), 전형성

(typicality),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등으로 표현되는

데, 그 중 ➁ 공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준거

법이 고려되기도 한다. 

  한편 b항은 소의 유지를 위하여 a항에 추가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요

건을 정하고 있는바, 집단소송의 구체적 유형 별로 세부 조항을 분류한

다. 그 중 제1호에서는 개별 소송이 진행된다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894)

를, 제2호에서는 집단의 상대방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금지

나 확인조치가 필요한 경우895)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되는 법률 또는 사실관계가 개별 구성원들에게만 영향

을 미치는 쟁점에 우선(predominate)하고 집단소송이 분쟁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우월(superior)할 경우를 정하고 있다. 동 요건을 판단함

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의 하나로 집단소송의 운영

(manage)에 있어서의 어려움896)이 제시되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가“절차적 공정성을 희생하거나 기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시간, 노력,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이고, 유사한 

894) 원문은 아래와 같다.“(1) 구성원 각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 명목에 의하여 개별적인 
소송이 수행됨으로써, (A) 집단의 구성원 각자에게 서로 모순되거나 혹은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그 집단의 상대방에게 양립할 수 없는 행동기준을 제시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집단의 구성원 각자에 대한 재판이 실제로 그 재판의 당사자
가 아닌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처분하거나, 혹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을 훼
손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문 번역은 박민영, 190면 참조.

895) 조문은 아래와 같다. 
     (2) 집단의 상대방 당사자가 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로 일정한 행위를 행

하거나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금지(injunctive relief)나 확인
(declaratory relief)이 필요한 경우.

896) Rule 23 (b)(3)(D) the likely difficulties in managing a 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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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는 금전적 손해배상

을 요구한다.897) 이는 미국형 집단소송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금

지 또는 확인 조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도 허락함을 시사

한다. 제3호에서 정한 유형의 집단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의 성질, 청구

이유 등을 제외하고도 법원은 "제외청구를 제기한 임의의 구성원을 집단

에서 제외할 것.”898)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로

부터 미국의 집단소송은 제외신청(opt-out)의 형태를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반영된 집단소송의 특성은 각각 우선성(predominance), 

우월성(superiority), 운영가능성(manageability) 등으로 표현되는데, 일부 

법원에서는 이를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의 다양성과 연결짓는다.  

  요컨대 유럽연합의 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형 집단소송은 ➀ 제3의 주

체에 수권을 하지 않고, 피해자집단의 일원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

록 하고, ➁ 집단인증절차를 거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주체를 

원고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송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

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하여 퇴출할 수 있는 제외신

청의 형태를 취하며, ➂ 침해행위의 예방이나 금지보다는 전적인 손해배

상을 선호하는 특징을 띠는 대표소송으로 일원화되어 있다.899)  

2. 소비자보호를 고려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은 집단인증 절차에서 준거법 문제900)를 고려한

다. 즉 적용되는 준거법의 동일성 여부가 법원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

름짓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된다.901)902) 법원은 준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897) Tang, 2015, p. 270.

898) Rule 23 (c)(2)(B)(Ⅴ) that the court will exclude from the class any member who 
requests exclusion.

899) 최광선, 263면. 

900)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미국법상 외국 피고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
려면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단소송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b항 3
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외국의 소비자일 경우 이러한 통지가 적절히 진행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Tang, 
2015, p. 272-273) 따라서 국제적 집단소송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법
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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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단소송은 공통된 것이 아니고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우월

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소송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단

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903) 예컨대 In re Bridge stone/Fire stone, In

c904) 사건에서 제7순회법원은 추정되는 집단에 50개의 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거친 후, 이에 따른 집단소송은 운영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집단의 인증을 거부하였다.905) 

  다만 법원은 준거법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인증을 거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거법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extensive 

analysis)을 통하여 일련의 하위 집단(sub-class)으로 재분류함으로써906) 

집단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류를 통한 해결을 도

모하기 위하여는 적용가능한 준거법이 50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일

반적으로 원고측에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하여 재분류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In re American Medical System

s907)에서 제6순회 법원은 만약 50개의 상이한 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법원은 배심원에게 관련 법을 고지하여야 하는 실현불가한 임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908) In re School Asbestos Litigation909)에서 제3순회

법원은 관련 준거법을 4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원고측의 계획을 수긍

하여 집단을 인증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실무에 비추어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901) Tulumello/Weien, p. 624.

902) 일부 사안에서 법원은 집단인증절차에서 준거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적법절차(due process)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Ibid, p. 626.

903) Stadler, 2012, p. 212. 

904) 288 F.3d 1012.(7th Cir 2002).
905) 288 F.3d at 1018.

906)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c항 제5호에서는 적절할 경우, 집단은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하위의 집단들로 재분류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907) 75 F.3d at 1085. 

908) 그 외에도 Klay v. Humana, Inc (382 F.3d 1261 (11th Cir. 2004))에서 제11순회법원
은 특정 청구에 50개를 초과하는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집단인증 자체가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고, Cole v. General Motors(484 F.3d 717(5th Cir. 2007))에서 제5순회법
원은 루이지애나 지방법원의 준거법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과 상소법원의 
위의 준거법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하위 집단으로의 재분류를 통하여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본 판단을 부정하면서, 50개의 주법이 적용가능한 것은 그 수가 너무 많
기 때문에 재분류를 통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보아 집단의 인증을 거부하였다.

909) 789 F.2d 996 (3d 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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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결정 규칙이 존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명문화된 

규정의 존재 여부이다. 2005년 집단소송공평법 제정 시, 집단소송의 진

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치한 주의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

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910) 이에는 특히 

소비자집단소송일 경우 각 주의 소비자보호 규정은 소비자 보호의 목적

이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 우선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와 가장 밀

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소비자가 소재한 주법이라고 보게 되면911) 집

단소송에는 다양한 소비자의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는 집단의 인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집단소송에 의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912)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포함

되어 있다.913)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소가 집단소송에는 통일된 준거

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용이하게 집단을 인증해주는 일부 주에 소가 집중

되게 하는 포럼쇼핑을 방지하고자 하는 집단소송공평법 자체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914)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동 법은 준거법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였다. 

  다음으로는 판례상 일관된 태도의 존재 여부이다. 일부 법원은 상이한 

준거법은 집단의 인증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집단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촉법적 차원에서의 통일된 연결점을 도입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고려된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통일적으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Shutts 사

건915)에서 무조건적으로 법정지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한 캔자스주 지방법

원의 판결과 이를 인용한 캔자스주 최고법원의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

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즉 연방대법원은 극소수의 원고가 거

910) Silberman, p. 67.
911) In re Pharm. Indus. Average Wholesale Price Litig. 230 F.R.D. 61 (D. Mass. 2005) 

at 83.

912) 실제로, Ysbrand v. DaimlerChrysler Corp (81 P.3d 618 (Okla. 2003)) 오클라하마주 
최고법원은 준거법이 집단 구성원의 국가의 법이라고 보아,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인 
집단구제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913) Silberman, p. 2030. 에서는“전국적인 집단소송이 소비자 집단소송의 죽음의 종소
리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간략하고 흥미로운 표현으로써 이와 같은 취지
를 표현하였다.

914) Silberman, p. 2031.
915) Phillips Petroleum Co. v. Shutts, 472 U.S. 797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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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는 법정지의 법을 집단소송 전체에 적용할 근거가 결여된다고 

판단하였는바, 무엇보다도 법정지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916) 동 사건에서 법정지법

의 적용이 부정된 것은 어쩌면 법정지는 일부 원고의 거주지에 지나지 

않았고 피고의 소재지조차도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는 통일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많

은 주의 법원이 이와 같은 연결점을 적용하여 자주에 위치한 기업이 당

사자인 사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자주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집단소송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포럼쇼핑이 다수 발생한 

계기가 되었다.917) 그러나 사업자의 소재지가 단독적이고 보편적인 연결

점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은, 일부 법원은“준거법 선택 조

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업이 그 주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법이 집

단소송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918)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

혔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이 다양하다면 집단소송 자

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집단적인 권리구제를 보

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별도의 성문법이나 판례법상의 저촉법 규칙도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미국 법원은 소비자 상거소지법에 따른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

지 않는 한 사업자의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것을 허락하므로 당사자 

간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통일된 준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들은 여전히 집단소송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고 당사자 간 준거

법 합의가 없더라도 하위 집단으로의 분류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책은 

여전히 존재하기 떄문이다. 

916) U.S. Reports: Phillips Petroleum Co. v. Shutts, 472 U.S. 797 (1985), p. 822. 
https://www.loc.gov/item/usrep472797/

917) 구체적인 판결과 그 내용에 대한 소개는, Silberman, p. 2030 이하 참조.
918) 102 S.W.3d 675 (Tex.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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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여기에서는 위의 논의를 한국법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우선 섭외사법 

적용시기의 논의를 소개하고(제1절), 현행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

법 특칙의 해석론을 전개한다(제2절). 이어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국제

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양자 간 병행이 가

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고(제3절), 국제소비자계

약의 동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요소를 해석론 및 입법론상 어떻게 반영할

지를 검토한다(제4절).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계약의 준

거법 결정에서의“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의 변

경사항을 소개 및 평가하고 위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제5절).

제1절 섭외사법 적용시기

 

  과거 섭외사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근거는 국제사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익은 실질사법의 

이익과 구분되고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내용은 원칙적919)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법의 적용만이 문제된다고 본920)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선택에 있어서

도 섭외사법 제9조921)에 따라 일반 계약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

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헌에서도 약자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찾

아볼 수 있는바,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동일하게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922) 즉 입법론상으로는 

919)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은 그 원칙의 예외로서 외국의 실질사법이 법정지인 한국의 
공서에 반할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는 섭외사법 제5조를 들고 있는데(이호
정, 18면.) 이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과는 다른 차원이다. 

920) 이호정, 17면. 
921)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9조(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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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적용하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실질법적 

정의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923) 그 근거로서 ➀ 각국의 입

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대폭적으로 수정되어가고 있는바, 일정한 유

형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터잡은 당사자자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점924)과 ➁ 법률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성

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래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선택의 자유

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인 간의 계약과 비교할 때 소비자계약과 

같은 비상사적 성질을 가지는 계약에서는 그 자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떨

어진다는 점925)이 지적되었다. 

  또한 ➀ 비교법적인 연구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입법방식을 예시하고,

➁ 더 나아가 국제사법과 국내 실질법으로서의 약관규제법을 결부한 연

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견해도 있다. 

  구체적으로 ➀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촉법적 

차원의 조치로서 그에 관한 규정을 국제사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

았으며, 만약 소비자와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한 보다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당사자들에 의한 준

거법의 선택은, 선택이 없었더라면 적용되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

가 소비자, 근로자 기타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문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

다.926) ➁의 맥락에서는 개정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둘 경

우 약관규제법을 개정하여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둘 것인지의 여부와 약

관에 의한 섭외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섭외사법과 약관규제법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927) 

  국제사법학회의 차원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특수

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법이 논의된 바 있는데, 소비자계약

922) 金容漢/趙明來, 267면. 

923) 朴相祚/尹鍾珍, 336면. 
924) 金容漢/趙明來, 267면; 朴相祚/尹鍾珍, 336면; 徐希源, 210면. 

925) 朴相祚/尹鍾珍, 338면.

926) 석광현, 1999, 327면.
927) 석광현, 1999,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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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되 구체적

인 규정방식에 대하여는 더 논의하기로 하고 논의를 일단락지었으며 약

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도 더 논의하기로 

한 바가 있다.928)  

  요컨대 섭외사법은 소비자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섭외사법 적용시기에도 국제사법에서의 약자보

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선진적인 연구를 진행한 학자

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법학회의 차원에서도 

논의가 추진되면서 추후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2001년 섭외사법의 개정에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주

장된 견해이고 그 전에는 약자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제2절 현행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오늘날 실질법적 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

었고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역에서 현저한데 만약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을 지정함으로써 실질법상의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다면 실질법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929) 2001년 국

제사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섭외사법 적용하의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사

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라는 실질법적 정의를 저촉법적 차원에

서 고려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바,930) 제27조에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 결정 특칙을 두고 있다.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아

래와 같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

928) 석광현, 1999, 326-327면; 장준혁, 2001, 134면.

