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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契約自由와 消費者保護
權 五 乘*

1)

Ⅰ. 市場經濟와 消費者保護

1. 市場經濟와 契約自由

우리나라의 法秩序는 市場經濟와 私的自治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市場經濟가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私的自治가 秩序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일정한 前提하에서 그리고 일정한 限界내

에서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市場經濟(market economy)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條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로, 각 경제주체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누

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각 경제주

체의 경제활동은 넓은 의미의 가격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가격은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은 균

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경제의 전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

활동에 개입하게 된다.1)

그리고 市場機構(market system)는 그것이 본래의 기능을 다한다고 하더라

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이른바 市場失敗라고 한다. 우선, 
각 개인은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사회가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철도, 도로, 수도, 항만 등과 같은 공공적 시설에는 적

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로, 개별기업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가격에 반 되지 않기 때문에, 공해문제를 적절히 해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權五乘, 經濟法, 法文社, 1999,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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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로, 시장기구는 소득을 능력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되

어,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넷째로, 시장기구

는 가격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는 반 하지만 미래의 요구는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인적․물적 자원을 현재 또는 미래의 요구에 

적절히 배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市場의 失敗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市場에 개입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을 규제하기도 한다.2)

한편, 私的自治(Privatautonomie)는 所有權의 自由, 契約의 自由 및 自己責任

의 原則 등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契約法의 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 것은 契約自由이다. 이것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이 원칙은 각 당사자에게 自己決定이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고,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침해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

하여는 그 效力을 부인하고,4) 다른 한편으로는 契約의 公正을 실현하기 위하
여 契約自由를 제한해 오고 있다.5)

2.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近代民法은 人間을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모든 인간은 自由롭고 平等하며 

그 입장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

은 그 거래관계의 유형이나 그 역할에 따라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지위에 서기

2) 위의 책, 34-35면 참조.
3) 이것이 법질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내지 가치이다.
4) 우리 민법은 자기결정의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意思無能力者라고 보고 그 법

률행위를 無效로 하고, 자기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의 행위 또는 
錯誤나 詐欺․强迫 등에 의하여 자기결정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取

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5) 이러한 강행규정들은 주로 약관규제법이나 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에서 발

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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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에 서기도 한다. 그리고 그 입장은 언제

든지 서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財貨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거

래를 할 경우에도, 그들은 대등한 당사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거래의 유형

에 따라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뿐이

지, 소비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혹시 그 토지의 가격이

나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거나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혹은 그 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

는 한, 그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 비하여 經濟的․社會的으로 월등

히 낮은 地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내용이나 거래방법 등에 관한 知識이

나 情報面에서 현저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거래관계

를 맺음에 있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업

자가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진국에서

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이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또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가격이

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등을 統制하기도 하고, 중요한 情報에 대하여는 사업자에

게 그 提供을 강제하거나 그러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契約을 撤回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3. 消費者保護의 두 가지 觀念

197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전개되어 온 消費者保護의 觀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自由主義的인 私法觀(liberale Zivil-

rechtsverständnis)6)을 기초로 하고 있는 市場補完的인 消費者保護觀(markt-

6) 자유주의적 사법관은 행위능력을 갖춘 모든 권리주체는 추상적, 형식적으로 평
등하며(Schünemann, in: FS Brander, S.279 ff., 285; Westermann, Gutachten, S.11.), 따
라서 그들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은 정당성이 추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Canaris, in: FS Lerche, S.874 ff., 884; Gilles, NJW 1986, S.1131 ff., 1133: K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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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lementärer Verbraucherschutzkonzept)이고, 다른 하나는 社會的인 私法觀

(soziale Zivilrechtsverständnis)7)을 기초로 하고 있는 市場矯正的인 消費者保護

觀 (marktkorrigierender Verbraucherschutzkonzept)이다.

