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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 통신판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법적규율을 중심으로 -

 □ 주최: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법학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후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고려대학교 ICR 센터
 □ 주제: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 일시 및 장소 :  2016. 8. 25. 13:00~18:00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국제세미나실
 □ 프로그램 

일시 구분 주요내용

13:40~
14:00

식전
행사

§ 개회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축  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중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일본소비자법학회 회장

§ 환영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14:00 ~
14:40

기관
발표

<사회> 지광석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 규율과 정책 이슈」
(14:00 ~ 14:20)
이금노 박사(한국소비자원)
§「한중일 온라인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

(14:20 ~ 14:40)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14:40 ~
15:00

§ Coffee Break

15:00 ~
16:15

학회
발표

§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15:00 ~ 15:25)

  - Su, Haopeng 교수(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규율에 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15:25 ~ 15:50)       
  - Satou Masahiro 변호사(니사타니노모리 법률사무소)
§ 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15:50 ~ 16:15)  
  :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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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16:30

§ Coffee Break

16:30 ~
17:40

종합 
패널
토론

<좌장>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Guo Jinjin 박사(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 Mura Moto 교수(일본 동경경제대학)

§ 이정표 교수(한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문식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김용중 연구위원(고려대학교 ICR 센터)

17:40~18:00 질의응답

18:00~20:00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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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

중개자규율과정책이슈

2016.�8.�25.

한국소비자원

이금노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2. 온라인플랫폼 소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3.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4. 소비자정책 이슈

5. 나가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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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1�/�14

TheWorld’s MostValuableBrands(2016.3)
(forbes,http://www.forbes.com/powerful-brands/list/#tab:rank)

Uber, the world’s largest taxi

company,ownsnovehicles;

Facebook, the world’s most

popular media owner,

createsnocontent;

Alibaba, the most valuable

retailer,hasno inventory;

Airbnb, the world’s largest

accommodation provider,

ownsno real estate;

(Tom Goodwin, 2015)

2.�온라인플랫폼소비자거래와전자상거래

공급자와소비자를연결하여가치를창출하는사업모델

(Parker et al., 2016)

v온라인플랫폼

2�/�14

둘또는그이상의이질적인그러나상호의존적인집단의이

용자들이인터넷을활용한상호작용으로최소한한그룹의이

용자에게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양면(또는다면)시장에서기

능을수행하는매체

(EU 집행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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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플랫폼소비자거래와전자상거래

(협의) 온라인플랫폼을기반의사업자와소비자간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기반B2C거래(‘전자상거래법’상‘통신판매중개’에 거래에해당)

(광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주체와 경제적 가치를
교환하고창출하는전반적인활동

v온라인플랫폼소비자거래와전자상거래

3�/�14

∩

2.�온라인플랫폼소비자거래와전자상거래

(양면성) 플랫폼을중심으로판매자와소비자가존재

*이중적거래구조(플랫폼VS판매자·소비자, 판매자VS소비자)

**플랫폼과판매자의거래및계약관계가소비자의후생에영향을미침

v온라인플랫폼소비자거래의특징

(간접네트워크외부성)상대이용자의크기(규모)가자신의플랫폼

이용효용에영향을미침

*플랫폼내시장의가격(수수료)으로설명할수없는외부성(externality)존재

→ 빠른확장성,규모화및플랫폼집중(winner-take-all)등이가능

4�/�14

(비대칭 가격구조) 서비스제공소요비용과수수료부과비대칭

*이윤극대화과정의중플랫폼운영자는소비자에게직접적인플랫폼이용료

를부과하지않고이를광고료나판매자에게부과하는 수수료를통해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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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인프라제공)판매자·소비자를위한장(marketplace)제공

v통신판매중개자의역할

(규칙제정) 약관이나기술표준등으로플랫폼이용자가준수해야

할플랫폼내규칙을제정하고이를근거로이용자통제(rulemaker)

*Largewebplatformsasgovernments (Burnham,2010)

4�/�14

(신용제공) 양 이용자가 플랫폼의 신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할수있는신용제공(creditofferer)

전자상거래플랫폼의역할정의 및 책임규율은

해당 서비스의발전과 이용자후생에 큰영향

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v통신판매중개자의이용자통제

(목표) 네트워크외부성확대를통한플랫폼의이윤극대화

(핵심) 전자상거래플랫폼관련생태계의신뢰형성

(수단) 신뢰형성을위한이용자통제수단

-후기(review)�및평판시스템(reputationsystem)운영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이용자모니터링(monitoring)