929) 법무부, 2001, 98면.
930) 석광현, 2013,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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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

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

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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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

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

록 유도한 경우

  아래에서는 위 조항의 중심으로 동 조항의 내용(Ⅰ)과 그 적용범위(Ⅱ)

를 검토한다. 

Ⅰ. 특칙의 내용

1. 준거법 결정 방식

  현행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

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

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도 원칙

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되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931) 이는 로마협약에서와 마찬가지

로“더 유리한 법”모델을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당사자자치 자체를 부

정하지 않은 이유는 입법자들은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932) 그럼에도 이에 제한을 둔 이유는 많은 경우 

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에서 

당사자자치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933) 

931) 법무부, 2001, 99면. 

932) 위와 동일. 
933) 안춘수,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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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소비자의 상소지법으로 설정한 

것은,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상거소지의 법적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거래

를 하게 되므로 당사자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선택된 기타 국가의 법이 

그보다 못한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소비자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934)  

2.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

가.“상거소”의 의미

  국제사법은 여기에서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에서

는 연결점의 개념의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과거 섭외사법의 주

소 조항을 폐지하고 상거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해석상“상거소”라 

함은 일응 생활의 중심지로 이해되고 있는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정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곳이 상거소로 된다.935) 따라서 법적 개

념인 주소에 반하여 상거소는 상대적으로 사실적 개념이라는 점이 강조

된다. 상거소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정주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이는 객관주의를 따르는 한국 민법상의 주소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936) 입법적으로는 정의조항을 두지 않고 법원의 해석에 맡

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제사법의 많은 조항에서 상

거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상거소 개념을 사용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계약의 맥락에서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상거

소”라는 개념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강행규정”의 의미

  여기에서의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국내

934) 김연/박정기/김인유, 318면.

935) 법무부, 2001, 31면.
936) 이호정,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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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강행규정937)을 의미하는바 국제사법 제7조938)에서 정하고 있는 준거

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과는 구분된

다.939)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사법 제7조에서 말하는 강행규

정은 법정지가 한국일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그것이 소비자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상 국제사법 제27조에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둘째, 로마Ⅰ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이러한 강행규정을“당사자의 

합의로써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위 제6조 제2항은 과거 로마협약의 취지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라고 이해되므로 로마협약을 참조한 한국 국제사법의 대응되는 조항

을 그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적 강행규정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제는 기본법,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소비자기본

법”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거래영역 및 거래방식에 

적용되는 일련의 개별 법령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사항을 규정하는 체계로 구성된다.940) 이러한 개별 법령들은 규제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평행되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불규칙적인 그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거래를 특정하여 규율하는 법률 및 기타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

937) 이를 “단순한 강행법규”(법무부, 2001, 100면 각주 55), 또는“상대적 강행규정”
(안춘수, 264면), “협의의 강행규정”(최성수, 11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의 용
어들은 표현방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의미는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일적
으로“국내적 강행규정”이라고 표현한다. 

938)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을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39) 석광현, 2013, 325면.
940) 이호영, 1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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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련의 법률들941)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 이는 모두 국제사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적 강행규정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은 특색이 있다. 첫째, 사업자에게 정보제

공의무를 부과한다. 당사자 간의 대등함을 강조하는 민법은 당사자 일방

에게만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계약당사자

들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하고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로 삼는다.942)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선택의 원칙을 고집하여 정보

수집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상황에 따른 결과를 전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943)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실

질법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조항을 두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관계의 

균형을 조정한다. 

  둘째, 계약의 서면성을 요구한다. 민법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가 인정되면 서면계약뿐만 아니라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

나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신중한 숙고를 거치

게 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 및 계약체결의 사실 등에 대하여 명확

히 인식시키려는 목적하에서 계약의 서면성이 제도화되었다.944) 

  셋째,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한다. 민법의 규정상 계약의 청약

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한 구속력을 가지고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소

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체결로 인한 경제적, 법률적 의미를 재

고하고 계약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구매의사가 변경되었을 경

우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부여한다.945) 법제에 따라 청

약철회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의 강도

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직접적인 징표가 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위 권한은 배제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941) 이에는 예컨대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이 있다. 

942) 박인환, 134면.

943) 최현태, 331면.

944) 이은영, 16면.
945) 이병준, 389-3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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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론: 소비자보호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판단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성질결정될 수 있으므

로 위의 국내적 강행규정들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 및 구체적인 함의에 

따라 그것이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

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

규정성을 판단한 판례를 통하여 그 판단기준에 대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알아보고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역외적용 조항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일련의 국내적 강행규정이 국제

적 강행규정인지를 검토한다.

가.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1) 법원의 태도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과 그것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10. 8. 26. 선

고 2010다28185 판결(이하“8월 26일 판결”)은 간략하게나마 국제적 강

행규정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 면에서 

의미가 있다. 

  동 사건의 원고는 전자제품의 소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이고 피

고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캐나다 회사이다. 양자는 배급,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 계약에 

따라 당사자 쌍방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해지권을 가지는데, 피고

가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는 약관 제안자인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의 계약해지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합의된 준

거법에 추가하여 법정지인 한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 즉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946) 

946) 한승수, 153면 이하; 석광현, 2012d, 232면 이하 및 판결문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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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

는 점이나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에 추가하여 ➁ 가사 이 사건 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

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근

거가 없음을 밝힌 후, ➂ 그 밖에도 피고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준거법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으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

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이 적용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의 ➀ 근거를 들어 원심 법원의 이와 

판단을 지지하였다. 

  한편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국 보험회사와 한국 리스이용회

사 간의 보험계약약관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설명의

무를 인정한 대법원 2010. 9. 9. 2009다105383 판결(이하“9월 9일 판

결”)이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보는 견해947)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판시한 것

은 문제된 사건이 순수한 국내사건948)이기 때문에 국제사법 제25조 제4

947) 손경한, 2013, 459-460면.

948) 한국 국내법에서는 순수한 국내적 사건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바 석광현, 2019a, 101면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
지, 사실발생지 증 통상의 연결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순수한 국내적 사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한다. 한편 중국 사법해석 1 제1조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 공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일 경
우, (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을 경우, 
(3)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을 경우, (4) 민사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법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영역 외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와 (5) 섭외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 사견으로도 주요 연결점을 기준으로 외국적 요소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위와 같은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바, 이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건이 외국적 요소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문제된 사건은 순수한 국내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합의된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강행규정인 약관규제
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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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약관규제법이 적용된 것이지949) 대법원이 약관규제법의 국제

적 강행규정성에 대한 기존 판결의 태도를 변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추후에 선고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이하“3월 20일 판결”)에서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950) 9월 9일 판결과 달리, 선택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점 외에도 기

타 외국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사건951)으로 인정된 3월 20일 판

결에서, 대법원은 8월 26일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와 동일한 근거를 들어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인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 법원의 태도는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하

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위 ➁와 같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는 것은 어쩌면 위 근거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동일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근거➀만을 언급하고 있고, 추후 3월 20일 판결에서도 이를 그대로 언급

하였으며 추후 3월 20일 판결에서도 이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로써 대법원은 적어도 국제적 강행규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

의 법률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자

계약일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약관규제법은 소비자

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를 소비

자보호 법률에 대한 태도로 일관화할 것은 아니고 추후 법원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사견

949) 법원은 판결에서 이 점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지만 석광현, 2013, 302면; 석광현, 
2012d, 236면에서는 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선해하고 있고 이정원, 
212면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950) 구체적으로, 판결문 원문에서는“...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9. 2009다105383 판결은 선박보험계약이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
수 국내계약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951) 본 사건에서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지정된 것 외에도, 관련 선박이 조업을 위하여 
여러 국제적인 해역을 항해한다는 면에서 국제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앞의 9월 9일 판결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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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강행규정을 넓게 정의하는 설을 취한다면 우선 약관규제법을 

간섭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건

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나“국민생활균형의 향상”등과 같은 표현으로

부터 동 법이 초개인적인 공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952) 더욱이 이는 전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띠는 

규범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법이 특별사법에 속할 여지가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담은 명시적 또는 추정가능한 역외적용 조

항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대상인 고객은 약관 제안자의 

상대방으로서953) 자연인인 소비자 외에 회사도 포함하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유형화된 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사법으로 보기도 어렵

다.

나. 역외적용 조항이 있는 법률의 규정

  국내의 실질법 중 역외적용을 명시한 조문으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2,“전기통신사업법”제2조의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등이 있다. 위의 조항

은 공통점이 있는바, 모두“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라는 표제하에 영

952) 법률에서 입법목적에 관한 조항의 내용만 보아 그것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판단하
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련의 내국 실질법의 목적 조항을 보면, ➀ 보편적으
로 국제적 강행규정성이 인정되고 있는“문화재보호법”에서는“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
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표현을,“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을,“독점규제법”에서는“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
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➁ 위“나. 국내적 강행규정의 예시”부분에서 언급한 
일련의 규범에서는“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약관규제법”에서의 위
와 같은 표현은 후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다. 

953) 제2조(정의) 3.“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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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론에 입각하여“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

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스스

로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위 규정을 둔 것은 적어도 공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는 한

국 법원이 동 법을 적용하는 명확한 징표가 될 것이며,954) 동법 자체가 

주로 규제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은 자

연스럽다. 따라서 외국인 간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위와 같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955) 

  다만“전기통신사업법”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위 독점규제법의 규정방식에 좇아 동일한 규정을 둔 것은 

그 합리성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다. 위의 두 법에 역외적용조항을 삽입

한 것은 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

튜브, 구글등 외국 기업956)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것으

로 짐작된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전기통신957)이라는 자체

의 특성상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에 대한 판단

이 어렵고 이용자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전기통신 사업자의 행위의 영

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은 당연한 것이 되어 의미를 상실하

게 된다.958)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의미를 해석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향이론에 입각한 역외적용

의 규정은 공법적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

라서“구글 사건”에서 법원이 정보통신망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제공자

954) 석광현, 2012c, 221면도 同旨.

955) 위와 동일. 
956)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5월 반포한 전기통신업자 이용자 보호 평가대상에 따르면 

위와 같은 외국 기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957)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이라함은 전기통신사
법업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
제를 말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양자는 매우 가까운 지위에 처해 있는바 모
두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958) 이는 석광현, 2021로부터 시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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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의 국제적 강

행규정성을 부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의 개정으로 인

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위 두 법률과 독점규제법은 공통되게 거의 전부가 

공법적 성질을 띠는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을 둔 이상, 현재로서는 적어도 전기통신에 관한 두 법률의 국제적 

강행규범성을 인정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경로에 따라 관련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 영향이론에 입각한 역외적용 조항을 둘지는 입법론적으로 재고할 필

요가 있다. 

