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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日本에 있어서 消費者契約에 대한 法的 規律의 展開
安永 正昭*

 著
任 相 爀**

 譯
1)

머리말

일본에서는 작년(2000) 5월에 이른바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중요한 입법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消費者契約法’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金融商品の販賣等に關する法律]이다. 둘 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일반에 관하여, 소비자의 誤
認, 困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약의 취소,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계약조항의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특별규정이다. 후자는 금

융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꾀할 목적으로(‘소비자’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넓게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고객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지우

며, 설명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민법의 특례로서 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이 입법되기에 이른 경위, 배경, 법률내용 소개 및 그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Ⅰ. 문제의 소재

(1) 현대 소비자계약의 의의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대체로 사업자

* 코오베(神戶)대학 교수
** 이화여대, 홍익대 강사, 法學博士



任 相 爀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 47∼7048

와의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식료품, 의료품 따위의 생활필수품 취득, 전

자제품, 자동차 등 동산 매입, 주택, 아파트의 구입 등 부동산 거래, 나아가 각

종 서비스의 급부 ―예를 들면 보험, 은행, 증권 따위의 금융서비스, 의료, 운

송, 부동산 임차, 건축 도급 등의 급부― 를 받는 것, 이들 모두 계약에 의존

한다.

그리고 근년에는 경제의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내용이 다양화, 복잡화하며, 그와 더불어 계약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

지고, 또한 계약 내용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각종 금융서비스가 그 전형적

인 예인데, 그밖에도 패키지 여행계약, 물건이나 서비스의 급부와 신용제공이 

불가분한 일체로 되는 복합적 거래 등, 다양화, 복잡화의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편리한 면이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서비스 급부에 있어서는 급부된 서비스의 내용 그 자체가 계약조항에 의하여 

결정되어, 소비자로서는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계약체결 형태에 대해서도 대면, 통신에 의존하는 종래의 방법

에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전자상거

래)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급속히 보급되어 새로운 법률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

(2) 소비자계약의 구조적 문제

위에서 밝혔듯이 소비자계약이 다양화, 복잡화하는 것도 있고, 정보를 얻는 

능력, 그것을 분석․판단하는 능력, 교섭력 등에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격차가 크고 해서, 소비자계약에서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

특히 다음의 두 경우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계약체결과정에서, 둘째, 
계약내용 면에서이다.

첫째,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곧, 소비자

가 지식․정보의 격차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질, 또는 이들의 가격,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어버린다. 혹은 자

기로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

기치도 않게 계약을 맺어버리는 일이 있다(방문판매형태가 전형적인 예).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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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 나쁜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정보․판단력의 격차를 이용하여 사기․강박

적인 방법으로 물건, 서비스를 팔아버리는 경우조차 있다(催眠商術 등의 특수

판매형태가 그 예).

둘째, 계약내용의 적정성이란 측면인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은 그 대

부분이 사업자 측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준비한 가격, 계약의 부수적 조건에 

따라 체결된다(대개 ‘보통계약약관’[이하 ‘약관’이라 부른다]에 따른다). 소비자 
쪽에서는 교섭의 여지, 계약조건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

문에, 면책조항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사업자 쪽에 유리하고 소비자 

쪽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일이 적지 않다.

(3) 법적 대응의 필요성

사업자․소비자 사이의 정보, 판단력, 교섭력 등의 격차 때문에 소비자계약

의 체결과정이나 그 계약내용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

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자계

약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개관한다.

Ⅱ.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법적 대응

(1) 총론

이제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여러 규정을 활용하고(판례), 또 거래 형태에 대응
하여 제정된 개별 사업법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처하여 왔다. 개별 사업법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割賦販賣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に關する

法律](6월 1일부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을 들 수 있었

는데, 그밖에도 ‘宅地․建物去來業法’[宅地建物取引業法], ‘證券去來法’[證券取引

法], ‘獨占禁止法’ 등 많은 사업법들이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와 관계가 있다. 다

음에선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와 계약내용 면에서의 적정화로 나누어 개관한다.

(2)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적정화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법적인 대응으로서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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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의한 것 및 일반적으로 민법 차원에서의 ‘의사표시․법률행위 제도’

에 의한 것(의사표시의 취소) 및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제도에 의한 것(손해배

상)을 들 수 있다.