(가) 市場補完的 消費者保護觀

市場補完的 消費者保護觀은 소비자가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성과를 즐기고, 책임을 지며,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이 이상으로 삼고 있

는 시민은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그 계약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분쟁가능성

을 포함한 청산상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를 그 흥정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적절히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인간은 예컨대 법적인 행위방식이나 거

래과정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또 사회적, 국가적인 전체구조 속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자율적인 규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시장상황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또 그의 선호와 
필요를 항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값으로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시장이 의미있게 조정된다고 하는 消費者主權의 명제가 여기에 부합된다. 소

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구매할 때에 그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에 의하여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통하여 
제조자에게도 신호를 보낸다. 그 결과, 제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경제에 결정

적인 자극을 준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생산과 가격형성이 주권자인 소비자

의 욕구를 지향하게 된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 經濟的 人間의 모델과 消費者主權의 승인은 

Verbraucherschutzinstrumente, S.34; Schünemann, in: FS Brandner, S.279 ff., 286)
7) 사회적 사법관은 자유주의적 사법관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주권이라는 

명제를 부정한다(Fuchs, AcP 196(1996), S.313 ff., 334; Hippel, Verbraucherschutz, 
S.37; Köck/Hart, ZRP 1991, S.61 ff., 63; Reich, NJW 1978, S.513 ff., 519; 
Reich/Micklitz, Verbraucherschutzrecht, Rdnr.3; Reich/Tonner/Wegner, Verbraucher, 
S.74; Schmidt, in: FS Ipsen, S.501 ff.,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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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능력 있는 인간의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전체법질서를 위하여 포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특성에 관하여 이상과 현실간에 괴리가 있

더라도, 그것이 경제질서 전체를 해치지 않는 한, 그 모델을 고수해야 한다. 

자유주의적인 사법관에 따를 경우, 소비자보호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

은 시장현상이나 계약의 결과에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

장경제와 사적자치의 범주 내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市場補完的인 措置). 시장행동에 대한 개입은 시장이 자율적인 규제

력을 상실하고, 소비자가 시장규율적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현재

의 법이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간격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들 자

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最後의 手段

(ultra ratio)으로서 인정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벗은 경쟁이기 때문에, 消

費者保護를 위한 最善의 手段은 소비자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供給者側의 競爭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시장에 공급된 다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들 중에서 그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資料인 消費者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다.

(나) 市場矯正的인 消費者保護觀

市場矯正的인 消費者保護觀은 순수한 시장보완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는 消費者主權이라는 명제를 부인한다. 소비자는 經濟的 人間

의 理想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합리

적이고 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민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인간상, 즉 다른 사람들과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법적 지식을 갖

추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현실

의 소비자는 예컨대 비합리적인 충동구매를 하고, 공급자의 마케팅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 있는, 경솔하고 주의력이 약한 존재들이다. 市場補完的인 消費

者保護觀은 시장에서 소비자를 정보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충분히 계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입장의 주된 오류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에 경제적으로 의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구되는 정보를 그 중요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

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전정보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사전정보의 탐색조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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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정형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오히려 예외이고, 대부분의 계약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다. 즉 실질적인 

동의는 없고 형식적인 동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소

비자를 하나의 계층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장행동 그 자체를 교환관계의 實質的인 

‘正當性’(Richtigkeit)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데에 있다. Raiser는 1958

년에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8) 즉 사법은 당사자들이 형식적으로 자유로

운 상태에서 합의한 것을 엄격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승인할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자유가 양측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자유에도 부합하는지, 또는 일방
당사자가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약을 지배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

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사법관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적 해석을 통한 가격통제, 약관의 통제를 통한 예방적 보호, 광고감독, 반

강제적 규범과 폭넓은 내용통제 등과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

(다) 消費者情報의 모델

자유주의적 사법관과 사회적인 사법관간의 고전적인 토론에서는 消費者情報

(consumer information)가 자유주의적 견해가 선호하는 시장보완적인 消費者保

護의 手段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게 가장 유리한 決定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과 수

요에 관한 시장행동을 의미있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중시하는 소비자정보모델(consumer information model)은 결국 자유주의

적 사법관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견해에 의해서도 소비자

정보는 消費者保護의 手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消費者觀

이 자유주의적인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 效用性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特別法의 制定을 강조하고 있다.