-플랫폼의독점력을활용한플랫폼이용진입제한(거래관계종료)�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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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v통신판매중개자자율규제와공적규제

(공적규제 무용주장) 일부는사전진입규제중심의공적규제가가진

비효율과외부성등의플랫폼경제특성으로공적규제의불필요성주장

-온라인과같은혁신적산업은규제중심의접근이시장발전을저해하는비효율

-빠른시장변화로공적규제가시장의발전속도를제대로반영하기어려움

-플랫폼이이윤극대화과정중이용자의일탈을통제할자율규제유인존재

(공적규제의 필요성) 플랫폼에존재하는위험,곧시장실패를보완하

기위해서는플랫폼에대한적절한공적규제필요

-플랫폼목표:이윤극대화,정부목표:사회전체후생극대화및분배정의

-공적규제의핵심:플랫폼생태계감시,플래폼운영자에대한적절한책임규율

7�/�14

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v통신판매중개시장 실패위험

(부(負)의 외부성) 부정적방향으로네트워크외부성작동가능

→소비자의문제의확산속도가빨라소비자피해등의위험증가

(정보비대칭) 플랫폼에판매자/이용자/서비스관련정보집중

→�플랫폼의도덕적해이(moral��hazard),이용자의역선택(adverse�selection)

(플랫폼 집중화) 외부성에의한승자독식으로플랫폼집중화

→�비경쟁적시장구조에기인하는소비자후생이저하되는 문제발생

7�/�14

(제도적 안정성부족) 제도가시장의발전속도를따라가지못함

→�신규서비스제공제한,�새로운문제영역의소비자보호사각지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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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플랫폼과판매
자(소비자)가

소비자(판매자)

에 불리한거래

조건설정

•서비스급부의
변경및중단

•이용자선택권
배제

•거래조건해석

거래 조건배상책임

•플랫폼중심의

정보집중으로

비대칭심화

•광고의디폴트

•광고와정보의

구분모호

•권유또는맞춤

형광고에서의

소비자문제

정보/광고

•이용자간 서비
스및 플랫폼이

제공하는서비

스에대한책임

제한

•발생한문제의
책임주체가불

분명

•판매자의소비
자에대한불법

행위책임제한

v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소비자문제(예시)

•정보집중으로정

보보안·개인정보

보호위험증가

•개인정보의제3

자제공구조

•개인정보나구매

·검색이력의마

케팅활용

보안/개인정보

•분쟁해결당사
자에서배제

•무료서비스분
쟁책임제한

• SNS�커뮤니티
기반의전자상

거래분쟁

•해외사업자
가제공서비

스분쟁해결

분쟁해결

6�/�14

3.�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

v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규율

(정보제공 책임) 신뢰성있는후기및평판시스템운영을통한소비자

정보제공으로소비자의역선택방지,플랫폼내상품이나서비스등의

정보제공및교환과관련된정보규칙운영

(분쟁해결 주체로 참여 책임) 이용자간분쟁발생시수집또는집

중된거래정보를기반으로객관적인위치에서공정하고효율적인이용

자간분쟁해결의주체로서역할가능

7�/�14

(무상서비스 또는 C2C 거래의 책임) 양면시장의비대칭가격구조

나광고수익으로소비자에게무상제공되는서비스, 진입비용이낮아

소비자참여가확대되는C2C거래에서플랫폼의일정책임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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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비자정책이슈

공적/자율
규제

사전/사후
규제

플랫폼

역할·책임

플랫폼
특성
이해

11�/�14

�경제적 �특성

(�양면성/�외부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설정

�플랫폼경제의

�글로벌화

관련정책의

융합과연계

신뢰

v정책 거버넌스

4.�소비자정책이슈

1) 정책거버넌스및 정책영역 설정

(소비자정책범위설정) B2B와 C2C, 무료서비스등

유상의B2C거래를넘어플랫폼거래에서소비자의후생에영향을미치

는새로운영역들의소비자정책 편입여부및그편입방법등의검토

*소비자후생에영향을미치는플랫폼과판매자와관계(B2B), 비전문공급자로

서의소비자와 소비자의거래(C2C),비대칭적가격구조에의한무상서비스등

(정책거버넌스설정) 소비자정책의기조설정과정책의융합

플랫폼서비스에대한소비자정책의기조설정,나아가개별법중심의현

플랫폼규율체계의한계극복을위한관련정책과의융합및연계모색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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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비자정책이슈