(a) 개별 사업법에 의한 규제

예를 들면, 할부판매업자에 대하여 할부판매조건의 표시의무를 부과(할부판

매법 3조), 방문판매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不實告知, 威迫․困惑행위의 

금지(방문판매법 5조의2), 방문판매형태에서 판매행위에 대한 쿨링 오프 권리

의 부여(할부판매법 4조의3, 방문판매법 6조), 택지․건물거래업자에 대한 과

대광고(택지․건물거래업법 32조) 등의 금지, 혹은 중요사항의 설명의무(택
지․건물거래업법 35조) 따위와 같은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어느 것이든 규제

는 유효하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쿨링 오프 권리는 원래, 예기

치 않게 체결된 일정한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것을 넘어 (방문판매형태에 국한되지만) 계약체결과정에 문제 있는 사안에 대

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소비자를 간단한 절차로 해방시킬 수 있는 법적 수

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법에 의한 규제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그 법들의 

규정은 민사법적 규정이 아니라서(위에서 쿨링 오프권은 예외이다), 위반의 경

우에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효과가 생기는 데 그치며, 규제의 위반이 있

는 경우에도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왔다. 

그리고 둘째, 모든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개별사업법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된다.
유사한 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 등에 

터잡아, 소비자계약 일반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

가 행해진 바가 있다(토오쿄오, 코오베 등). 하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는 

사업자의 指導, 성명의 공표 따위이며, 이것도 민사법 규정이 아니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에게는 충분한 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다.

(b) 민법에 의한 대응

1) 의사표시․법률행위 제도

계약체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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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태 등에 대하여 민법은 첫째, 의사표시에 관계된 詐欺․强迫의 취소(민

법 96조), 錯誤無效의 규정(민법 95조)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학설 가운데 일부는 더욱 쉽게 그 적용을 인정하

여 소비자 보호를 꾀해야 한다는 해석제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강박도 같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중의 고의’(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 ② 착오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의)가 필요

하여, 소송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에 대개 그것은 의사결정과정의 착오, 곧, 동기의 착오이고, 판례에 

따르면 이 동기가 의사표시자(소비자)에 의해 표시되어 계약의 요소로 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그 증명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재판에서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구제되었다는 사

례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면, 고령자가 사기적인 상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게 되는 것처럼 매우 자주 듣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

로, 오히려 쿨링 오프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구제를 꾀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로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른바 culpa in contora-

hendo 법리) 내지 불법행위제도에 기한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이다(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자가 다루어진다). 판례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소비

자에 대하여 투자 리스크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

배상의 청구를 인정한 것이 있다. 상품의 선물거래, 아파트의 매매, 임팩트 론
(외화표시 금전의 貸付로 외환거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사례 등에서 그런 재판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후 일본 경제가 큰 불황을 

맞이한 뒤에는 생명보험회사의 ‘變額保險’ 또는 증권회사의 워런트(新株引受權

付社債[워런트債]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으로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의 전형) 등의 금융상품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것이 있다. ‘변액보험’

을 예로 들면,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을 보험회사의 다른 자본과 분리
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해약반환금의 액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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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변동에 좌우되는, 말하자면, 주가의 상승에 따라 크게 자산을 늘릴 수 있

는 반면 주가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고객이 부담한다는 상품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된 계약자가, 보험

회사의 외판원에 의한 리스크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追及하는 소송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은행이 보험료 지불 자금을 대

부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은행의 책임도 합해져서 추급된다). 예를 들면, 最判 
1996년 10월 28일 金法1469호 49면에서도, ‘모집인은 고객에 대하여 변액보험

에 대한 오해로부터 초래할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이 정액보

험과 뚜렷이 성격을 달리하고, 고수익성을 추구하여 위험성 높은 운용을 하는 

것이며, 또한 보험계약자가 그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이 작

용하는 것을 설명해야할 법적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고 있으며, 본건은 보험

외판원의 설명의무 위반 및 ｢단정적 판단의 제공｣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례는, 한편으로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된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이란 형태로 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인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다만 어떠한 관계에서 정보제공 의무가 있

는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마다 그 정보가 당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있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는 점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반드시 높지만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재판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소비자 승소

의 예가 있지만, 아직 패소 사례 쪽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3) 계약내용의 적정화

소비자계약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이 

문제는 주로 약관 조항의 적정화라는 형태로 의논되어 왔다.
약관의 이용은 한편으로 대량 거래를 동일조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또는 법규정이 불충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그 작성이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측면이 지적된다. 곧, 사업자가 계약상의 위험,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게 전가하고(예를 들면, 자신의 의무를 감면하고[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의 

감면 따위], 상대방인 소비자의 권리를 감소시키며[해약권의 박탈, 제한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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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를 특별히 확보한다[고액의 해약료,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등]), 

종종 그것이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이 소비자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식․정보 또는 교섭력의 격차로 말미암아(또는 약관의 균

일적 적용이라는 요청도 있어), 수정되지 않은 채 계약에 끌려 들어간다. 과제

는 이 마이너스 측면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떼어낼 것이며, 그 법적인 방책

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에 있다.