8) Raiser, JZ 1958, S.1 f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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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消費者契約의 公正化를 위한 法的 規律

여기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契約을 “消費者契約”이라고 정의하고, 현행법

상 이러한 消費者契約의 公正化를 실현하기 위한 法的規律(이하 “消費者契約

法”이라 한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

비자계약도 契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民法總則의 法律行爲나 債權法各則 

중 契約法에 관한 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不公正한 
內容의 소비자계약은 민법총칙이나 채권법에 의하여 無效로 될 수도 있고, 債

權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의무나 책임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소비자계약이 約款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約款規制에관한法律(이하 “約款

規制法”이라 한다)9)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로, 소비자계약이 할부판매나 방문

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割賦去來에관한法律(이하 “割賦去來法”이라 한다),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이하 
“訪問販賣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끝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獨占規制法”이라 한다)상 사업자의 요건

을 갖추고, 그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1. 民法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保護

민법규정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주로 判例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私的自治의 限界를 설정

하고 있는 民法總則의 規定들, 예컨대 제2조(信義誠實의 原則), 제103조(反社會

秩序의 法律行爲)나 제104조(不公正한 法律行爲), 또는 제110조(詐欺,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解釋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不公正한 契約의 效力을 

否認(無效, 取消 또는 解止, 解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賣渡人이나 賃貸

人, 消費貸主 등의 責任을 규정하고 있는 債權法 各則規定의 解釋을 통하여 
事業者의 責任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 民法의 規定이나 解釋學에는 소비자보호의 관념이 제대로 반 되어 있지 

9) 이 법은 1986년 말에 제정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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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이를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법규정

의 해석을 통한 소비자보호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

고 우리나라에는 債權法 各則 規定의 解釋을 통하여 事業者의 責任을 강화한 

例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民法總則 規定의 解釋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不公正한 契約의 效力을 否認한 몇 가지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1) 繼續的 保證契約의 解止

우선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甲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

가 경 하는 병원에 입원하 는데, 그 당시 피고는 그 상해가 피고의 형의 폭

행으로 인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장래의 치료비에 대하여 보증을 하 으나, 
그 후에 그 상해가 순전히 갑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어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서, 대법원은 보증인이 그 보증을 해지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착오가 없었으면 그 보증을 할 아무런 까

닭이 없는 본건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해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10) 또 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회사의 계속적 外上去來로 인한 물품
대금채무를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 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

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

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

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

의 발생에 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1)

그리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회원의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카드회원이 1차 월간 카드 구입

10)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 2298 판결, 대법원판결집 26-1, 237면 참조.
1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 1381 판결, 대법원판결집 38-1, 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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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한 후 그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거래정지를 당하

는데, 카드회사(원고은행)는 약 9개월 후에 그 카드사용금액이 지급되자 다시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여 그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 으나, 그 후 약 3개월 동안 카드회원이 카드이용거래를 행하여 결국 

약 5천 5백만 원의 대금이 미지급되기에 이르자 원고은행이 그 보증인에게 카

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은행은 카드회원과의 카
드이용계약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그 거래

정지 사실조차도 알리지 아니 하 다고 보고,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들이 연

대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

용한도액 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

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

한 바 있다.12)

(2) 詐欺․强迫에 의한 法律行爲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不利한 내용의 契約이 사업자의 詐欺․强迫을 

이유로 取消된 예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詐欺에 의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
면 欺罔行爲가 있어야 하며, 欺罔行爲는 통상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

하거나 날조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포함하는데, 우

리나라의 통설은 詐欺에 의한 法律行爲의 성립요건으로서 적극적인 欺罔行爲

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3)

그런데 독일에서는 적극적인 欺罔行爲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沈黙을 통한 

詐欺의 경우에도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BGB 123조)를 인정하여 그 의
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4) 즉, 賣買契約에 있어서 판례는 계약당사자

가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정에 대하여 스스로 그 

상대방에게 개괄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계약을 체결하는 자

1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 8252 판결, 법원공보 864, 136면 참조.
13) 대법원 판례는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대형백화점의 변칙

세일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사

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경우이므로, 위
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 52665 판결).

14) Kramer, MünchKomm, §123 Rdn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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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5) 다만 그 

事情이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重要하고 따라서 그의 

決定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重要한 事情(wesentliche Umstände)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념상 그 通知를 기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說明義務

(Aufklärungspflicht)가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6) 예컨대 中古車의 매매에 

있어서 그 자동차에 事故가 있었다는 사실은 重要한 事情으로서, 매도인은 비
록 매수인이 물어 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17) 그

러나 그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19)

2. 約款規制法에 의한 消費者保護

소비자계약이 約款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不公正한 內容의 約款을 규제

하기 위하여 제정된 約款規制法에 의한 내용통제를 받게 된다. 동 법에 의한 

約款의 內容統制는 編入統制, 解釋統制 및 效力統制로 나누어진다.20)

(1) 約款의 編入統制

約款은 그 자체로서는 장차 체결될 契約의 ‘草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게 約款의 明示․交付 및 說明義務를 

부여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明示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

에는 당해 약관의 寫本을 고객에게 交付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법 3

조 1항),21)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重要한 內容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說明

15) BGH LM Nr. 69 = NJW 1989, S.763, 764.
16) BGH WM 1976, S.401, 402.
17) BGH LM Nr. 10; BGH LM Nr. 35 = NJW 1967, S.1222f.; BGH LM §463 

Nr.42 =NJW 1982, 1386f. 중고자동차의 판매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Strutz, NJW 1968, 436f. 참조.