  문제는 2021년 3월 5일 입법예고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보

호에 관한 법률”입법안 제5조에서도 위와 동일한 역외적용 규정을 두는 

점이다. 동법이 위 법률과 다른 점은, 이는 공법적 규정과 함께 다수의 

사법적 성질의 규정도 두는 점이다.959) 이러한 규범의 총론에 위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을 두면 그것이 공법적인 규정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

면 사법적인 규정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견

으로는 위의 규정은 준거법이 외국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것이 아니고 종래 영향이론

에 입각한 규범의 역외적용 문제는 주로 공법의 적용을 대상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법적 규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영향이론에 입각한 규정방식의 합리성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온

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의 계약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인지 의문이고 한국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부터 해외직구

를 하는 경우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의 판매계약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 간의 이용계약은 당연히 한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이론에 입각한 규정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설득력 있

는 견해가 있다. 사견으로도 이에 공감한다. 나아가 이 견해는 그 대신 

역외적용의 조건으로 소비자가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상정하되 공법

적인 규제는 이에 따르고 사법적인 규정은 국제사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다.960)961)

959) 개정안은 내용상 비교적 많이 변경하였지만, 앞에서 소개한 현행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소비자에게 불
리한 조항의 무효를 정한 규정 등은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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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만약 추후 영향이론에 입각한 방식이 아닌 역외적용에 관한 규

정을 둔다면 그 효력이 사법적 규정에까지 미치도록 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부정적인 해답이 제시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소비자분쟁이 다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법이 부여하는 보호가 부여된다. 문제되는 것은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비자분쟁인데, 역외적용 규정의 효력이 공법

적 규정에만 미친다고 보면 동 법의 사법적 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인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 그렇지 않다고 보면 외국법이 준거법일 경

우에도 사법적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의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에 적용

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거

쳐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이에 긍정적인 해답이 제시된다면, 적

어도“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를 정하고 있는 입법안 제66조에 

따라 위반 시 해당 조항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법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와 같은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소비

자의 사적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반영하

는 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역외적용 조항이 없는 법률의 규정

  약관규제법과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국내의 

실질법 규범들은 모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또한 법원의 태도로부터 볼 때 

국제적인 적용을 염두에 둔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실질규범은 국

제적 강행규정으로 성질결정될 확률이 별로 없다. 

960) 석광현, 2021. 

961) 비록 소비자보호의 맥락의 것은 아니지만 이종혁, 2019a, 166면 이하에서도 이와 유
사한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영향이론에 입각한 역외적용 규정
을 포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예로 들어 규범에서의 행정규제조항, 형사처벌조항
과 민사책임조항은 그 적용경로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민사책임
조항의 역외적용 문제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역외적용
의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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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추후 만약 역외적용 조항이나 국제적 적용을 염두에 둔 조항을 

도입한다면“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를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에 한하여는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견으로는, 국제적인 적용을 고려한 조항962)은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추

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두어 법의 적용범위의 경로에 따라 사법

적인 규정을 직접 일정한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

다. 이는 국제사법 규칙의 의미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는바, 당사자 간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심스런 고려를 거쳐 정치하게 설계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Ⅱ. 특칙의 적용범위 

1. 소비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의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계약을“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브뤼셀Ⅰ규

정에서의 소비자 정의와 동일하고 로마협약에서의 정의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럽연합규범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한국법 

하에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유럽연합 규범의 

규정방식을 상당 부분 참작한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위에서 언급한 3개의 규범과 이에 추가하여 로마Ⅰ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럽연합에서의 해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법과의 異同을 파악하여 한국법상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정의에 관

하여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가.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지

962) 예컨대 약관규제법 제15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제15조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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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점이 한국법의 

맥락에서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실질법의 정의에 따르면 소

비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963)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반법인“소

비자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를“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

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생산활동을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

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964) 또는 ➁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

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965) 일 경우 소비자로 

인정된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서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9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967) 에서도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로서의 보호를 받

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법규정의 용어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있는데 

한국 국제사법상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는“상거소”,“직업”이라는 개념

을 소비자에게 적용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바968) 사견으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 유럽연합의 규범

963) 이종덕, 281면; 서희석, 2017a, 160면 참조. 
964)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965) 다만“원양산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
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966) 제2조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
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67) 제2조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할부
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
거나 이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68) 석광현, 2016a,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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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한다면 브뤼셀체제의 규범과 로마협약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

정은 없으나 해석론상 자연인만 포함됨이 명백하고, 로마Ⅰ규정에서는 

이 점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국제사법에서의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보는데 이는 국내의 통설이기도 하다.969) 다만 이

와 달리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소비

자에“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970)도 있다.  

나. 소비자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되는지

  이어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사업자에 한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

하여도 위와 같은 논리의 근거가 가능하다. 우선 약자보호의 입법취지로

부터 볼 때 소비자 사이의 계약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 다음으로 유럽

연합규범의 해석론을 참조할 때 브뤼셀협약과 브뤼셀Ⅰ규정에서는 이 점

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한 유럽사법재판소의 Gluber 사

건 판결971)을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제는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에

서도 이를 입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상

대방은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많지 않지만 학설은 대체로 위와 같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972) 

다. 계약의 범위

969) 석광현, 2016a, 46면; 이헌묵, 2018, 212면; 송혜진, 170면; 한충수, 2013, 215면; 김인
호, 2012, 121면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

970) 윤남순, 2018, 254면.

971) Case C-464/01 [2005].
972) 윤남순, 2018, 271면에서는 "소비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기도 하고 해

석에 맡기기도 하는데 어떠하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자로 이해
한다.”고 쓰고 있고, 송혜진, 170면에서는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의 상대방이란 
표현으로 사업자개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개념에서 사업자개념은 
도출된다. 소비자의 상대방, 즉 사업자는‘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라 할 것이다.”고 쓰고 있으며, 장준혁, 137면에서는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영업’으로서 물품이나 서비
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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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의“계약”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석하여야 하

는지의 문제이다. 즉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 로마협약을 참조하여“계

약”에“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없이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973) 그 이유는 우선 국제사법의 문언으로부터 

볼 때 위와 같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목적론적으로 볼 때에도 인

터넷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더욱이 2008년 로마협약은 로마Ⅰ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로마Ⅰ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서의 위와 같은 조건을 삭제하였

다. 

  요컨대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상 소비자계약이란“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을 가진 자연인(‘소비자’)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을 

가진 상대방(‘사업자’)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국제사법 제정 

시 로마협약을 따른 것이지만 위와 같은 정의는 추후에 개정된 로마Ⅰ규

정 제6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향후 국제사법의 개정 시, 

위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국제사법 제42조974)에서는 이 

점이 일부 반영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상대방은 직

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사업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자연인이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2.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칙의 적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소비자는 수동적 

소비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수동적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비자계약

은 소비자의 상거소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

973) 석광현, 2012c, 200면도 同旨.

974) 다만 유의할 것은 동 조항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 국
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제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조문을 각각 제42조와 제46
조에 두었는데 양자의 적용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제42조에서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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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게 된다.975) 국제사법이 이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탓에 국제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비

자는 국내 실질법에서의 본질적 소비자보다 그 범위가 제한되는데 그 요

건들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의 활동 + 소비자의 행위

  첫째, ➀-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➀-2 그 국가 외

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

을 행하고, ➁ 또한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1) 사업자의 물리적 활동

  ➀-1 의 경우는 로마협약 또는 로마Ⅰ규정에서도 규정하는 것으로 이

는 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물리적으로 소재함에 초점을 둔

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또는 대리점을 두거

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박람회, 전시회 등에서 제품의 홍보를 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될 것이다.976) 

본 논문에서의 로마협약, 로마Ⅰ규정, 브뤼셀협약, 브뤼셀Ⅰ규정의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도 참고가 된다.

(2) 사업자의 지향적 활동

(가) 이론적 검토

  

  ➀-2 의 경우는 지향된 활동기준을 규정한 것인데 주로 인터넷에 의하

여 체결되는 거래형태를 고려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업자가 단순히 광

975) 이헌묵, 2018, 219면.
976)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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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을 게재하고 소비자가 접속할 수 있는 수동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

만으로는 영업활동의“지향”이 될 수 없고 소비자가 클릭함으로써 주문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특정 국가를 지향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977) 그러나 상호작용적인 웹사

이트를 개설하였다는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하여 

해당 웹사이트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나 해당 국가의 잠재적인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국가의 국내 

웹사이트에 해당 링크를 걸어놓았다든가 하는 해당 국가로의 지향적 활

동을 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징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978) 즉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록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은 고려

하여야 하겠지만 어느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가진 소비자가 

너무 어렵지는 않게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는 비

교적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반드시 

광고성 메일을 받고 접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979)은 소비자에

게 너무 가혹하므로 불필요하다.

(나) 실무적 태도

  실무적으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있다. 우선 여행사를 통하여 

피고인 한국 사업자와 호텔숙박계약을 체결한 대만 소비자가 투숙한 호

텔에 비치되어있는 주전자의 흠결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은“대만인 사건”980)981)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

건 호텔의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광고하고 있는데 

977) 여기에서 비교적 유연한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석광현, 2013, 329면；석광
현, 2019c, 178면에서는 상호작용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
은 지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인 조건까지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978) 장준혁, 2003, 128면에서는 표현방식을 조금 달리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79) 고형석, 2014, 119면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980)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나2020326 판결. 추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0580 판결)도 원심법원의 결
론을 수긍하였다.

981) 동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본 논문 제6장 제2절 Ⅱ. 3. 나. (1)“대만인 사
건”소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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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홈페이지 중에는 중국어 간자체를 사용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인 원고

의 상거소지인 대만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는 피고의 대

만에 대한 이 사건 호텔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상거소지국에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홈페이지

에 소비자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로 인하여 국제사법 제27조

의 적용이 부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지향된 활동이 확실히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다음으로 미국 법인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

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가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

여 자신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구글 사건”982)983)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피고가 국

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글 서비

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영

업활동을 영위하고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

는바, 피고의 행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행사를 통하여 

금액을 지급한 한국에 상거소지를 둔 원고가 피고 항공사의 초과발권으

로 인한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한“에어프

랑스”사건984)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

제사법의 해석상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의 문면에 

9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983) 동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본 논문 제6장 제2절 Ⅱ. 3. 다. (1)참조.
984) 동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본 논문 제6장 제2절 Ⅱ. 3. 가.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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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운송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일 경우 제27조가 적용되

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계약에서의 소비자가 국제사법상의 소비자에 속한다고 보았는데 비록 판

결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만약 법원이 이 사건에서 사업자의 지향

적 활동을 인정하였다고 본다면985) 그 근거는 원고가 직접 항공사 웹사

이트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구입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은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소비자가 클릭함으로써 주문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을 사업자의 지향적인 활동을 판단하는 

근거로 본 것이다.

(3)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

(가) 이론적 검토

  ➁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추가적으로 만족하여야 할 조건이다. 

이는 문면에 따라 소비자가 상거소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행위

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지가 소비자 상거소지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전

자적 계약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바 오히려 전자적 

계약상의 소비자는 자신의 상거소지에 머무르면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

여 국제적인 전자적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자신의 상거소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986)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는 상거소지 국가 외의 국가에서

도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

985) 즉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피고의 한국에서의 
대리점을 사무소로 보아 피고가 한국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서 주문을 받았으므로 
제27호 제2항을 적용하였을 수 있다. [석광현, 2016b], 87면; [정구태, 2015], 22면.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명시를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제27조 제1항 제1호(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말하는 ➀-1)과 제2호의 한
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제1호를 적용하였는지 아니면 제2
호를 적용하였는지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1항은 적용되었다는 결론이 내
려질 수도 있다. 

986) 장준혁, 2003,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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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987)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터넷 거래일 

경우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곳의 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규범의 인터넷거래를 고려한 지

향된 활동기준을 도입한 한국이, 마찬가지로 인터넷거래에 대한 고려에

서 출발하여 ➁와 같은 요건을 삭제한 유럽연합규범의 해당 부분을 고려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행히도 2022년 7월 시행예정인 개정 

국제사법은 동 요건을 삭제하고 그 대신“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만약 동 요건을 삭제한 개정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 규범의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향된 활동의 영향을 받아 사업자의 국가에 직

접 가서 소비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도 특칙이 당연히 적용되는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조항의 문면에만 따라 이를 쉽게 긍정한다면 인터넷거

래의 맥락에서는 자칫 능동적 소비자와 수동적 소비자의 한계가 상당히 

모호해져 양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나) 실무적 태도

  위에서 언급한“대만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숙박계약을 체결하거나 호텔을 특정

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여행사가 대한민국의 

여행사를 통하여 호텔을 섭외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숙박계약을 체결하였

으므로, 이를 "(가) 원고들이, (나) 피고의 홈페이지 광고에 따라, (다) 대

만에서 이 사건 숙박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번호는 저

자 추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원고들에 

대한 보호는 위 여행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비자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법원이 위의 (가), (나), (다) 중 어느 요건에 초점을 두어 설시하였는지

는 불분명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요건은 입법적으로 명시되었으므로 

고려하였을 것이나, (가)와 (나)요건은 본 사건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사

987) 석광현, 2013,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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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요소로 고려한 것인지가 명확하

지 않다. (가)요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은 ➁에서 말하는“소비

자”가 그 의미 그대로의 소비자 본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비자와 유

사한 지위를 가지는 여행사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태

도를 알아볼 수 있는 관건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나)요건을 어떻게 보

았는가 하는 것은 ➁에서 말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가 사업자의 지

향된 활동과 "인과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로 될 것인데 판결문 자체에는 명시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다)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소비자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

  한국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긍정설은 외국의 피고가 한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한 모든 소에 대해 재판관할을 인정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소에 한하여 재판관할을 인

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대만인 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도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Emrek 

사건에서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태도도 인과관계가 완전히 필요없는 것으

로 본 것은 아니라는 근거를 내세운다.988) 반면 부정설은 소비자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989) 그러나 지

향된 행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소비자계약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고 소

비자가 지향된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990)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견해가 완전한 대립의 입장은 아니다. 양자가 

완전히 다르게 비추어진 것은, 전자는 어쩌면 인과관계와 관련성을 유사

한 의미로 인식991) 한 반면 후자는 인과관계를 관련성보다는 더 엄격한 

988) 석광현, 2016b, 89면.