(a) 개별사업법에 의한 규제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당해 사업을 전개함에 대하여 약관 작성

을 의무 지우고, 그 작성변경에 대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사항, 신청사항으로 
하는 것이다. 각종 보험약관, 운송약관 등이 이 예이다. 인가 등을 할 때 소관 

행정청의 감독, 지도가 이루어져, 그 약관 조항의 적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구

조이다. 이 중에는 이른바 표준약관제도도 포함되며, 표준약관과 동일한 약관 

내용이라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운송법 11조 3항, 여행업법 12

조의3 등). 무엇보다도 인가를 받으면 약관은 私法적인 효력에 있어서도 문제

가 없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의한 사후적 무효판단 해석에 따른 수정
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행정청 통제와 결합한 개별사업법에 규제는 일본에

서 이제까지 상당한 효과를 올린 통제방법이다.

두 번째는 개별 사업법 가운데 일정한 특약에 대하여 민사법적으로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쿨링 오프 권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할부판매법 

4조의3 7항, 방문판매법 6조 8항),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고객에 불이익이 되

는 특약은 무효(할부판매법 5조 2항), 계약 해제 등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을 정하여 법이 규정하는 제한액을 넘어서는 것은 무효(할부판매법 6

조, 방문판매법 7조) 따위이며, 이런 종류의 규정은 다른 데서도 상당수 존재

한다.

(b) 민법의 규정에 의한 규제

약관 규정은 민법 90조 公序良俗 규정에 기한 무효 판단 또는 민법 1조 2

항의 신의칙에 의한 약관 적용 주장의 제한 내지 계약의 수정적 해석이라는 

수법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다. 무효 판단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승객의 死傷사고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100만 엔으로 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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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약관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고(오오사카[大阪]地判 1967년 6

월 12일 判例時報 484호 21면, 같은 취지로 토오쿄오高判 1989년 5월 9일 判

例時報 1309호 28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타카마쯔[高松]高裁 1987년 10월 13일 判時 1275호 124면). 

또한 신의칙에 의한 약관 적용 제한의 예, 수정적 해석의 예로서, 最判 1987

년 2월 20일 民集 41권 1호 159면은, 자가용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에서, 대
인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통지를 받지 않고 사고 

발생 60일이 경과한 때는 보험자는 손해를 일체 전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

책규정을 둔 사안에 대하여, 사고통지의무를 지우는 취지․목적의 이해에 있

어서 및 이 조항이 바로 배제하고 있는 손해발생통지의무에 관한 商法 658조

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기간 안에 사고통지를 받지 않았음으로 말미

암아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에서’ 감축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민법의 일반조항, 특히 민법 90조의 무효를 적용한 

약관 통제에서는 꼭 적극적이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90조에 대한 최근의 연

구는 去來公序에 반하는 계약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만, 법원은 90조의 문언과 90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고려하여 무효의 

판단기준을 아직 상당히 엄격하게 잡고 있으며, ‘뚜렷한 부정의․부도덕’에 해
당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한 좀처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었

다(山本敬三, 뒤의 NBL 논문, 21면). 그런 의미에서 법원에 의한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특별규정의 제정이 기대되는 상황에 있었다.

Ⅲ. 消費者契約法의 성립과 그 내용

1. 들어가며

(1) 기본적 사고방식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에서는 정보, 교섭력이라는 점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은 채 계약 체결이 행해지며, 계약체

결과정을 둘러싼 트러블, 계약내용에 관계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 소비자 문제는 목적물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처음 주목되었지만, 오늘날
에서는 오히려 이 계약의 문제로 중점이 옮겨오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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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본에 있어 소비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적 규율

의 현상은 앞서 말한 대로이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곧, 첫째, 개별사업법

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고, 그것은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유

효한 것인데, 다만 그것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행정처분, 벌칙 등의 

제재)라는 수법에 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직접 계약의 효력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며(다만 사업법 중에 소비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특약

을 무효로 만드는 민사실체법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별사업법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는 당해 사업에 한정되어, 소비자계약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민법상의 여러 제도, 예를 들면, 

의사표시․법률행위 제도 또는 공서양속, 신의칙 등의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식, 정보, 교섭력 등에서 격
차가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랫동안 소비자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민사특별법의 제정

을 바라는 의견이 강했다.

또한 이 입법에 대한 한층 더 큰 배경․사정으로서 근래 규제완화의 흐름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사업법에 터 잡은 행정의 사전규제로부터 시장에서
의 자유경쟁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것을 위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계약법도 그 일환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규

제완화 시대에 어울리는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만들기’라는 자리매김). 