18) BGH NJW-RR 1987, 436, 437.
19) Kramer, aaO., RDnr. 17.
20) 權五乘, 韓國에 있어서 消費者保護를 위한 法과 政策, 서울대 法學 제40권 4호

(통권 113호), 2000. 2, 2면 이하 참조. 
21)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관, 예컨대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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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법 3조 2항).22) 따라서 사업자가 만약 明示․交付 및 說明義

務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主張할 수 

없다(법 3조 3항). 이것은 그 약관이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

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독일 약관규제법은 우리 법과 태도를 달리하고 있

다. 즉 독일 약관규제법은 사용자(사업자)가 계약의 체결 시에 그 약관을 상대

방에게 明示․說明하고, 그 상대방이 그 效力에 同意한 경우에만 계약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하고 있다(동법 2조). 한편 독일 保險契約法(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자가 청약시에 보험계약자에

게 보험약관을 交付하지 않거나 保險監督法 제 10조a에 따른 消費者情報를 提

供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그 자체를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서, 보험약관 및 기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소비자정보를 제공받은 후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서면으로 撤回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은 제공받은 서류를 기초로 하여 체결된 것으

로 된다(동법 5조a 1항 1문).23)

한편,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그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와 별도로 다른 내용의 個
別約定을 체결하게 되면, 당해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게 된다(동법 4조).

(2) 約款의 解釋統制

約款이 계약에 편입되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法律行爲의 解釋
原則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약관은 一般契約과는 달리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合意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다른 특수한 解釋原則이 적용된다.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3조 1항 단서,  2조 1항).
22) 다만 약관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3조 

2항 단서).
23) 보험계약법 제 5조a는 1994년 7월 21일 ‘유럽공동체의 보험법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한 세 번째의 법률’(Drittes Durchführungsgesetz/EWG zum VAG) 제2조에 의
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이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감독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보
험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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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관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公正하게 解釋되어야 한다(법 5조 1항 

전문).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事業者의 利益뿐만 아니라, 顧客의 正當한 

利益과 合理的인 期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顧客에 대하여 統一的으로 解釋되

어야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법 5조 1항 후문). 또한 약

관은 경제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에 있어서 優越的인 地位에 있는 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에 불명확한 것이 있으면 그 위

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약관의 뜻이 明白하지 않은 

경우에는 顧客에게 有利하게 解釋되어야 한다(법 5조 2항). 끝으로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事業者의 責任을 排除․制限하거나 顧客의 權利를 制限하는 약관

조항은 嚴格하게 解釋하여야 한다.24)

(3) 約款의 效力統制

약관의 效力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대법원이 이른바 

例文解釋25)을 통하여 불공정한 約款의 拘束力을 부인해 왔다.26) 이러한 태도

는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뒤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오다가, 1994년부터는 
약관규제법상의 일반원칙인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불공정한 約款의 效力을 

부인하고 있다.27)28)

가) 例文解釋을 통한 約款의 效力統制

대법원이 이른바 例文解釋을 통하여 約款의 拘束力을 부인한 대표적인 判例

24) 이 원칙은 약관규제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되
고 있는 약관에 관한 해석원칙의 하나이다.

25) 例文解釋의 問題點에 대하여는 拙稿, ‘이른바 例文解釋의 問題點’, 民事判例硏究
XV, 博英社, 1993, 1면 이하 참조.

26) 대법원 1979. 11. 29 선고, 79다 1141 판결, 법원공보 625, 23면;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 2159 판결, 법원공보 734, 29면;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 다
카 1152 판결, 법원공보 791, 18면;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 1046 판결, 법원
공보 804, 26면;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 789 판결, 법원공보 802, 13면; 대법
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법원공보 904, 2228면 참조.