989) 이헌묵, 2018, 225면.
990)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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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그것으로 인식992)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결국 양자 모두 사

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계약의 체결 사이에 일정한 관련을 요구한다고 본 

면에서는 동일성이 있다. 양자의 차이는 결국 그 관련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있는데, 전자는 이를 소비자라고 인식하는 반면 후자는 

사업자라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Emrek 사건에서의“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계약체결 간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나 인과관계의 존재는 계약과 그러한 활동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993)를 분석해보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관련성보다

는 더 엄격한 의미의 그것으로 인식하였고 일정한 관련은 요구된다고 보

았으며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

으로 된다.994)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과 계약의 체결 사이의 

일정한 관련995)은 요구되고 증명책임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대만인 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도 이와 

일치한다. 

나. 주문을 받은 경우

991) 이론적으로는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설에 가깝다고 본다.  

992) 이론적으로는 경험적,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가깝다고 본다. 

993) Lokman Emrek v Vlado Sabranovic　Case C-218/12 [2013], para. 29. 
994) 위의 내용을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과관계”와 “관련성” 
개념 인식

관련성(광의)
존재 요구 여부

증명책임 
전환 여부

긍정설 “인과관계”= “관련성” ◯ ×

부정설 “인과관계”> “관련성” ◯ ◯
Emrek 사건 “인과관계”> “관련성” ◯ ×

국제사법 해석론 ◯ ×

995) 상황에 따라 인과관계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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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소비자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에서의 주문은 로마협약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것이

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의사표시를 위한 대리인을 두고 그

를 통하여 소비자의 주문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

야 할 것이다.996)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외국의 사업자가 한국에서 주

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미국 사업자가 미

국의 서버를 통하여 미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에 한국의 소비자가 접속

하여 주문한 경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주문을 받은 것이

나,997)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적 소재지인 한국에서 주문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 주문을 유도한 경우

  셋째,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이다. 그 예로 사업자의 외국으로의 쇼핑 주선을 들 수 있는

데,998) 구체적으로는 로마협약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가 매도인이 계약체

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여행에 참여하여 사업자의 국가에 가서 물

품을 구매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3.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가. 운송계약

(1) “에어프랑스 사건”소개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자연인이고 피고는 프랑스 

항공사이다. 원고는 여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 에

어프랑스로부터‘서울-파리’구간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고

(원고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티켓

996) 장준혁, 2003, 129면.

997) 석광현, 2013, 330면.
998) 김연/박정기/김인유,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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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clet)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

(over-booking)999)로 인하여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체 항공편으로서 일본 도쿄(나리타 공항)로 가는 에어프랑스 

278편을 이용하여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다시 서울로 가는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방법과 숙박을 제공받은 후 다음날 오후 서울로 직접 출발하는 

에어프랑스 264편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제안을 고령 및 개인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에게 2시간 후에 출

발하는 대한항공 904편의 일등석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대한항공에 5,214.85유로(한화 약 836만 원)를 지급하고 위 항공

편 일등석을 구입한 후 위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위 항공편 탑승 전 피고는 원고에게 탑승거절확인서(Attestation of 

Denied Boarding)를 발급하고,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바로 지

급하도록 명시한 유럽연합 승객보상금규정(Regulation (EC) No 261/2004)

에 따라 600유로(한화 약 90만 원)의 보상금‘바우처’1000)를 지급하였으

며 추후 위 600유로 상당의 바우처와 위 환불금을 원고에게 모두 한화로 

지급하였다.1001) 그러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의 금액

에 추가하여 피고로부터 자신이 다른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지급한 항

공권 요금1002) 및 정신적 손해배상1003)합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

데 이 사건 약관에는 준거법 합의가 없었으므로 소송과정에서 계약에 적

용될 객관적 준거법이 문제되었다. 

  재판의 경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➀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

999)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공동운항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좌석을 할당받
아 판매한 상황이었다. 

1000) 피고의 영업소에 제시하여 현지 화폐로 환산하여 환불받을 받거나 피고의 항공권 
구입시 같은 금액만큼 요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영수증을 말한다. 

1001) 피고의 일반운송약관은‘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시 보상(Compensation for 
Denied Boarding in the event of Overbooking)’에 관하여 ‘비록 승객이 확정된 
예약과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일정한 시간과 조건을 충족하여 탑승수속을 하였
더라도, 정기 항공편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항공사가 승객에게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제9조 제3항).

1002) 그 근거로 원고는 자신이 건강상 및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대한항공 904편
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는데 그 요금은 피고의 초과발권으로 인한 탑승거절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1003) 그 근거로 원고는 당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파리공항에서 궁박한 처지에 몰
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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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으며1004) 이에 원고는 같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➁ 서울중

앙지방법원은 항소심1005)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상 로마협약과 마찬가지

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고, 국제사

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항공권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이 위치한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론적으로는 1심

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

다. ➂ 대법원은 상고심1006)에서,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

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하“소비자계약”이라 한다)에서 소비자의 상대

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

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

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소비자

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7조 제2

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

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

심의 판단에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및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

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

원에 환송하였다. ➃ 원심법원은 환송심1007)에서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국제사법 제27조는 운송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는 대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➄ 대법원은 상고심1008)에서, 피고가 주장하

는 사유는 소액사건인 이 사선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

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1004) 서울중앙지법 2012. 5. 10. 선고 2011가소2336515 판결.
1005) 서울중앙지법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1006)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1007) 서울중앙지법 2015. 1. 29. 선고 2014나48391 판결.
100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1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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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소개

(가)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부정설

  이는“에어프랑스 사건”환송전 원심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태도

인바, 운송계약에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고 본다. 동 학설은 입법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

석론으로써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논거가 제기되었다. 

  첫째, 국제사법의 동 조항이 로마협약 등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로마협약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참고함이 상당한바,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도 국제운송계약에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항의 문면에만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

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독자적인 태도는 국제적인 해석과 흐

름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1009)

  둘째,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따라 승객들의 권리와 의무가 구구하게 되

는 것은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상호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

다. 구체적으로 ➀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맥락에서, 국제사법은 불법행위

의 준거법에 관하여 불법행위지법에 우선하는 종속적 연결원칙을 규정하

므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소비자계약인 운송계약의 준

거법이 승객별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준거법도 승객별로 달

라지게 된다.1010) ➁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은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

시한 바 있다.1011) 

 셋째, 승객별로 준거법이 달라지면 사업자인 항공사의 관점에서는 승객

과 위험의 관리에 불편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어 거래비용을 상승시

킬 수 있다.1012) 또한 운송계약에 관하여 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는 다수 

1009) 최성수, 20-21면. 

1010) 석광현, 2016a, 55면.

1011) 위와 동일.
1012) 석광현, 2016a,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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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1013) 

 

(나)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긍정설

  이는“에어프랑스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태도인바, 운송계약에도 국

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동 학설은 규정의 

문면에 따라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논거가 제기되었다. 

  첫째, 입법상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

이 없다. 즉 한국의 경우 운송계약에 관하여 별도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사법은 수동적 소비자만을 보호하여 그 보호범

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에도 국제사법 제27조를 적용해

야 한다.1014)1015) 

  둘째, 국제사법 제27조의 입법목적—소비자보호의 취지에 따르면 그러

하다. 구체적으로 국제사법 제27조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강제한다는 데 규범목적이 있고, 동 조항

은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소비

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된다.1016) 

  셋째, 로마협약을 대체하여 발효된 로마Ⅰ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제6조의 적용이 명문의 규정으로 배제된다고 하더라

도,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규정하는 제5조 제2항에서의“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아래 2호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는 한,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어느 하나가 여객의 상거소지에 소재하는 경우 그 준거법

은 그 국가의 법이 된다.”는 규정을 따를 경우에도 에어프랑스 사건에

1013) 정구태, 2015, 22면.
1014) 이헌묵, 2018, 215면.

1015) 권창영, 108면에서도 표현을 조금 달리하지만 이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는“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
여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
사법 제27조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 

1016) 정구태, 2018,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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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된다.1017) 

  넷째, 적용부정설에서 제기된 일부 논거는 합리성이 결여된다. 구체적

으로 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소비자가 각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다른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각 국가의 국민소득이 상이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거소지법에 의

한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에 부합되는 것이다.1018) ➁ 운
송계약을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으로 보아 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

는 다수 소비자들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소

비자들이 생겨나고 그 이익을 누리게 되는 사업자는 소비자들의 상거소

지가 달라짐으로 인해 그 적용법률도 달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3) 검토

  사견으로는 적용부정설을 지지하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사법 입법 시 참조한 로마협약의 해석을 참고하여야 하며 

문면상 운송계약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적으로 

특칙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규정의 

문면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문면에 따른 해석이 입법자들의 의

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가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모법과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부족하다. 당시 스위스 

국제사법이 이러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하는데, 스

위스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운송계약을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로마Ⅰ규정은 운송계약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인 제6조의 적용범

위에서 배제하며 운송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칙인 제5조를 적용한다. 제6

조에 의한 보호는 제5조1019)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바,1020) 두 조항

1017) 정구태, 2018, 281면. 

1018) 정구태, 2018, 280면. 
1019) 참고로 여객운송계약과 관련된 로마Ⅰ규정 제5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5조 운송계약 2. 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아래 제2호에 따라서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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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에어프랑스 사건에서 어느 조항을 따르든 

결과적으로 모두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치일 뿐, 개연성이 없다. 즉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합의가 없고 소비

자의 상거소지가 출발지 또는 목적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결

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합의가 없더라도 소비자

의 상거소지가 제3국에 소재한다면, 제5조를 따를 경우 본 사건의 준거

법은 운송인의 상거소지법인 프랑스법이 될 것이고, 제6조를 따른다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인 제3국법이 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합

의가 있다면, 제5조를 따를 경우 만약 합의한 준거법이 제2항에서 규정

하는 국가의 법이라면, 그 법만 적용될 것이지만, 제6조를 따를 경우 그

에 추가하여 상거소지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관철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용되면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

는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구구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거는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반론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소득이 다르다

고 하여 화폐 본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거소지국에서만 소비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의 소비

자가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이와 일맥상통한 논거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

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특칙을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양자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비록 구분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

에 의하여 선택되지 아니하는 한,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어느 하나가 여객이 상거
소를 가지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은 그 국가의 법이 된다. 이러한 요
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여객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제3조에 따라 다음 국가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 (a) 여객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또는 (b) 운송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
가, 또는 (c) 운송인이 경영중심지를 가지는 국가, 또는 (d) 출발지가 소재하는 국
가, 또는 (e) 목적지가 소재하는 국가 3.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 사안의 모든 사정
으로부터 보아 그 계약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시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와 
명백히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
용된다.”한국어 번역은 석광현, 2013, 684-685면 참조.