말하자면, 이러한 소비자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공정하고 예견가능성 높은 민

사법상의 규정을 만듦으로써 소비자계약을 한 이가 사후적으로 재판의 장에서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비로소 

규제완화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소비자계약법의 성립

이상의 경위에서 經濟企劃廳의 國民生活審議會를 중심으로 몇 년에 걸쳐 검

토한 바, 2000년 5월에 소비자계약법이 성립하기에 이르 다(시행은 2001년 4

월 1일). 이 법의 자리매김으로는, 민법, 상법이라는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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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민사특별법이고, 다른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할

부판매법 따위의 개별사업법 중의 민사실체법규정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소

비자계약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에 서 있게 된다(입법 담당자에 의한 해설이 

공간되어 있다. 經企廳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第一課 編, 逐條解說消費者契約

法 [商事法務硏究會 2000년 12월]. 이하 逐條解說 로 인용. 특히 이 책의 226

면 이하에 조문이 역되어 실려 있다).
소비자계약법 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은 소비자계약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질과 양 아울러 교섭력의 격차에 주목’하여, 첫째 ‘사업자의 일

정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또는 곤혹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함’과 동시에, 둘째, ‘사업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밖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게 

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보를 무효로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꾀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입법자의 의도로서는 첫째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사기, 강박의 요건의 완화 

및 추상적인 요건의 구체화․객관화를 꾀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

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의 이탈을 쉽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가볍게 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며, 둘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이

익을 부당히 해치는 계약 조항에 대해 무효로 해야하는 조항을 민법보다도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조항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고 있

다’고 한다( 逐條解說 , 12면).

(3) 입법경위 등

그러나 입법에 이르는 경위에서는, 국민생활심의회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당

초의 제안(특히 뒤의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 中間報告 ｢消費者契約法

(가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消費者契約法(假稱)の具體的內容について], 

1998년 1월 참조)이 그 후 심의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청문한 결과(강한 신중

론)를 배려하여 상당 정도 후퇴하 다. 그 즈음의 입법담당자의 의식으로서는, 

명확히 예견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악질인 소
비자의 부당한 소송을 배척하기 위하여?), 명확한 요건을 확립할 수 있는 사정

에 한하여 조문화한다는 방침을 채택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정보제공의무의 

불이행 그 자체를 취소사유로 하는 것’, ‘예기치 않은 조항은 계약내용이 되지 



2001. 7.] 日本에 있어서 消費者契約에 대한 法的 規律의 展開 57

않는 것으로 하는 것’, ‘계약조항의 명확화. 불명확조항은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등의 제안은 거기에 조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부당조항 리스

트’도 당초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어 있다. 소비자측 단체에서는 이렇게 후퇴한 

내용으로는 입법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상과 같은 경위 

때문에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다지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법은 계약당사자를 대등하다고 하는 고전적 
모델과 다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교섭력

의 격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민사 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는 셈이며, 이것 자체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는 지적도 있다(松本恒雄, 뒤의 법학 세미나 논문, 6면 이하).

이하에서는 특히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내용에 관한 규율을 개관하고 그 의

미를 생각해 보겠다.
여전히 이 법은 물론 소비자계약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적용범위를 확정

하는 지표에 대하여는, 소비자계약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의논

은 생략하는데,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⑴ 이 법률에서 ｢소비자｣란 개인(사업으

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⑵ 

이 법률에서 ｢사업자｣란 법인, 기타 단체 및 사업으로서 또는 사업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한다. ⑶ 이 법률에서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체결과정에 관한 규정

(1) 총설(誤認 또는 困惑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소비자계약법 4조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서 당사자의 
일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또는 ‘곤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취소권이 인정된다. 규정의 의도는 민법의 사기, 강박의 요건을 완화하

여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에 의해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가 이탈하는 것

을 쉽게 하는 것이다. 내건 의도가 실제로 조문내용에 적절히 반 되어 있는

지 검토한다.

‘오인’ 유형은 소비자계약의 다양화, 복잡화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있고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계약을 한 일정한 경우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인은 그것을 가져온 사업자



任 相 爀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 47∼7058

의 행위가 ‘부실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불이익사실의 고지’라는 세 경우

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곤혹’ 유형은 不退去, 監禁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마련된 이후라 해도, 지금까지 판례 등에서 계약성립의 적정화에 

사용되어 온 갖가지 제도, 예컨대 앞서 말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

해배상청구 등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적용된다. 또한 민법의 사기․강박 

취소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제6조에 규정하 다

(이 법이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지만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는 취지이다).