2) 소비자법령의정비

(소비자, 소비자거래 정의) 플랫폼 거래의 특징을소비자법제에서

규율하는‘소비자(사업자)’, ‘소비자거래’의정의에반영필요성및방안

(전자상거래법제)

•O2O서비스는플랫폼을기반으로하고최종적으로는거래를목적으로

하나개별서비스에따라서는전자상거래로보기어려운영역이있는등,

최근등장한서비스의전자상거래법제적용과정중일부혼란발생

•새롭게등장한온라인플랫폼서비스나양면시장과외부성이큰플랫폼

시장에서발생하는소비자문제의효과적대처를위한조문반영필요성

•근본적으로,현재의전자상거래법법제에서의 ‘통신판매중개＇로전자

상거래플랫폼거래를규율할수있는가라는근본적인고민이필요

13�/�14

4.�정책시사점

3) 국제협력의강화

(EU의 사례) 상대적으로디지털시장에서그위상이미미한EU는‘디지

털단일시장(DigitalSingleMarket)’전략추진(2015.5월)

- EU는시장통합및발전을위한중요전략중하나로‘온라인플랫폼역할분석＇

을선정하고관련분야에대한다양한연구와실천방안을논의하고있음

13�/�14

(한·중·일 협력) 국경을넘어운영되는플랫폼시장의특성으로전자상

거래시장의발전과소비자의권익증진을위해한·중·일의협력이중요

-전자상거래플랫폼시장에대한국제규범이미비한현실에서정보제공및분쟁

해결에대한플랫폼책임범위설정등의영역에서상호협력필요

-구체적으로,플랫폼거래를포함한전자상거래의분쟁해결을위한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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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가며

u 온라인플랫폼 기반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영역이 무선인터

넷등의 IT 기술 발전과함께빠르게성장및확대되고있음

§ 플랫폼시장의확대로새로운소비자문제가출현하거나거버넌

스를포함한법제및정책이슈등이제기되고있음

u 플랫폼 생태계의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정책의 추

진으로시장의건전한발전과소비자후생증진의도모

§플랫폼 시장 거버넌스 논의, 플랫폼에 적절한 책임 부여, 관련 법

제 정비, 플랫폼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으로 전

자상거래활성화와소비자문제의예방및소비자후생증진추진

1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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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온라인쇼핑 및 국경간거래 동향

2016. 8. 25

김윤태 상근부회장

1/25

- 목 차 -

1. 한국 온라인쇼핑 동향

2. 중국 온라인쇼핑 동향

3. 일본 온라인쇼핑 동향

4. 한중일 국경간거래 동향

2



2016-08-19

2

On-Line Shopping

TV  매체 Internet 매체
(PC,휴대폰)

Printing 매체

√ TV 홈쇼핑

√ T커머스

√ 인포머셜홈쇼핑

√ 일반몰

√ 오픈마켓(중개몰)

√  카탈로그

√  신문

√  잡지

- 3

가. 온라인쇼핑 매체별 구분

3

Internet Shopping

=PC쇼핑+모바일쇼핑

1. 한국 온라인쇼핑 동향

(단위:조원)

▶ 11년 대비 15년도 성장율 : 온라인쇼핑 60%, 대형마트 15%, 백화점 5.8%

▶ 15년 소매점유율 : 온라인쇼핑 전체 15.3%(전년도 14.0%),인터넷쇼핑 14.3%(전년도 12.5%)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출 처

Online 전체
Internet小計

Mobile

38.9(15%)
31.6(16%) 

0.6

44.5(14%)
35.8(13%) 

1.8

49.6(11%)
39.7(11%)

5.9

55.0(11%)
45.1(14%)
13.5(129%)

62.2(12.7%)
52.6(16.2%)
24.0(78%)

KOLSA
인터넷쇼핑에
모바일 포함됨

대형마트
(아웃렛,

복합쇼핑몰 포함)

42.2 44.8(6.2%)
45.9(2.5%) 47.4(3.2%) 48.6(2.5%)