2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 30082 판결, 법원공보 1994, 1641면 참조.
28)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후에도, 대법원은 상당기간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을 부인

하기 위하여 동 법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민법의 일반조항을 원용하는 태도를 견지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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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不動産의 賣買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특정

물을 현상대로 매매하려고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서에 ‘면적이나 대금

총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가격으로 재청산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不動文字로 인쇄된 例文에 지나지 않는다.29) 둘째로, 根抵當

의 設定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사용한 계약서에는 채권자인 소외 은행의 채무

자에 대한 어음대출, 어음할인, 當座貸越, 증서대출, 유가증권대여, 지급보증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위 소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

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는 기재는 不動文字로 인쇄된 例文에 불과하다.30) 

셋째로, 根保證契約에 있어서 비록 계약서의 문언에는 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위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保證을 하게 된 動機와 目的, 被保證債務의 內容, 去來의 慣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과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保證責任의 範圍

를 일정한 範圍의 去來로 制限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31)

한편, 대법원은 1994년에 韓國土地開發公社의 分讓申請金 沒取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당첨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供給價額의 10%에 상당하는 분양신청금을 一方的으로 공사에 
歸屬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인 당첨자에 대하여 不當하게 過重한 損害賠償義

務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信義誠實의 原則에 반하여 公正을 잃은 約款條項

이므로 無效라고 판시하 다.32)

나) 約款規制法에 의한 約款의 效力統制

約款規制法은 약관이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여33) 公正을 잃은 경우에는 無

29) 대법원 1979. 11. 29 선고, 79다 1141 판결, 법원공보 625, 23면.
30)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 2159 판결, 법원공보 734, 29면;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 다카 1152 판결, 법원공보 791, 18면;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 1046 판결, 법원공보 804, 26면.

3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 789 판결, 법원공보 802, 13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법원공보 904, 2228면 참조.

3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 30082 판결, 법원공보 1994, 1641면 참조.
33) 일반 법률행위는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

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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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6조 1항).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내용이 추상

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

라서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 고객에 대하여 不當하

게 不利하거나,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豫想하기 

어려운 條項, 또는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인 權利를 制限하는 조항은 公正을 잃은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법 6조 
2항). 그리고 면책조항,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인 無效事由를 열거하고 있다(법 7조 내지 14조).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效力統制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事業者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법 17조의 2),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법 32조). 
한편, 독일에서는 최근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無效인 約款을 사용하거나 법적 거래를 위하여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소비자보

호단체, 사업자단체 및 상공회의소 등의 단체가 留止請求權(Unterlassungsklage)

과 (추천의 경우에는) 撤回權(Widerruf)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13

조 1항), 보다 넓게 消費者保護를 위한 規定(소비자보호법)34)에 違反한 者에 대

하여도 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22조 1항).

3. 特殊한 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

消費者契約이 할부판매ㆍ방문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35)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去來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割賦去來法, 訪問販賣法 등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판매에 대한 법적규제는 事業者의 市

場進入과 事業活動에 대한 行政的 規制, 소비자의 衝動購買를 防止하기 위한 

撤回權의 認定 및 去來의 强要行爲 禁止 등으로 나누어진다.

34) 여기서 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은 방문판매법, 소비자신용업, 住居一時使用法(das 
Teilzeit-Wohnrechtegesetz), 통신판매법, 방송강의보호법 등을 가리킨다(동법 22조 2항).

35) 전자상거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일종으로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拙稿, 韓國에 있어서 電子商去來와 消費者保護, 競爭法硏究 제 
7권 10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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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業者의 市場進入과 事業活動에 대한 行政的 規制

가) 事業者의 申告․登錄 등

방문판매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申告해

야 하는데(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登錄), 이러한 申告나 登錄을 할 때에는 
商號․住所 및 電話番號(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를 포함)를 기재한 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방문판매법 4조, 17조, 28조).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

매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

며(동법 61조), 등록을 하지 않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2억
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동법 58조).36)

나) 消費者情報의 提供

割賦去來의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割賦契約의 內容

을 理解할 수 있도록, ①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 現金價格, ③ 割賦價格, 

④ 각 割賦金의 金額, 支給回數 및 時期, ⑤ 割賦手數料의 實際 年間料率, ⑥ 
契約金 등 계약에 관한 重要한 內容을 表示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告知하여야 

하며(할부거래법 3조), 할부계약은 전술한 계약의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매도인

과 매수인의 人的 事項, 목적물의 소유권유보, 매수인의 철회권과 그 행사방법 

등을 기재한 書面으로 체결해야 한다(동법 4조). 그런데 계약에 관한 重要한 

內容을 表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表示를 한 자 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虛僞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법 14조).