(2) ‘부실고지’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오인’ 유형(法 4조 1항)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① 계약의 ‘중요사항’(=물품, 권리, 

의무, 기타 계약 목적이 되는 것의 질, 용도, 기타 내용, 똑같이 계약 목적이 

되는 것의 대가, 기타 거래조건)으로, ‘그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에 통상 향을 미쳐야 하는 것’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②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해 장래에 그 가액, 받게 될 금액 기타 

장래에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의 제공’을 한 것으로, 소비
자가 ‘오인’하고(①에서는 부실고지된 내용이 진실이라 오인, ②에서는 거기에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 그 오인에 의하여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①로는 

건물의 매매에서 건축 후 10년인데 5년이라 설명한 경우( 逐條解說 , 72면), 

②로는 상품선물거래에서 반드시 100만 엔이 모인다고 고지한 경우( 逐條解

說 , 75면) 등이다.

(3) ‘불이익사실의 불고지’에 의한 ‘오인’ 유형(法 4조 2항)

사업자가 소비자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 또는 중요사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익이 된다는 취지를 알리고’ 또 ‘그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되
는 사실(그 고지에 의해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할 만한 것에 한한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음’에 의해 소비자가 그 사실

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오인하고,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것

을 취소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부실의 정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된다

는 취지를 알리면서 반대로 불이익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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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아파트의 매매에서 전망과 햇볕이 좋다고 고지하 을 

뿐, 반년 뒤 이에 장애를 주는 건설이 인근에 계획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

지 않은 경우( 逐條解說 , 79면) 등이다.

(4) 不退去․監禁에 의한 ‘困惑’ 유형(법 4조 3항)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할 때 그 소비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곤혹하고, 그에 따라 당해 소비자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곧, ① 

[불퇴거]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가 그 주거 또는 그 업무를 하

고 있는 장소로부터 퇴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 ② [감금]이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계약

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그 소비자가 퇴거할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그 소비자를 퇴거시키지 않은 

것이다.

(5) 검토

지금까지 요건에 대하여 다루었다. 민법의 사기, 강박 등의 유형과 비교하

면, 확실히, 앞서 말한 대로 ‘이중의 고의’가 요건이 되지 않지 않은 점에서는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의 의도, 곧,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교섭력의 격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가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취소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의도에 견주어 보면, 

조문상으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좁고 불충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 지적한다.

(a) 정보제공노력의무

사실, 사업자의 정보제공노력이 법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노력의무’로 되어 있는 데 그친다. 곧, ‘사업자는 …… 소비자계약의 체

결에 대해 권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의무 기타 소비자 계약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당초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生活部會 중간보고에서는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기본



任 相 爀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 47∼7060

적 사항, 기타 소비자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실한 것을 알린 경우라면, 그 정보제공이 있거나 또는 그 

부실한 고지가 없었더라면 소비자가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정보제공의무가 명기되고 그 불이행이 

취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었다(뒤의 ｢소비자계약법(가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消費者契約法(假稱)の具體的內容について], 18면, 金法 1509호 15면). 
노력의무는 민사법 규정으로서는 어떠한 구체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규정이 

되어버렸다(沖野眞已, 뒤의 NBL 논문, 27면).

(b) 오인 유형에 대하여

본법에서는 앞서 말한 규범의 명확화라는 요청 아래, 결국 정보제공이 부적

절한 경우 중에서 위 ⑵∼⑶의 사례에 한정하여 규정을 둔 셈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례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불합리

가 있다고 지적된다(沖野眞已, 뒤의 NBL 논문, 19면). 첫째는, ‘부실고지’ 오인 

취소의 유형에서 취소가 인정되는 부실고지의 대상이 ‘중요사항’(계약의 목적

물, 그 대가)에 한정되고, ‘그 외의 부수적인 사정’은, 예컨대 그것이 당해 계

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그에 대한 

부실고지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전화의 디지털 회선화와 함께 이제까지의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

다’ 하고 말하면서(부실고지), 전화기를 판매한 경우, 이것은 본 조문의 의미상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부

실고지가 아니라 동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법에서는 취소가 인정

되지 않는다(민법의 사기, 착오를 주장하는 것이 되겠는가).

또한 둘째로, 불이익 사정의 불고지 유형인데, 중요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
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요사항 또는 중요사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당해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 고의의 불고지가 문제될 

수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당해 계약에 대한 소비자측의 해제권 유무에 대

해 그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상 취소 문제로 되지 않는다.

더욱이, 부적절한 정보의 제공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단순한 인과관계
가 아니라, ‘오인’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이중의 인과관계(사업자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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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 의사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潮見佳男, 뒤의 법학세미나 논문, 13면).