1020) Steennot,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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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따라서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준거법을 달리 하는 것은 형평

성에 어긋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셋째,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징적인 이행의 법리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본점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통일적인 권리구제에 더 

이로울 수 있다. 또한 소송효율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일일이 조사하여

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덜어줄 것이다. 

나. 상거소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어야 하는 계약

(1) “대만인 사건”소개

  원고는 대만에 거주하고 있고 대만에 호적을 두고 있는 여행객들이었

고 피고는 서울 소재 호텔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는 호텔

을 광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이에는 중국어 간자체를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만에서 접속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만 주민인 원

고는 이와 관계없이 대만 현지에서 여행상품 전시회에 갔다가 대만의 여

행사가 기획한“한국 6일 여행일정”상품을 보고 대만의 여행사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의 선정 등을 의뢰하였으며, 대만의 여행사가 한국

의 협력 여행사에 의뢰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와 사건의 숙박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숙박과정에서 원고중의 한 명이 객실에 비치된 전기포트를 사용하여 물

을 끓인 다음 그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를 이 사건 주전자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밑판 

없이 가열판만 부착된 상태에서 객실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

실을 모른채 들어올리면서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는 주위

적으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준거법 결정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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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된 것은 피고의 지향된 활동이 존재함으로써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상거소지법인 대만법이 숙박계약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였다. 

  재판의 경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➀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으며1021)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➁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심1022)에서, 피고가 중국어 간자체로 작성된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실이 

대만을 향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통하여 계약을 체

결한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동적 소비자의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고,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

인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➂ 대법원은 상고심1023)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

였다.  

(2) 학설 소개

(가)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부정설

  이는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계약에 대하여

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바 결

론적으로는“대만인 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건에서의 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국제사

법 제27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사안의 사실

관계로부터 볼 때 문제되는 계약이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

부 제공되는 계약에 속함은 의문이 없지만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원은 동 사건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자의 지향된 활동 + 소비자의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든 것이지, 그것이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계

1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2가합521089 판결.

1022)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나2020326 판결.
102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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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제27조의 특칙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거는 소비자에

게 친숙한 법, 즉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수동적 소비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법, 즉 소비자의 상거소지

법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수동적 소비자라

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용역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외의 국

가에서 제공된다면 소비자는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

다.1024) 

  둘째, 소비자가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지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은 사

업자는 계약에 따른 용역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외의 국가에

서 제공되는 계약에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인바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더

욱 그러하다. 또한 이는 다양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외

국법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울 수 있다.1025)  

(나)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긍정설

  이는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계약에 대하여

도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적용된다고 보는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에서 홍보 및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통하여 소

비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비자로서는 상거소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적용

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와 같은 소비자도 보호의 필요성

이 있다.1026)

  둘째,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1027)에서“운송계약이

1024) 석광현, 2016a, 60면.

1025) 석광현, 2016a, 59-61면; 최성수, 위의 논문, 26-27면도 同旨.
1026) 이헌묵, 2018, 216면. 

1027) 이헌묵, 2018, 216면에서는 사건번호를“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
결”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이는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에어
프랑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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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

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그 취지를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설득력이 있다.1028)  

(3) 검토

  생각건대 현재로서 한국 법원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문언에 충실

하게 적용긍정설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위에서 소개한“대만인 사

건”에서는 이 점을 다루지 않고 수동적 소비자의 요건에 대하여 분석하

였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면 특칙이 적용될 것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계약에서의 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이행된 것이라는 것

을 이유로 특칙의 적용을 부정할 의도가 있었다면 구태여 수동적 소비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소개한

“에어프랑스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

되는 계약도 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한 특칙은 적

용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적용부정설을 지지한다. 이는 특히 인터넷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국제적인 거래

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상거소지법이 적용될 것

이라는 사업자의 기대는 더욱 추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계약의 주체에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포함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도 불가피하게 되었

다. 또한,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거래 

시 외국법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 ➀ 일부 사업자들은 시

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는 줄어들게 된

다. ➁ 일부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거나 시장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하여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

1028) 이헌묵, 2018,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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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상의 계약

(1) “구글 사건”1029)소개

  원고들은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피고 구글 Inc.가 제공하는 G-mail 등 

구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1030)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Inc.’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60여 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

고,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라 한다)는 온라

인 광고상품 및 서비스와 다이렉트 마케팅(MD)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2014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Google 계정상 개인정보, 

Google 계정을 이용한 정보를 Google 이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에 제

공하였는지 여부,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제공내역을 알려달라

는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두 피고는 

모두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

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1031)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개

1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1030) 원고 중에는 소비자로서의 원고 1. 2, 5, 6과 사업자로서의 원고 3, 4가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소비자로서의 원고에 한하여 설명한다. 결국 법원은 사업자로서의 원
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031)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2020년 4월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제처
에 따르면 그 이유는,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
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
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소
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37# 제30조 제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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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하

였다. 사건의 약관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

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을 부여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해당 서

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기로  

하는 준거법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안의 실질적인 쟁점을 

다루기에 앞서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을 가지는지와 한국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사건의 원고들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에 관한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동적 소비자인

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피고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

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

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

의 방법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은 물

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

법으로 수익을 얻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 구글 In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

는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내의 구글 서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

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소비자가 그 국가

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국제사법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이 반드시 소비자의 상대

방이 유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소비자의 상대방인 피고 구글 Inc.가 구글 서비스

와 같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제사법 제27조가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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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전에 소비자의 상거소지인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피고 구글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국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

였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준거법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국제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합의의 효력은 동 사건에 

미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한국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를 논함에 있어

서 동법이 국제사법 제7조가 정한 국제적 강행법규에 속하는지와 국제사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논의하였

다. 전자에 대하여,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바 국제사법 제27

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

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

적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그 준거법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후자에 대하여, 법원은 정보통

신망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그 위반 시의 제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사

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외

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학설 소개

(가)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부정설

  이는 무상계약에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은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상계약의 성질상 이를 배제해도 무방

하다고 본다.1032) 구체적으로 진정한 무상의 계약일 경우 소비자는 그에 

1032) 최성수, 24면. 



- 266 -

따른 부담이 없고 나아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제한하지 않

는다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는 원

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문언에는 반하지만 법학방법론상의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해

석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1033)1034) 그 밖에 무상계약에서까지 관련 분

쟁의 준거법을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으로 고정하는 것은1035) 소비자의 상

대방인 기업측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될 것인바, 소비자계약의 준

거법 특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소비자의 정당한 보호에 있는 것이지 소비

자의 과도한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1036) 도 제기되었다. 

(나) 소비자계약 특칙 적용긍정설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무상의 소비자계약을 보호하는 것은 실질법 

영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국제사법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국제사법 제27조에서는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일 것을 요구하지 않

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하여 사업

자가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완전한 무상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인

터넷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의 해지, 해제만으로 소비자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무상의 계약에도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1037)  

  한편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바 많

은 인터넷 서비스가 걷는 길 중의 하나가 무료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가 

1033) 석광현, 2016a, 48면.
1034) 다만 이와 같은 견해도 당해 사건이 계약을 통하여 구글이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무상계약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
음을 인정하면서“진정한 무상계약”에 한하여 위와 같은 논리를 펼치는 점에 대
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35) 이와 같은 표현에는 흠결이 있다. 한국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계약의 준
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상거소지법은 소비
자에게 제공되는 보호가 더 강한 부분에 한하여 합의된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36) 최성수, 24면. 
1037) 이헌묵, 2018,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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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성공을 거두

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와는 무관하게 많은 인터넷 서비스는 그 길을 걷

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적용 법령이 함께 변화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에

는 다소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1038) 비록 해당 논문에서는 무상계약에

는 국제사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명문의 표현이 존

재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표현으로부터 볼 때, 대체로 긍정설을 지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위에서 검토한 운송계약과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

공되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특칙의 적용배제는 모두 유럽연합맥락에서의 

입법적 근거가 있지만 여기에서의 무상계약은 그렇지 아니하다.1039) 따라

서 비록 한국법에서는 위의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대한 명문의 배제규

정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적어도 앞의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의 적용배제 여

부는 유럽연합규범의 입법을 참조한 한국이 해석론의 차원에서 받아들여

야 한다는 이론적인 설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상계약에 대하여 이

와 같은 논거를 내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판례에서는 계약이 무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칙

이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Renate Ilsinger v Martin Dreschers 결정1040)과 

Maximilian Schrems v Facebook Ireland Limited 결정1041)에서 법원은 무

상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모두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의 것인데 이는 사법에로의 접

근의 문제인 반면, 준거법의 문제는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을 정하는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권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준거법의 맥락에서 특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

1038) 한승수, 179면.

1039)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브라질의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미주간 
협약”제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상의 계약에 대한 특칙의 적용을 배제한다
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040) Renate Ilsinger v Martin Dreschers. Case C-180/06 [2009].
1041) Maximilian Schrems v Facebook Ireland Limited. Case C-498/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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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게 지나친 편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해석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되는 무상의 계약

에 대하여 특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입법론적으로 이를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➀ 인
터넷 거래에서 계약의 유상과 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불확실한 요

소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분의 방식 자체의 합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➁ 입법적으로 명문의 배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황에 비추어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며 유럽연합의 국제

재판관할의 맥락에서의 해석론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제3절 국제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의 조화

Ⅰ. 현행법상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합의 조항

  

  한국 국제사법 제27조에서는 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준거법에 

대한 특칙을 동시에 규정하는바 그 적용범위는 동일하다. 소비자계약의 

국재재판관할합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소비자계약)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

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

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내용상, 한국 국제사법은 브뤠셀체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만을 허락하고 예외적으로 사전 합의일 경우 소비자에게 유

리한 추가적 합의만을 허락한다.1042) 다만 한국 국제사법은 브뤼셀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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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셋째 요건1043)에 상응하는 조문은 두지 않았다. 

Ⅱ. 관할규칙과 준거법의 병행이 바람직한 부분

1. 특칙의 적용범위

  현행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을 동

일한 조항에서 규율하므로 양자의 적용범위도 동일하다. 약자보호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의 

정의와 수동적 소비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맞다. 따라서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위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특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의한 판결을 참조하여야 한

다. 국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구글 사건”판결에서의 논의를, 국제

적으로는 브뤼셀체제 규범하에서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구분을 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논의한다.  

2. 특칙을 규율하는 체계

  양자 모두 국제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면에서는 합리적이다. 이를 

분리하여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국제사법에 두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자 간의 괴리

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3. 특칙에서 사용되는 연결점

  양자 모두 소비자의“상거소”라는 연결점을 사용한 것은 정확하다. 

이는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

념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국제재

1042) 석광현, 2013, 344면.
1043) BrusselsⅠrecast art.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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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할 특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상거소지가 위치한 국가의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이 인정되었을 경우 법원이 준거법 특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상

거소지법으로서의 자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의 정확성과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다. 

Ⅱ. 관할규칙과 준거법의 병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1.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및 조항의 편제

  한국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의 내

용상 유럽연합규범을 참조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규범과는 

달리 ➀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➁ 양자를 

동일한 조항인 국제사법 제27조에서 규율하므로 양자의 적용범위 또한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044) 따라서 향후 입법적으로 이와 

같은 배제조항을 삽입할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특칙의 

편제를 달리하여 그 적용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정 국제사법에서 

양자의 편제를 달리한 것은 긍정할 만 하지만 적용범위 전반에 있어서 

전혀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특칙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분쟁해결의 효율성 

  한국법 하에서도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의 내용 자체가 다

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 적용할 경우 법정지와 준거법 소속국이 일치하기 

않아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필요

한 경우 법정지에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법적 지정의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적용한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일반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효한 합의가 존재한

다면 당연히 법정지법을 따를 것이지만 소비자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1044)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4장 제2절 Ⅲ.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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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유효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도“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을 추

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 소비자가 

한국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하였다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인 

외국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소비자 보호가 분쟁

해결의 효율성에 비하여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모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을 위한 유용한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다. 