그리고 방문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

자에게 자신의 姓名 또는 名稱과 판매하는 商品의 種類 또는 提供하는 用役의 

內容을 미리 밝혀야 하며(방문판매법 7조),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계

36)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
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요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58조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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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판매업자의 人的事項과 ① 상품의 종류 또

는 용역의 내용, ② 상품의 販賣價格 또는 用役의 代價, ③ 상품대금 또는 용

역대가의 支給時期 및 方法, ④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⑤ 請

約의 撤回와 그 行使에 관한 事項 등37)을 기재한 書面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

이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8조, 33조).38) 그런데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자 또는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방문판매업

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동법 15조),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61조).

(2) 撤回權의 賦與

할부거래와 방문판매, 통신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撤

回權이 인정된다. 할부거래의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할부

거래법 5조 1항), 방문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0일 이내(방문판매

법 10조), 통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20일 
이내(동법 21조, 35조)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러한 철회권은 오로지 衝動的인 購買決定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39)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이다.

(3) 去來의 强要行爲 禁止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에 관하여 매도인의 契約解除(법 8조), 損害賠償請求金

額의 制限(법 9조),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법 10조), 항변권(법 12조) 등에 관

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片面的 强行規定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의 계약의 내용 중에서 이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법 13조).

37)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다(법 33조 1항 7호).

38) 다만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광고에 이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18조).

39) 權五乘, 消費者保護法 제3판, 法文社, 2001, 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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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문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는 위력, 허위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방문판매법 14조, 45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

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동법 25조).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동법 15조, 26조, 

46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동법 46조). 또 형

사적 제재도 가해진다(동법 59조, 60조, 61조).

4. 獨占規制法에 의한 規制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독점규제법상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그 행위는 동 법 제23조에 의하여 금지된다. 그런데 이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不公正去來行爲의 中

止, 契約條項의 削除,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고(법 24조), 課徵金을 부과할 수도 있다(법 24조의 2). 그리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67조).

Ⅲ. 消費者契約法에 대한 評價와 提言

1. 消費者契約法에 대한 評價

이상에서 消費者契約의 公正化를 실현하기 위한 消費者契約法의 주요 內容

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은 하나의 통일적인 法秩序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 約款의 使用 與否 또는 去來의 方法이

나 販賣의 方式에 따라 서로 다른 規制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規制의 
內容이나 節次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規制의 내용상 不均衡이 발생하기도 하

고 規制의 節次에 혼선이 생기기도 하며, 심지어는 規制의 空白이 생기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消費者契約의 公正化를 실현하기 위한 消費者

契約法의 實效性을 저해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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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消費者契約 一般에 대하여 民法의 規定을 적용하여 

그 不公正性을 문제삼은 예는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에, 約款에 의한 거래나 

特殊한 형태의 販賣에 대한 規制는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後者의 規制는 민법의 규정과 그 理念的 基礎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規制機關이나 規律方式이 사법상의 규제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서
로 統合 내지 補完되지 못하고 각각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둘째로, 약관규제법이나 특수판매법은 주로 사회적인 사법관에 기초한 市場

矯正的 消費者保護觀에 입각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과 계약내용

의 서면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 거래강요행위의 금지 등 사업활동이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은 전체법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민사특별
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을 중심으로 한 私法秩序에 統合되

지 못하고 마치 행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의 수단처럼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행정부, 특히 재정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적극적인데 반하여, 법원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의 의식 속

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또는 사회관련법을 경제 또는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취

급하는 정부의 태도와 이에 기초한 행정적 규제 중심의 입법태도에 있다는 것

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약관규제법과 특수판매법 및 독점규제법은 그 規制의 實效性을 확

보하기 위하여, 동 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

업자(약관규제법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事業者)에 대하여 是正命令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법 17조의 2), 또 過怠料나 課徵金의 부과 등과 같은 行
政的 規制 또는 징역이나 형벌 등과 같은 刑事的 制裁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規制는 대체로 사업자의 경제활동이나 거래의 자유를 제

한하는 强制的 規制에 해당되기 때문에, 政府規制의 緩和라고 하는 시대적 요

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抵抗이나 批判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소