(c) 곤혹 유형에 대하여

똑같은 것이 곤혹 유형에 대해서도 지적되어서, 민법의 강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방문판매 세일즈맨의 태도가 무서워(‘威迫에 의해’) 계약해버린 등의 경
우는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또 곤혹에 대하여도 그것이 불퇴거, 감금이 되

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근무지에 전화 권유를 계속하여 곤혹

한 경우, 또는 이른바 催眠商術 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沖野眞已, 뒤의 

NBL 논문, 21면. 沖野는 더욱 넓게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부당히 왜곡하는 비

양심적인 태도의 권유 행위’라 할 만한 요건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불퇴거, 

감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측에서 퇴거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6)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계약체결시의 정보제공이란 문제에 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길을 좀 벗
어나지만, 똑같이 새로 입법된 金融商品販賣法을 언급하겠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의 보호를 꾀하기 위

해, 널리 금융상품(법 제2조에서 예를 든 예․저금, 신탁, 보험, 유가증권 등)

의 판매 등을 할 때 금융상품의 판매업자에게 고객(전문적 지식경험을 가진, 

이른바 프로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을 하

지 않은 탓에 그 고객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 그 업자의 손해배상책임(원본
결손액을 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을 민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하는 법률이다(이 

법률의 해설로서, 뒤의 金融商品販賣法硏究會 편, Q&A 金融商品販賣法 핸드

북 [Q&A金融商品販賣法ハンドブック] 등이 있다).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문제인데, 그것은 법 제

3조에서 규정된, 요약하자면, 원본결손의 염려와 그 요인, 곧,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로 말미암아 원본 결손의 염려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
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증권회사가 국내 주식을 고객에게 판

매하는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에 의하여 손실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또 파산 

등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손실을 입는 수가 있습니다.’ 따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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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 된다(앞의 것이 ‘시장 리스크’, 뒤의 것이 

‘신용 리스크’의 설명이 된다).

이 법의 취지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일반 고객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음을 정면에서 인정하고, 다양화, 복잡화한 금융상품에

서 특히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제공케 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것으로, 일반고객 보호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이 법은 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를 지움으로써, 거꾸로 고객 리스크를 테이크(부담)해야 하는 시장환경 정비를 

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民 709조)과 

비교해 보면,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① 사업자에게 일정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법정되고, ②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
에, 설명의무 유무에 관한 입증 및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책임에 있

어 하소연하는 고객 쪽의 책임이 경감되어 있어서, 고객 보호에서 보면 유리

하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에서는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범위가 위에서 말한 ‘중

요사항’에 한정되어 있지만, 민법 709조의 적용에 의한 경우에서는 그 밖의 사

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소비자계약법과의 적용관계인데, 본법과 소비자계약법의 ‘부실고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불이익사실의 불고지’에 따른 오인 취소의 규율은 유사

하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점은 말할 것도 없이 효과 쪽에 있으니, 소비자계약법에서는 의사표시의 취소

가, 본법에서는 손해배상이 된다. 지금까지 판례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취소하

여 원상회복하는 전자의 방법이, 후자의 손해배상보다도 과실상계가 없는 점

에서만 유리하다.

3. 계약내용에 관한 규정

(1) 총설

계약내용 규제에 관한 법의 상황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며,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입법에 의한 규제가 기대되
어 왔다. 소비자계약법 제3장이 바로 이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입법취지는 소

비자계약에서 정보, 교섭력에 격차가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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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계약 조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러한 부당 조항의 효력을 부정함으로

써 그 소비자의 이익을 회복한다는 것에 있다( 逐條解說 , 132면).

여전히 계약내용의 규제에 대한 규제 원리, 근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소

비자계약’인데도 일부러 그러한 규율을 한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인데도 일부러 규율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약관

규제법이 아니다. 그것은 법 제1조의 문언, 곧, ‘이 법률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
이의 정보의 질과 양에서 교섭력에 격차에 비추어 보아, (중략) 사업자자의 손

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게 되는 조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의 옹호를 꾀하고 (후략)’라

고 하는 점에서 뚜렷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첫째,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의 

경우, 약관규제원리에서 통상 두어지는 조문인 ‘약관의 開示, 계약으로 편입’, 

‘개별 결정의 약관에 대한 우선’ 등의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다(‘예기치 않은 
조항’ 규제가 두어져 있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인가?). 둘째, 그 적용범

위는 당연히 소비자계약에 한하게 된다. 따라서 종종 문제되는 다음과 같은 

계약에는 적용이 없다. 샐러리맨을 그만둔 이가 어떤 프랜차이즈(예를 들면 도

시락 판매업) 가맹점이 될 것을 결의하고,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약관’에 따라 체결한 경우 등은, 계약자가 어찌 보면 소비자와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업을 위하여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에는 해당하지 않아서(법 2조 2항), 소비자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약관 속에 부당 조항이 있더라도, 그 규제는 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할 수 