　

3. 특칙의 내용-사전적 준거법 합의의 문제

  만약 준거법 합의 자체의 효력을 논하는“완전한 당사자자치”모델이

나“제한적인 당사자자치”의 모델을 취하였을 경우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서의 소비자계약 특칙의 방식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적 준

거법합의의 효력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준

거법 합의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더 유리한 법”모델을 채택한 

이상 사전적 준거법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로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지 않다. 

  특칙의 맥락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보론으로 준거법 합의가 사

전적으로 체결되었을 경우 국내법상 가할 수 있는 제한과 그 과정에서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법리를 참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준거법의 맥락에서 합의 자체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

로 그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 국제사법 제27조에서는 국제재판

관할의 사전적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준거법의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에서　이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

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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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지

지하였다.1045)

  한편 위의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

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

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

는 유효하다 할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을 인용한다. 이로부터 유추하건대, 약관에 의한 준거법 합의도 현저하

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결론은 법정지의 공서양속에 관

한 국제사법 제10조를 통하여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제재

판관할합의의 법리에 대한 참조적 가치는 제한적이다.

제4절 국제소비자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의 고

려

Ⅰ. 인터넷거래의 활성화

1. 특칙의 해석에 관한 문제

1045) 이어 내용상에서 볼 때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Tilden Rent A Car Co. v. 
Clendenning 사례 이래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원칙
이 수립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들과의 계약 체결에 오랜 트레이닝 기간을 거쳤
고,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조항을 비롯하여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
면서 해지사유별로 재고반품 등 배급·판매대리점인 원고의 보호규정을 별도로 마
련하여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지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지조항이 원고에게만 불리하여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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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향된 활동기준

  한국 국제사법 하에서의 지향된 활동기준에 대하여는 조항의 해석 부

분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였다. 그 기초 위에서 본 논문 제5장 제1절 Ⅱ 

부분의 내용을 결합하여 한국 국제사법상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지향

된 활동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

  종합하면 객관적인 요소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을 지

향한 활동을 할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

로 그 객관적인 요소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달리하는 세 가지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인터넷 국제재판관할법리

인“영역별 분석법”에서 출발하여 웹사이트를 상이한 유형으로 분류한 

후 능동적 웹사이트와 상호작용적 웹사이트에 대하여만“지향된 활동기

준”의 충족 가능성을 긍정한다. 둘째, 해당 사이트의 최상위 도메인이 

➀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것인 경우“지향된 활동기준”을 충족한다고 판

단하고 ➁ 그렇지 않을 경우 셋째 단계의 요소를 고려한다. 셋째, 추가

적으로 언어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➀ 소비자 상거소지국의 특유의 언

어1046)로 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지향된 활동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➁ 그렇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1047)로 된 웹사이트 

가 존재할 경우 법원이 기타 요소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이를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46) 예컨대 소비자 상거소지가 한국일 경우 한국어, 소비자 상거소지가 일본일 경우 
일본어.

1047) 예컨대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이 다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 274 -

 웹사이트의 유형
상호작용적 

웹사이트

최상위 도메인

수동적 

웹사이트

능동적 

웹사이트

사업자의 지향 

NO소비자 

상거소지 외의 것

소비자 

상거소지의 것

사업자의 지향 

YES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소비자 상거소지 

특유의 언어

사업자의 지향 

YES

언어

  여기에서 최상위 도메인과 언어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판례에

서 언급된 모든 요소들 중 가장 객관적이고 특징이 잘 두드러지는 요소

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웹사이트의 유형에 따른 분석에 최상위 도메인

과 언어에 의한 필터를 장착하면 인터넷거래에서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

한 고려도 내포한 것으로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나. 연결점 확정의 어려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연결

점1048)을 둔 한국 국제사법은 특칙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하였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사실적인 연결점1049)을 통하여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을 확

1048) 예컨대 소비자의 상거소지,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 연결점을 말한다. 
1049) 예컨대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 계약체결지 등 연결점을 말한다. 본문에서 특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예로는 미국이 있고, 특칙을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적
인 연결점을 채택한 국가의 예로는 상품 또는 용역 제공지라는 연결점을 채택한 
중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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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타 국가에 비하여는 연결점 확정의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즉 

당사자들은 물리적으로 한 국가에 소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거소지”와 같은 연결점은 확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인터

넷은 전 세계적으로 접속가능하기 때문에“상품, 용역 제공지”와 같은 

연결점을 확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상거소지”도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해당 계약에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제11조 제6항 제3호와 제

4호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특칙의 

배제 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1050)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추가 적용

  인터넷거래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할 때 인터넷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그 전형적인 

예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다. 동법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

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식이 주류를 차지하

는 배경하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1051) 구체적으로 이는 최근의 

개정인 2020년까지 총 14번 개정되었고,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개정은 8

번에 해당한다.1052) 한편 최근에는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기 

위한 추진적 작업이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것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법안 제5조에

서는“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라는 표제하에“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

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050) 참고로 이는 본 논문 제5장 제1절 Ⅲ. 2. 다.에서도 언급하였다. 

1051) 고형석, 2019b, 137면.
1052) 고형석, 2019a,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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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실질법으로서 소비자계약분쟁에 적용되지만 

국제적인 소비자계약분쟁에서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법 또는 일부 구체적 규정의 성질에 관한 문제이기

도 하다. 따라서 우선은 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자체와 개별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➁ 개별규정의 

공법적 또는 사법적 성질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것이 법의 적용범

위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제사법의 매개를 

거쳐 준거법의 일부로써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규정방식의 전환 요부

가. 입법 모델의 전환 요부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한국이 채택한“더 유리한 법”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분쟁해결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다. 다만 이에 비추어, 기

타 모델의 장단점도 비교 및 분석해본 결과, 현 모델이 여전히 최상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는 본 논문“제5장 제1절 Ⅲ. 2. 인

터넷거래에서 부각되는 입법 모델별 장단점”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

다.

나. 가상공간 특유의 규정 도입 요부 

  위에서 언급한“구글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특유한 성질을 가진 계약

에 있어서도 일단은 기존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1053)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

터넷거래의 맥락에서도 소비자계약에 대한 통상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법

원은 해석론을 통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학설상으로도 

국제재판관할의 매락에서 상이한 견해가 있다.1054) 사견으로는 준거법의 

1053) 한승수, 179면.

1054)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별도로 전자거래분쟁처리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 견해(손경한, 2007, 30면)가 있는 반면에 지금으로서는(이는 논문 
발표 당시를 말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도 현실공간의 규칙을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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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도 인터넷거래를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

는 현실공간에서의 국제사법적 규칙을 기초로 하되 가상공간의 특성에 

비추어 ➀ 어떤 해석론을 도출할 것인지, ➁ 만일 해석론으로 부족하다

면 어느 범위 내에서 입법을 도입할지라는 문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이기

도 하다. 

Ⅱ.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문제

1. 한국의 소비자 집단형 소송제도

  

  한국에서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피

해의 집단적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1055)“소비자단체소송”을 

표제로 하는 동 법 제8장 제4절에서는 제70조부터 제76조 등 7개의 조문

을 두어 일련의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056) 즉 여기에서의 단체소송은 ➀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단체1057)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 주체가 아니며 ➁ 소비자는 손해배상 등 사익적 구

제를 청구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기업의 일정

한 위법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차원의 단체소송은 일찍이 도입전부

터 그 자체로 실용성이 결여된다는 비판1058)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

도 현재로서는 정식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의 위

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모호성,1059) 제소 전 일련의 허가요건 설

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석광현, 
2013, 350면.). 

1055) 최광선, 266면. 
1056)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1057)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권을 가지는 단체의 요건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058) 한충수, 2006,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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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합리성1060) 등 제도적인 한계1061)와 주요 제소단체인 소비자연맹

의 인력확보나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한계1062)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한 권리의 구제가 실효적이지 않음이 검증되었다.1063)

  한편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의 거래과정에

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

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1064)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민사소송

법의 특례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특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즉, 동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와 달리, 여기에서의 집단소송은 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

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➁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들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며, ➂ 
내용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게만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동 법의 적

용은 제한적인 범위의 청구에 한정되고 배상 절차가 복잡하며 소송 비용

이 많이 드는 등의 단점으로 인하여 실무적인 활용이 매우 미미하여1065)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소비자 집단적 권리구제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련의 집

1059) 즉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위반은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로써 사업자의 위
법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060) 즉 제소 전 사업자에게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거나 소송허가 등을 요구하는 것
은 사실상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061) 고형석, 2016, 127면. 

1062) 즉 실제로 제기된 절대 대부분 사건의 제소자인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비록 그 규
모와 전문성에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률검토와 자문, 소장의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인력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
기간 폭넓은 법률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소장제출과 관련하여 별도
의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진/지광석/황의관, 42면. 

1063) 2018년 발표된 한국 소비자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까지 제기된 소비
자단체소송의 수는 7개에 불과하며, 그 시점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사업자
의 위법행위가 금지 또는 중단된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이승진/지광석/황의관, 43
면.

106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조(목적).

1065) "증권집단소송 12년간 9건 ‘유명무실’…소송허가에만 51개월”, 한겨례, 2017,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9733.html#csidxa99b7c87eb3
a3169b09ed5af731aac0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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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송과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1066) 그 중 소비자소

송에만 적용되는 2개의 의안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은 2020년 7월 3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비자의 권익 보

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이다. 동 발의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을 소의 제

기 및 허가절차, 소송절차, 분배절차로 나눈다. 즉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

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법

원의 허가1067)를 받아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제외신고를 받

아1068) 당사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소송을 거쳐 일정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 조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되는 손해배상청구1069)가 인용되면 분배절차

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 발의안은 ➀ 소비자

는 피해자들의 대표당사자로서 제소권을 가지고, ➁ 피해자 제외신청 형

태를 띠며, ➂ 내용상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0년 7월 7일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소비자집단소

송법안”이다. 동 발의안은 소비자집단소송을 공통의무확인절차와 채권

확정절차로 나눈다. 즉 동 발의안에 따른 적격의 단체1070)들은 공통의무

확인절차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통의 금전채무를 부담한다는 

1066)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안은 총 6개로, ➀집단소송
법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➁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28인), ➂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 의원 등 18인), ➃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➄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등 21인), ➅ 증권관련 집
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
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최종방문일: 2021년 8월 
20일.

106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7조.
1068)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28조.

1069)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제3조(적용범
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그 밖에 소비
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

1070)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제3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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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한 후, 추정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채권신고의 수권절차1071)를 

거치고 권한이 있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아 그 내역에 따라 일정한 기

간 내에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채권이 확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 

발의안은 ➀ 소비자가 아닌 단체만 제소권을 가지고, ➁ 피해자 참가신

청의 형태를 띠며, ➂ 내용상으로는 공통되는 금전채권의 청구에만 국한

되는 특징이 있다. 