통계청

(4.9) (6.1) 통계청

백화점 27.6(11%) 29.1(5%) 29.8(2%) 29.3(-2%) 29.2(-0.3%) 통계청

슈퍼마켓 32.5 34.0 35.0 35.3 36.2(2.5%) 통계청

편의점(店鋪)
9.2

(21.221)
10.9

(24,559)
11.7

(24,859)
12.7

(25,900)
16.5

(28,994)
통계청

방문,다단계 10.3 11.3 12.0 12.7 13.5? 직접판매협회

승용차,연료판
매

전문소매점

合 計 335.5(9.4%) 349.4(4.1%) 353.5(1.2%) 359.7(1.8%) 366.5(1.9%) 통계청

4☞(     )  전년비 성장율

나. 소매매체별 시장규모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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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  통계청발표 국내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

☞ 통계청 보도자료 : 온라인쇼핑과 소매시장 동향 2016. 2. 2

6

라. 오픈마켓 시장 규모 및 전망

▶ 사업자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2015.9 신규진입) 등

(단위:억원)

☞ 공정위 매출조사자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료는 차이가 있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F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NAVER

스토어팜,

쿠팡

PC

134,700 151,100

143,800 130,000 111,800 103,700

(-9.6%) (-14.1%) (-7.2%)

모바일
19,200 48,000 82,000 110,900

(150%) (71%) (35%)

소계
134,700 151,100 163,000 178,000 193,800 214,500

(12.2%) (7.9%) (9.2%) (8.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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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5.0 

21.3 

14.7 

2.4 

-1.0 

3.3 

23.0 

15.6 

13.1 
11.0 

13.6 

11.1 
10.0 

23.0 

15.1 
14.4 

11.4 
11.0 

9.0 8.0 

-5

0

5

10

15

20

25 -1.0

인터넷쇼핑

합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F 2016

TV홈쇼핑
65,300
(15.0%)

79,200
(21.3%)

90,800
(15%)

92,900
(2.3%)

90,500
(-2.6%)

+ 5%

PC쇼핑
311,700
(15.7%)

339,600
(9.0%)

337,700
(-0.6%)

317,200
(-6.1%)

285,300
(-10.1%)

- 6%

모바일쇼핑
6,000

(100.0%)
18,200

(201.7%)
59,100
(225%)

135,200
(128%)

240,500
(78%)

+ 36%

카탈록쇼핑
7,700

(-)
8,200
(6.5%)

8,200
(0%)

6,500
(-221%)

5,400
(-17%)

- 7%

합 계
390,700
(16%)

445,200
(14.4%)

495,800
(11.4%)

551,800
(11.3%)

621,700
(12.7%)

694,300
(11.7%)

(단위 : %)

(단위 :억원, ( )은 전년비 성장율)

마.  국내 온라인쇼핑(매체) 시장의 전망과 동향

7

8

2. 중국 온라인쇼핑 동향

가. 중국 온라인시장 종합

(억위안)

☞ 자료원 : 중국 CECC(전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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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 TV홈쇼핑 시장

☞ 자료원 : 중국 CECC(전자상회)

10

다. 인터넷쇼핑시장 종합( PC+Mobile )

☞ 자료원 : 중국 CECC(전자상회)

라. 모바일쇼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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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2011 2012 2013 2014
天猫(티엔마오) 920 2,000 4,410 7630
京东商城(징동샹청) 309 601 1,255 2602
苏宁易购(수닝이고우) 59 183 284 258
国美在线(궈메이자이시앤) 10 44 120 190
唯品会(웨이핀휘) 14 43 144 230
亚马逊中国(아마신종구어)
아마존중국

60 105 150

当当网(당당왕) 36 60 125 142
QQ商城(QQ샹청) 53 44 274
易迅网(이신왕) 24 68 155
1号店(1 하오디앤) 27 68 140
합 계 1,512 3,216

(113%)
7,057
(119%)

회사명 2011 2012 2013 2014
淘宝 타오바오 5374 9,000 10,518 11,720
拍拍网파이파이왕 535 336 381

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매출 동향(자료원 : 중국전자상회)

▶ 일반몰

(단위 : 억위안)

(단위 : 억위안)

▶ 중개몰(오픈마켓)

사.�중국 C2C와 B2C�매출동향과전망

C2C B2C

·�주요플랫폼 Taobao.com

Tmall.com
Jd.com
Vip.com
Jumei.com

Tmall.hk
Jd.hk

Global.vip.com
Jumeiglobal.com

·�2014년 거래규모 270조(KRW) 230조(KRW)

·�2015년 거래규모 329조(KRW) 355조(KRW)