없고,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제3장의 내용인데,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무효’로 함에 있

어서, 무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으로서는 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② 소비자가 지불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등
이고, 나아가 일반조항으로서 ③ 신의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

로 해하는 조항이 들어진다. 다음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2)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무효(8조)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①, ②), 불법행위(③, ④), 하자담보(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면제조항, 일부면제조항을 문제로 하고 있다.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면제조항’은 무효이다. ②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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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면제조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그 대표자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도 면제한다고 하는 경우는 그 한도에서 무효이다(고의, 중

과실이 있으면 귀책성이 무겁게 일부면제라도 무효이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는 ①, ②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면책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발생하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면책도 불허한다(예를 들
면, 의료계약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조항이 있는 경우). 곧, ③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에 즈음하여 

생긴 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면제조항’은 무효이다. 

④ 마찬가지로 ‘일부면제조항’ 에 대하여는 ②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의 면책은 

무효이다.

⑤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인 경우에,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의 전부면제조항’은 무효이다. 손해배상 이외의 책임(해제, 대금 감액)

을 면제하는 것은 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면제하는 

것은 유효하다(다만 뒤에 서술하듯이 법 제10조의 적용은 있을 수 있다). 곧, 

⒜ ‘당해 사업자가 하자 없는 물건으로써 이에 갈음하는 책임 또는 당해 하자

를 보수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및 ⒝ 당해 사업자의 위임을 받거나 한 ‘다

른 사업자’가 대신 ‘그 하자에 따라 당해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써 그에 감음할 책임을 

지거나, 또는 당해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후자의 예로는, 

파이넌스 리스에서 리스 사업자는 유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면제특약을 두

는데, 리스 사업자와 매도인인 공급자(서플라이어) 사이에서 서플라이어가, 유

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逐條解說 , 153

면).

(3) 소비자가 지불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등의 무효(9조)

(a)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조항’에서 ‘이들을 

합산한 액수가 당해 조항에서 설정한 해제의 사유, 기대 등의 구분으로 볼 때, 
당해 소비자계약과 동종의 소비자계약의 해제에 수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생

길만한 평균적인 손해액을 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다. 

이는 부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액 예정 등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효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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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무효가 아니라 ‘평균적인 손해액’을 넘는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것이다.

(b) 당해 소비자계약에 기하여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

비자가 지불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

금 조항’에서 이것들은 합산한 액수가 연 14.6%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취지는 ①과 마찬가지이다. 금전채무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넘긴 지연배상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정
착하고 있는 14.6%(日步4錢=稅金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延滯稅 계산의 기준)

까지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허용하지만, 이를 넘는 것은 불허한다는 취지이다.

(4) 신의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의 무효(10조)

법 10조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공공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의 적용에 의

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

하는 소비자계약 조항으로서, 민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반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

었다. 권리제한조항 등이 민․상법의 임의규정으로부터 괴리되어 있을 것, 그 

괴리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임의규정
과 무관한 조항(예, 폭력행위 등[ 逐條解說 , 175면])은 이 규정에 의한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逐條解說 에 따르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의 예로서 다음과 같

은 것을 들고 있다. ① 소비자의 해제․해약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

자의 해제․해약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③ 분쟁해결에 닥쳐 사업자가 선정

한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 ④ 소비자의 일정한 작위 또
는 부작위에 의해,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조항, ⑤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증명책

임을 가중하는 조항, ⑥ 소비자의 권리행사기간을 제한하는 조항.

(5) 검토

(a) 부당조항 리스트

1998년 消費者政策部會 中間報告(뒤의 ｢消費者契約法(가칭)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30면 이하, 金法 1509호 16면 이하 참조)에서 보면, 어느 정도 후퇴
하고 있다. 거기서는 EC지령(소비자계약에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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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지령)이나 독일의 AGBG(1976년), 한국의 約款規制法(1986년, 1992년 

개정)을 참고하여 상당수의 부당조항 리스트의 검토가 예정되었고, 그것을 당

연무효인 블랙 리스트와, 상당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받는 무효인 그레이 리

스트로 구별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리스트에 올라야 하는 부당조항으로서, 거기에서는 ① 사업자의 책임을 상

당하지 않게 가볍게 하는 조항(7항목), ②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주는 
조항(6항목), ③ 그밖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2항목), ④ 소비자의 권리를 

상당하지 않게 제한하는 조항(7항목), ⑤ 소비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우는 조