  양자는 집단적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집단적 구제수단을 도

입하고자 한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입법방식상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미국형 제도모델과 근접하는 소비자 대표소송의 방식이고 후자는 일본형 

제도모델과 근접하고 유럽형 모델과 상당부분 유사한 2단계 구제절차의 

방식인데 양자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을 도입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1072)가 존재한다. 이는 추후 정책적인 고려를 

포함단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소비자집단소송안의 문제점과 특칙의 개선방향

  소비자집단소송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사건, 2015년 폭스바겐사건 등 

소비자의 집단피해사례가 속출하는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주된 내

용으로 하는 실효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면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시

도이다. 특히 국제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더라도 국가별로 국내의 

집단소송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

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소비자의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발의안들이 국제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적인 소비자

거래가 빈번한 현 시점에서 수개 국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한국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한 한국 

소비자의 집단소송청구는 충분히 한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107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제14조 제1항.
1072) 예컨대 서희석 에서는 제3자소송담당형+2단계형+opt-in 모델, 즉 “소비자집단소송

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와 동일한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고 고형석, 2016 에
서는 양자 모두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며; 보며 최광선, 위의 논
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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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법안의 적용범위에 명확히 국제적 집단소

송을 추가하고 준거법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대표소

송의 방식을 취할 경우, 미국의 방식을 참조하여 소송허가절차에서 준거

법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추정되는 피해자의 상거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법

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준거법의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구제절차의 

방식을 취할 경우, 채권의무 확인소송 시 소비자의 범위를 추정하기 어

려우므로 법정지나 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기타 연결점을 도입하여 준

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을 취하는 것은 

추후 정책적인 고려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며, 국제소송을 염두에 둔 준

거법 규칙을 집단소송 관련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어느 방식

을 취하든 국제사법의 소비자 특칙이 이러한 집단소송의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즉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국제사법 제27조1073)의 적용예외사항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예외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소비자 본인이 이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입법론적 검토와 개정 국제사법

Ⅰ. 서론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고려를 포함한 많은 기타 요소

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문 전체의 논의를 기초로 순전히 학술적인 견

지에서 한국 국제사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입법론적 검토

1073) 이는 현행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국제사법의 조문번호는 제47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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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칙의 내용

 

가. 기타 법역과의 비교

 “더 유리한 법”모델을 취하는 한국의 방식은 기타 법역과 비교할 때 

더 우월한지 더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입법론적 차원

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특별 보호의 취지에서 출발하여 준거법 특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므로 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미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선 스위스의 접근법은 최초에는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흠결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즉 이는 소비자의 

이성을 최대한 낮게 평가하면서 소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상

거소지법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상의 접근법이라는 사유에 입각

한 것이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들

의 정보획득수단은 많아졌고 사업자 및 상품에 대한 비교도 더욱 편리하

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소비자는 예전처럼 나약하

기만 한 주체가 아니며 자신의 지위로부터 불가피한 보호가 필요한 동시

에 스스로 상품 또는 서비스 내지 준거법을 식별하고 선택한 일정한 능

력을 갖춘 이성적인 주체로 판단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접근법을 보면 상거소지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비자

에게 상거소지법에 따른 구체적인 법규정과 그 적용에 따른 효과까지 명

확히 주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면이 있다. 약자인 소비자가 준거법을 직접 조사할 능력까지 

가진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특칙의 실질적인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의사를 고려한 특칙의 적용예외 사항을 규정한 

점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입법

에서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접근법은 소비자에게 자신에 대한 보호가 우월한 

제3국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 또한“더 유리한 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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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달리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국가의 법을 선택적으로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법제에서는 거의 특칙의 내용보다는 그 적용요건에 비중을 두어 규

정하는 것과 달리 중국법은 단순히“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 경

영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능동적인 소비자와 수동적인 소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정치한 요건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나. 한국법의 개정 요부

  본 논문의 기타 부분107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으로서는 한국

법이 취하고 있는“더 유리한 법”모델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월한 접근

법인 것으로 판단되고 인터넷거래의 발전을 고려할 때도 그러하다. 따라

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내용 자체는 지금의 것을 유지하되 특칙

의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 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중점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2. 특칙의 적용범위 

가. 소비자와 상대방에 대한 정의와 조항의 적용요건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특칙의 적용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구법을 참조하여 다소 개선한 것이다. 다

만 유럽연합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법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

결과적으로 유럽연합법제의 신법과 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인

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로마협약, 로마Ⅰ규정과의 비교  

  로마협약, 로마Ⅰ규정과 국제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1074)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5장 제1절 Ⅲ.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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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로마협약 로마 Ⅰ 규정 한국 국제사법

제5조 제2항 후반부 제6조 제1항

a호, b호

제27조 제1항

1호, 2호, 3호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소비자에 대

한 명시적인 권유 또

는 광고가 행해지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행위를 한 

경우1075), 또는 소비자

의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대리인이 소비자

의 주문을 그 국가에

서 받은 경우, 또는 

계약이 물품의 판매에 

관계되고 소비자가 그 

국가로부터 외국으로 

여행하여 그 곳에서 

주문을 한 경우, 그 

여행이 매도인에 의하

여 소비자에게 계약체

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주선된 경우

(a) 사업자가 소비자

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추구한 

경우, 또는 

(b) 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그러

한 활동을 그 국가 또

는 그 국가를 포함하

는 복수의 국가로 지

향하고, 그 계약이 그

러한 활동의 범위 내

에 속하는 경우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

거나 그 국가 외의 지

역에서 그 국가로 광

고에 의한 거래의 권

유 등 직업 또는 영업

활동을 행하고1076), 소

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

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1077)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

에 가서 주문을 하도

록 유도한 경우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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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시된 문제점 및 한국법의 개정방향

  첫째, 소비자가 자연인일 것과 소비자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약자보호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브뤼

셀 체제의 규범의 해석론, 로마Ⅰ규정에서 입법론으로 명확히 확인되었

다. 구체적으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야 한

다.“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을 가진 자연인(“소비자”)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을 가진 상대방(“사업자”)과 체결하는 계약.”개

정 국제사법에서는 이 점이 일부 반영되었다. 

  둘째,“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는 로마협약에서의“명시적인 권유 

또는 광고”의 변형이고“직업 또는 영업활동”은 로마Ⅰ규정의“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의 변형이다. 본 논문의 로마Ⅰ규정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는 “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

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예시적 열거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두어도 논리적 문제는 없겠으나 이를 강조할 특별한 

가치가 없는한 굳이 예시할 필요가 없다. 

  셋째,“지향된 활동기준”은 로마Ⅰ규정의 내용과 일치하고“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는 로마협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터넷거래를 고려한 전자를 도입한 경우 마찬가지로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 전자와 대응되게 수정한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

위 내에 속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 따라서“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

위를 한 경우”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그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위 내

에 속하는 경우”요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넷째,“주문의 경우”와“유도의 경우”는 기존 로마협약의 맥락에서

1075) 본 논문에서는“광고+행위의 경우”라고 쓴다.
1076) 여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본 논문에서는“물리적 및 지향적 활동기준”이라고 

쓰는바 전반부는 “물리적 활동”, 후반부는“지향적 활동”이라고 쓴다.

1077) 본 논문에서는“주문의 경우”라고 쓴다.
1078) 본 논문에서는“유도의 경우”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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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광고+행위의 경우”와 병기의 형식으로 규정되었지만, 로마Ⅰ규정에

서“물리적 및 지향적 활동기준”이 도입되면서 삭제되었는바,“광고+행

위의 경우”는“물리적 및 지향적 활동기준”에,“주문의 경우”는 “물

리적 활동기준”에, “유도의 경우”는“지향적 활동기준”에 따라 해석

될 수 있다.1079) 따라서“주문의 경우”와“유도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

하지 않더라도 이는“물리적 및 지향적 활동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

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국제사법상“물리적 

및 지향적 활동”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직업 또

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상

거소지국을 향하여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

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한국 국제사법 제27조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해석론을 통하여도 대부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겠지만 정형화된 일부 경우를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용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위 해당 부분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한

다.

 (1)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는 계약

  이는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을 참조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제3

장 제2절(구체적으로 Ⅰ. 1. 라;Ⅰ. 3. 라)에서 다루었고 그 평가는 위 제6

장 제2절(구체적으로 Ⅱ. 3. 나.(3))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로마협약1080)에서는 위 예외의 예외로서 패키지계약을 들고 있고 

1079) 본 논문 로마Ⅰ규정 부분 참조.

1080) 로마Ⅰ규정 제6조 제4항 (a)호에서는 패키지계약의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에는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은 로마Ⅰ
규정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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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별 상황에서 소비자에 대한 배려의 취지를 포함하므로 이에 따라 

동 조에서도 패키지계약에 대한 2중 예외를 설정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인 정의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를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

국은 패키지계약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패키지계

약”에 추가하여 조금의 설명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패키

지지침에서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되 조금 수정하였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외에서 배타적으로 제

공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역제공계약. 다만 계약이 운송이나 숙박 또는 

기타 중요한 서비스와 결합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송계약

  이는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제3장 제2절(구체적으로 Ⅰ. 1. 라;Ⅰ. 3. 라)에서 다루었고 그 평가는 구

체적으로 위 제6장 제2절(구체적으로 Ⅱ. 3. 가.(3))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로마Ⅰ규정에서는 운송계약 중에서도 패키지계약은 특칙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 구체적인 정의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를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패키지계약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패키지계약”에 추가하여 조금의 설명을 덧

붙였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패키지지침에서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되 

조금 수정하였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운송계약. 다만 계약이 운송이나 숙박 또는 기타 중요한 서비스와 

결합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동산계약

  이는 로마Ⅰ규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 제3장 제2절



- 288 -

(구체적으로Ⅰ. 3. 라)에서 다루었다. 한국 실무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가 없었기에 자세한 검토의견을 부연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로마Ⅰ규정

의 입법목적에 공감하는 탓에 여기에서 추가하였다.

  즉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은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자 

부동산 소재지법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준거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로마Ⅰ규정은 시분할계약에 대한 추가적 예외를 

두는데, 한국법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에 이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단기적 임대차 계약일 경우 소비자는 그것이 전적으로 부동산 소재

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고려에 비추어

“장기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여기에서의“장기적”이라 함은 

로마Ⅰ규정 제4조 제1항 d호를 비추어볼 때“6개월 이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한국의 실무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조정될 수도 있

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장기적 임대차에 관한 계약

(4) 금융관련계약

  이는 로마Ⅰ규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2절(구체적으로Ⅰ. 3. 라)에서 설명하였다. 한국 실무상 구체적인 논의

가 없었기에 자세한 검토의견을 부연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로마Ⅰ규정

의 입법목적에 공감하는 탓에 여기에서 추가하였다.

  다만 로마Ⅰ규정에서의 규정을 기초로 대폭 수정하였다. 로마Ⅰ규정에

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금융투자상품별로 규정하였으나, 문안에서는 그 

속에 내재된 공통의 원칙을 추출해내어 예외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가적으로“기타 상황”을 설정하여 필요한 경우 문언의 경직성으로 인

하여 적용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는 통로

를 마련하였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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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준거법 기타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대체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에 해당하거나 이의 모집과 매

출 및 공개매수를 규율하는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기타 이

들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

  

 (5) 소비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대한 고려

  이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발전과 향후 한국의 도입을 고려한 것이

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국제적 소비자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취

지가 명시적으로 표시된다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이 이와 같은 절

차의 진행에 장애로 되게 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

론은 위 제5장 제2절에서 다루었고 한국의 해석론과 입법론은 위 제6장 

제4절 Ⅱ.에서 다루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문언을 제시하기는 조심스러우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문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원이 특칙의 적용이 대한민국에서의 소비자대표소송 기타 소비자

의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

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지한 개별 소비자가 분쟁발생 후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6)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대한 고려

  이는 일본 법적용통칙법의 규정에서 출발한 것인데, 인터넷거래와 스

마트계약에서의 적용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법적용통칙법에서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대한 고려는 위 제3장 제3절 (구체적으로 Ⅳ. 2. 나)에서 

다루었다. 인터넷거래의 일반론은 위 제5장 제1절에서,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대한 고려는 제5장 제1절 Ⅲ. 2. 다.에서, 한국의 해석론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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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위 제6장 제4절 Ⅰ.에서 다루었다. 스마트계약에 관한 일반론은 위 

제5장 제1절(구체적으로 Ⅱ. 2. 나)에서 다루었다. 

  제안하는 구체적인 문안은 아래와 같다. 

  이는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상대방이 소비자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지 못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상대방이 소

비자임은 알았으나 그 상거소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특칙의 편제

  적용범위가 상이하므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재판관할 특

칙과 편제를 달리 하여야 함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Ⅲ. 개정 국제사법의 변경사항 및 이에 대한 평가  

  2021년 1월 4일 공포된 개정 국제사법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될 예정

이다.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 목적은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실

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1081) 

주로 국제사법의 기존 편제를 변경하고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추가

하였다. 소비자계약에 관하여는 내용상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아

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존재한다. 