비자들에게는 스스로 상품이나 용역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통한 합리적

인 구매결정이나 사업자들의 시장활동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주권자로서의 지

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촉구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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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익을 지키려는 유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방법

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계약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계약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넷째로,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은 매도인의 인적 사항이나 계약의 중요

한 사항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게 하거나, 계약서 또는 광고에 포함시키
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 동 법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업정지나 과태료 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

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철회권은 충

동구매를 방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조력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消費者契約法에 대한 提言

우리나라에서 消費者契約法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 規制의 內容上의 不均衡이나 節次上의 混線을 막는 동시에 規制의 

空白을 메워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계약을 규제하는 

제반 법률상의 規定들을 재정비하여 하나의 통일된 法秩序를 형성해 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民法을 중심으로 한 私法秩序에 편입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消費者契約 一般에 적용되는 民法規定과 약관에 의한 거래에 적용되
는 約款規制法 및 특수판매에 적용되는 特殊販賣法 등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乖離와 不均衡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한편으로는 소비자계약은 계

약자유의 전제인 거래주체의 독립성과 대등성 및 입장의 호환성이 상실된 상

태에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일반조항 적용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약관규제법이

나 특수판매법상의 규제 중에서 그 내용이, 예컨대 사업자의 시장진입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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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을 제한하는 시장교정적인 소비자보호관에 입각한 규제는 가능한 한 폐

지 내지 축소하고, 그 대신에 시장보완적인 소비자보호관에 입각하여 소비자

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촉구하는 것은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가장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는 행정적, 형사적 규제는 가능한 한 

폐지 또는 완화하고, 이를 사법적 규제로 대체 내지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約款規制法이나 特殊販賣法 또는 獨占規制法上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그 성질상 사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民事特別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제의 내용 중에서 판매업자의 신고나 등록,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등과 같은 行政的 規制와 징역이나 벌금

과 같은 刑事的 制裁 등 민사특별법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한 

한 과감히 폐지 내지 축소하고, 그 대신에 司法的 規制를 위한 기준이나 절차
를 더욱 보강하여, 이러한 규제가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私法秩序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계약을 規制하는 機關이나 節次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에서 法院에 의한 司法的 規制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지, 계약서나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한 제한도 그 내용을 소비자선택에 필수적인 重要情報로 제한할 필

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반자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그 계약에 대한 청약을 

撤回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00년 6월에 개정된 獨逸民法에 消費者40)의 개념을 

규정한 것과 消費者계약에 있어서 撤回權(Widerrufsrecht)과 返還權(Rück-

gaberecht)41)을 도입한 것, 그리고 2000년 9월에 발표된 독일 “債權法改正

法”(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의 討論用草案에서 消費者保護에 관한 

40) 독일민법 제13조는 소비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Verbraucher 
ist jede natürliche Person, die eine Rechtsgeschäft zu einem Zweck abschließt, der 
weder ihre gewerblichen noch ihrer selbständigen beruflichen Tätigkeit zugerechnet 
werden kann.

41) 撤回權은 민법 제361조a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1문에서는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 규정에 의한 撤回權이 부여된 경우에, 그가 소정의 기간 내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그 意思表示에 더 이상 拘束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철회권은 계약체결 시에 그 계약의 판매안내서
에 무제한적인 返還權(Rückgaberecht)을 부여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다(민법 361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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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法들을 모두 民法典에 통합시키자고 제안한 것42)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42) 梁彰洙,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서울대 法學 제41권 4호(2001.2), 92면이
하, 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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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Freedom of Contract and Consumer Protection

Kwon, Ohseung*

43)

The freedom of contract is the main principle of civil law in Korea as 

well. But various exceptions have been made not only by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clauses in current civil law, but also by the legislations of special 
contract laws for consumer protection: such as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Door to Door Sale, etc. Act, and so 

on. These special laws adopted not only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contract, 

but als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activities of sellers in various ways. 

The main methods to protect consumer in special laws are divided in two 

ways. One is to restrict the freedom of contract on seller's side and the other 
is to provide buyer more informations about the contract. Although most 

developed countries prefer the latter in this century, Korea still insists the 

former way. As a result, the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are also 

confronted by the stream of deregulation. 

Therefore the author has strongly criticised the methods of consumer 

protection in current laws and recommend to adopt the latter and to replace 
gradually the former by the latter. And then the consumer protection laws can 

be more easily incorporated in civil law system. 

* Professor of Antitrust Law and Economic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