항(3항목), ⑥ 계약의 해제․해약에 관한 조항(3항목), ⑦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등에 관한 조항(2항목), ⑧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2항목), ⑨ 그밖에 일

정한 작위․부작위에 표시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는 조항(3항목) 등 합계 35항

목의 조항이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계약법에서는 결국 이 
가운데 ①과 ⑦이 채택되었을 뿐이다. 입법에 닥쳐, 무효판단에 대해 예견가능

성이 높은 명확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만을 리스트에 올린다는 방침이 

여기서도 중시되었기 때문이다(山本敬三, 뒤의 NBL 논문 27면, 여전히 星野, 

뒤의 NBL 논문 15면은 ‘公正’이 실현되는 목적이라 한다면, 법규정의 명확성

은 그 수단인 관계에 있고, 전자를 위해 후자가 뒤쳐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평가의 여지가 있는 무효규정(그레이 리스트)이 경원시
된 셈이다. 이는 아마도 평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두면 악질의 클레임, 재판

이 증대되어, (사업자가) 그 대응에 곤란하다는 점을 염려한 것 같은데, 소비

자의 증명책임의 경감, 또는 분쟁처리기준의 명확화(특히 재판 외에서의 분쟁

처리기준으로 작용한다)라는 개별조항규제의 의의와 필요성을 고려하면 너무

나 한정적인 열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山本敬三, 뒤의 NBL 논문 27

면, 23면).

(b) 일반조항

법 제10조의 일반조항에 의한 무효 판단은, 그러한 의미에서는 큰 역할이 

기대된다. 그런데 10조는 ‘신의칙’을 ‘무효’ 판단의 기준으로 잡아 놓았다. 이는 

사실 민법의 특칙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약관조항의 무효 판단을 규정하는 민법 90조의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효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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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대로이다. 다른 한편 민법 1조 2항의 신의칙은 무효라는 효과를 규정하

고 있지 않고,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해서는 부당한 약관 조항의 원용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억제한

다던가, 부당한 조항의 수정적 해석이라는 형태로 기능하여 왔다. 그리고 그 

적용기준은 공서양속칙에 견주어 비교적 누그러져 있었다고 해도 된다. 바로 

이 적용기준인 비교적 누그러진 ‘신의칙 규정’과 ‘무효’ 효과가 결합한 것이, 
부당한 약관규제에 대해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법의 일반조항의 

레벨에서 이루어진 약관규제에 비하여 이 일반조항은 이후 매우 큰 의미를 지

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일반조항의 적용요건으로서 권리제한조항 등이 민․상법의 임의규정

으로부터 괴리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임의규정 이외에 판례의 축적으로 많

은 해석규범이 창조되고 있는 오늘날, 그것들로부터의 일탈에 대하여 이 일반
조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山本敬三, 

뒤의 NBL 논문 22면).

Ⅳ. 맺음말

이상이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관한 현행규정의 개관이다. 기대되던 민사특

별법인 소비자계약법이 성립․시행되고, 소비자계약의 적정화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개별 사업법 및 일반법인 민법에 의한 규율로부터 한 걸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설명한 대로 신법의 내용을 상세

히 살펴보면 최종 단계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든다는 의식이 강했던 탓에 조문

의 전개가 자기제약적이며, 반드시 이상적인 소비자계약에 관한 일반민사규정

이 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여러 문

제에 實效的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재판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염려하는 이도 있다(山本敬三, 뒤의 NBL 논문 14면). 따라서 이 소비

자계약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바이다.

우선 여기서는 민사법 규정으로서 당사자 대등을 전제로 한 민법․상법의 

‘일반계약법 규정’과 달리 당사자 대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사업자

와 소비자의 정보, 교섭력의 격차를 정면에서 인정한 ‘소비자계약법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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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소비자계약 관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의 

태도가 확립된 것을 큰 진전으로 내세우고 싶다.

소비자계약법은 재판규범이지만, 이 법이 나옴에 따른 ‘일반적 효과’도 물론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첫째, 사업자의 소비자계약에 대한 실무에서도, 보다 

적정화라는 방향에서 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법

령 준수)는 오늘날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의식되고 있다(법무 부
문에 컴플라이언스문제대책실이 설치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이 법의 기준

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저한도의 라인이라고 의식됨에 따라 큰 진전이 기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도 이제부터의 추이를 지켜보고 싶다.

둘째, 일본에서는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국민생활센터와 지방자치단

체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에서의 소비자 상담, 고충 상담에 의한 분쟁해결실

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 여기에 실무지침으로 본법이 이루어진 
의미는 역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인 활용이 바람직하다(이 법안

에 대한 국회에서의 付帶決議 참조[ 逐條解說 , 2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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