1. 조문 편제의 변경

1081) 제382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제사법전부개정안 제안이유”, 2020. 
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Y2I0G0H8M0D7N1J6N2M3Q3Q
7Q3M5U7.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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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국제사법은 기존의 편제를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에

서는 제1절을 목적으로, 제2절을 국제재판관할로, 제3절을 준거법으로 

하였으며, 제2장 이하의 각칙에서는 각 법률관계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규칙과 준거법 규칙을 각각 제1절과 제2절에 두었다.1082)1083)

  소비자계약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이 제5장(채권)의 제27조에서 소비자

계약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동시에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 국제사법은 양자를 분리하여 전자를 제6장(채권) 제1절(국제재판관

할로) 옮겨 제42조에서 규율하고, 후자는 제2절(준거법) 제47조에서 규율

한다. 국제사법 하에서의 소비자계약의 개념 규정은 국제재판관할을 정

하고 있는 제42조에 두었으며, 준거법의 맥락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사용

한다.1084) 

   

2. 규정 내용1085)에 대한 비실질적 수정

  개정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범위와 내용에 대하

여 근본적인 개정을 하지는 않았고 국제사법의 관련 조항에 기초하여 아

래와 같은 내용상의 변화를 주었다.

  첫째, 국제사법에서의“소비자의 행위”요건1086)을 삭제하고 그 대신 

브뤼셀Ⅰ규정 또는 로마Ⅰ규정의 내용을 좇아“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활동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요건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특칙의 적용범위는 이와 같은 요건의 범위내에서 확장되었다.1087) 또한 

이는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도 특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인터넷거래의 맥락에서 합리적이다. 이는 국제

1082) 개정 국제사법의 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개는 석광현, 2018, 43면 이하 참
조. 

1083) 이와 같은 편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오정후, 57면 이하 참조. 

1084) 석광현, 2018, 65면. 
1085) 위와 같은 규정의 방식에서 비롯된 조금의 우려를 뒤로 하고, 이하의 논의는 국제

재판관할과 준거법 특칙이 적용되는 소비자의 개념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
며, 여기에서의“내용”은 특칙의 적용범위와 내용(협의)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을 뜻한다. 

1086) 이는 현행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의“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요건을 의미한다.

1087) 한애라,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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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도입한“사업자의 지향된 활동”요

건과 맞물리고 논리상의 괴리를 해소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상대방을“사업자”에 한정하고 이를“직업 또는 영업

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현행 국제사법도 해석론

상 소비자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였지만 이

를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그 명확성을 보장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다. 다만 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서 소비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아쉬

움이 있다. 

3. 용어의 부분적 수정

  개정 국제사법은 아래와 같이 용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첫째, 국제사법의“상거소(常居所)”라는 용어를“日常居所(habitual 

residence)”로 수정하고 영어를 병기하였다. 다만 그 의미는 달라진 것

이 없다. 이와 같이 용어를 수정한 것은 한국의 법률용어에 더 접근하기 

위한 것인바“상거소”라는 용어보다는 최소한의 의미단위가 되는 요소

를 사용하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바꾼 것이라고 한다.1088) 그러

나 2001년 국제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기존의 주소 대신“상거소”를 사

용하여 국제사법 학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정착된 법학 용어를 국민의 이

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수정한 것에는 조금의 의문

이 있다. 

  둘째, 사업자의“지향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소비자의 상거소

지국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라는 표현을“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향하여’”로 수정하였다. 이

에 대하여는 다소 낯선 표현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1089)가 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기존의 표현은 다

소 모호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targeting 이라는 의

1088) 제382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8면 
각주 8.

1089) 한애라,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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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

적이라고 본다. 

  셋째, 사업자의“주문의 유도”를 판단함에 있어서,“소비자의 상대방

이 소비자로 하여금‘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는 

표현을“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

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로 수정하였다. 이는 용어의 

표현을 더 명확히 한 점에서 바람직하다.   

Ⅳ. 국제사법 개정 문안

  위의 논의에 비추어,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당사자자치의 제

한”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정 문안을 제안한다. 이는 개정 국제사

법 문안의 기초 위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개정 문안이다.   

제47조 소비자계약

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을 가진 자연인(“소비자”)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을 가진 상대방(“사업자”)과 체결하는 계

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

가 있는 국가(이하“상거소지국”)의 국내적 강행규정에 따라 소

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가 있는 국가(이

하“상거소지국”)에서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2.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을 향하

여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➁ 객관적 준거법(略)

➂ 계약의 방식의 준거법(略) 

➃ 제1항부터 제3항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외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의 용역제공계약. 다만 계약이 운송이나 

숙박 또는 기타 중요한 서비스와 결합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



- 294 -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송계약. 다만 계약이 운송이나 숙박 또는 기타 중요한 서비

스와 결합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장기적 임대차에 관한 계약

   4. 준거법 기타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대체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에 해당하거나 

이의 모집과 매출 및 공개매수를 규율하는 조건으로부터 발생

하는 권리와 의무 기타 이들과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

   5. 법원이 특칙의 적용이 대한민국에서의 소비자대표소송 기타 소

비자의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효율적 진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지한 개별 소비자가 분쟁

발생 후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

우

   6.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상대방이 소비자임을 알지 못하고 또

한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

가 상대방이 소비자임은 알았으나 그 상거소를 알지 못하고 그

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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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준거법의 맥락에서 더 많이 논의되는

데 여기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란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정을 허용하는 원칙이

다. 국제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일정한 제

한을 받는다. 우선은 통상의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 원칙이 

제한되는 법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준거법의 선택범위

에 대한 제한,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과 공서에 의한 제한이 있

다. 다음으로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제한을 받는다. 이는 국제

사법의 맥락에서도 저촉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실질법적 요소도 고려되어

야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견해는 최초 Brainerd Currie 등 

미국 학자들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정식으로 소비자계약과 

접목시키면서 광범위한 발전의 기점을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이다. 오늘

날 다수의 국제규범 및 국내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도입하였

다. (제2장)

  세계적인 맥락에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당사자자치 원칙의 제

한의 정도를 달리하는 아래와 같은 4개의 입법 모델로 나뉜다. 이러한 

모델들이 반영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다양한 국제규범, 국제규

범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그 전단계에 있는 국제문서와 국내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완전한 당사자

자치” 모델. 이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도 일반 계약에서

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바, 미국의 일부 주에

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델이다. 둘째,“제한적인 당사자자치” 모델. 이에

는 당사자자치의 범위를‘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접근법’과 ‘비교적 넓

게 허용하는 접근법’이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

을 특정한 법에 한정하는바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법률적용법 

제42조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후자는 준거법과 계약 간의 합리적

인 관련성을 요구하는바 미국 제2차 저촉법 재기술 제187조의 접근법이

다. 셋째,“더 유리한 법”모델. 이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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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 유럽, 호

주, 터키 등에서는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당사자자치 부정”

모델. 이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아예 부

정하고 소비자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바, 스위스 국제사법 제120

조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제3장)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은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양자는 모두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칙으로서 그 취지가 동일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양자는 동일한 평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

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양한 국제규범 

및 국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입법과 그 해석론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양자는 아래의 점에서 병행이 가능하다. 첫째, 특칙의 적용범위. 구

체적으로는 특칙의 적용범위를 자연인인 수동적 소비자가 사업자인 상대

방과 체결한 계약에 한정하는 것이다. 둘째, 특칙을 규율하는 체계. 양자

를 모두 국제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칙에서 사용

되는 연결점. 양자 모두“상거소”를 연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음으로 양자는 아래의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병행이 바람직하

지 않다. 첫째,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계약과 금융계약을 달리 보아야 한다. 둘째, 특칙 조항의 편제. 이를 동

일한 규범의 별개의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국제소비자

거래의 동향에 따른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요소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이다. 

인터넷거래의 특수성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우선 소비자계약 준거법 

특칙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향된 활동기

준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판례와 미국의 인터

넷 국재재판관할 법리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연결점 확정이 어려워지

고 준거법의 범위가 확장되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도“더 유리한 법”모델이 여전히 최상의 선택이다. 둘

째는 집단적 권리구제절차의 선호이다. 국제적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권

리구제절차의 전형적인 모델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대표소송과 미국의 

소비자집단소송 있다. 양자는 차이점이 있지만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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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면 준거법이 구구해짐으로

써 집단적 권리구제절차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제5장)

  이상의 논의는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입법론과 해석론

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섭외사법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

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계약에서도 일반 계약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의 

당사자자치 원칙이 인정되었다. 현행 국제사법은 제27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을 두고 있으며 내용상“더 유리한 법”모델을 채택하고 있

다. 적용범위상 사업자의 활동과 소비자가 상거소지에서 계약체결에 필

요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 유형은 정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관하여는 학계의 논의와 

일부 판결이 존재한다. 사견으로는 ➀ 운송계약에 대하여는 특칙의 적용

을 배제하고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➁ 상거소 외에서 

용역이 전부 제공되어야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➂ 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입법

론적으로 이를 특칙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한국법상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법 특칙

은 동일한 조항에 규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양자의 적용범위가 완전히 동

일하다. 다만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➀ 특칙의 적용범위

에 있어 소비자계약의 정의와 수동적 소비자를 판단하는 기준, ➁ 특칙

을 규율하는 체계, ➂ 특칙에서 사용되는 연결점에 관한 한 양자의 병행

이 바람직하다. 반면 추후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계약에 관한 조항을 

도입한다면 그 중 부동산 관련 계약과 금융계약은 달리 취급하여야 한

다. (제6장 제1절, 제2절)

  인터넷 거래의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아래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➀ 지향된 활동기준을 인정하는 기준을 확립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요소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을 지향한 활동을 

할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이트

의 유형, 최상위 도메인, 사용된 언어를 통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➁ 연
결점 확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특칙의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이 장래 소비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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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래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➀ 집단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명확히 국제적 집단소송을 추가하고 준거법의 문제를 명

확히 하여야 한다. ➁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집단소송의 개시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경우 특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국제사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제3절, 제4절)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될 개정 국제사법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가져

왔다. ➀ 조문편제를 변경하여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 특칙과 준거

법 특칙을 상이한 조문에서 규율하고, ➁ 내용상 소비자의 행위 요건을 

삭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➂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

의 모든 논의에 비추어 개정 국제사법의 기초 위에 추후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특칙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➀ 소비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➁ “광고에 의한 거

래의 권유”와 같은 예시적 열거는 이를 특별히 강조할 실익이 없기 때

문에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➂ 주문의 경우와 유도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➃ 특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경우를 명

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

이 전부 제공되는 계약, 운송계약, 부동산계약, 금융관련계약을 배제하여

야 한다. 또한 집단적 권리구제제도의 도입과 사업자의 인지 여부를 고

려하여 일부 경우 특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

다. (제6장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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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the Limits 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hoice of law 

in Cross-Border Contracts -

LI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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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ral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onsumer transactions from other 

general transactions. To name but a few, significant imbalance in terms 

of bargaining power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and the 

vulnerability of consumers are examples. Therefore, special protection 

for consumers is required to enforce justice.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this protection must be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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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ly in the context of substantive law, but also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Nowadays, many jurisdictions have introduced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governing law of consumer contracts in 

order to realize consumer protection at the leve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 has embraced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These special rules impos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governing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ich 

places certain restraints on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n this respect, the limitations and restraints placed on party 

autonomy should not understood to be a hard and fast rule, but 

requirements that evolve fluidly with the passage of time. Thu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in-depth review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special ru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stipulated in Article 27 (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 Act”).

  The paper is discussed as follows. Chapter 2 deals with the basic 

theory of restriction on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which establishes a theoretical basis for restriction of party 

autonomy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Then, a comparative legal review is conducted on 

the special rules of the governing law of international consumer 

contracts in Chapter 3. After that, Chapter 4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choice of law rules and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Subsequently, Chapter 5 discusses emerging factors 

identified in face of the moder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Finally, Chapter 6 reviews the above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history of PIL Ac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Article 27 (1) of the 

PIL Act, which involves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 325 -

law. Then, i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and based on the analysis, the author 

submits that current legislative provisions should be updated to account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Finally, after a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Regulations of the Consumer Contract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mendment, which will take effect on July 5, 2022, 

the author proposes a revised text to the "restrictions of party 

autonomy”provisions in the P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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