12
ã Accommate 

·�2016년(E) 369조(KRW)� 12.1% 531조(KRW)� 5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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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단위 :억엔)

가. 일본 통신판매와 소매업태별 성장 비교

13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매업
총액

1,361,740
(1.03%)

1,347,840
(-1.02%)

1,340,970
(-0.51%)

1,355,640
(1.10%)

1,367,090
(0.85%)

1,371,840
(0.35%)

1,411,360
(2.9%)

1,394,660
(-1.18%)

통판업
38,800
(5.43%)

41,100
(6.70%)

43,100
(4.11%)

46,700
(8.40%)

50,900
(9.0%)

54,100
(6.28%)

58,600
(8.32%)

61,500
(4.9%)

백화점
84,287
(-2.11%)

78,442
(-6.93%)

70,544
(-10.0%)

67,267
(-4.64%)

67,231
(-0.05%)

66,493
(-1.1)

68,924
(3.65%)

67,019
(-2.8%)

슈퍼
마켓

128,238
(2.07%)

128,147
(-0.07%)

125,131
(-2.35%

128,518
(2.71%)

129,777
(0.98%)

129,059
(-0.42%)

132,508
(2.67%)

132,930
(0.3%)

편의점
75,161
(1.28%)

80,556
(7.17%)

79,383
(-1.45%)

82,657
(4.12%)

89,758
(8.59%)

95,423
(6.31%)

100,178
(4.98%)

105,438
(5.35%)

14

구분 2011 2012 2013 2014

인쇄매체쇼핑
(카탈로그)

27,131
(11,351)

27,643
(11,198)

29,240
(13,126)

28,780
(12,546)

TV홈쇼핑 5,700 5,572 6,270 7,260

인
터
넷

PC쇼핑
(전년비증가)

51,771
(10.4%)

58,062
(12.1%)

70,371
(15.6%)

75,862
(7.8%)

모바일쇼핑
(전년비증가)

5,839
(32.9%)

6,878
(17.8%)

13,975
(38.9%)

18,484
(32.2%)

소계
(전년비증가)

57,610
(12.3%)

64,940
(12.7%)

84,346
(29.9%)

94,346
(11.8%)

합계
90,441
(10.5%)

98,155
(8.5%)

119,856
(22.1%)

130,386
(8.8%)

나. 일본 온라인쇼핑시장 종합

(단위: 억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통신판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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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분 2011 2012 2013

Rakuten 12,568 14,475 17,335

yahoo 3,037 3,067 3,227

DeNA 425 434 465

합계
(전년비 성장율)

16,030
17,976
(12%)

21,027
(17%)

다. 일본 중개몰(오픈마켓) 시장 동향

(단위: 억엔)

☞ 자료원 :  일본통신판매협회

(億円)

라. 인터넷쇼핑B2C 시장규모의 추이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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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 분야별 B2C-EC 시장규모 구성비율의 추이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18

5. 한중일 국경간 거래 동향

(단위:십억달러)

가.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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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TOP 10의 소매시장 점유율

☞ 자료원 : 중국전자상무보고(2014)

20

다. 주요 국가별 직구 규모 및 전망

▶ 주요국가 모두 5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주 타깃인 중국은 4배 성장하여 165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

자료원 : Modern Spice Routes, PayP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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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간 거래 현황과 비교

라. 한국 국경간 거래 동향

☞ 자료원 : 통계청

22

2) 국가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비교

☞ 자료원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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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 중국 국경간거래 수입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 및 전망

▶ 교역규모는 매년 성장율이 둔화되고, 수입규모는 전체 무역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자료원 : 中国跨境进口零售电商行业研究报告 2016-03-06 黄伯欣 艾瑞咨询 艾瑞咨询

24

바. 일본 국경간거래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 및 전망

▶ 일본의 역직구 규모는 4년간 40% 순증하고, 일본상품에 대한 중국수입은 130% 순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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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25



1 

 

중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 

 
수하오펑교수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법학원) 

 

개요: 중국의 인터넷거래플랫폼과 관련된 법률규칙 등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식

품안전법”, “광고법”, “인터넷고래관리방법”, 과 “인터넷광고관리임시시행방법” 등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인테넷거래플랫폼의 의무,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특정상품을 판매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들, 인테넷거래플랫폼을 통

한 광고, 거래 규칙과 계약서 격식관련 제도와 수정사항과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책임들이 실려있다. 중국학자들은 인테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 의무

와 책임소재에 대해 다분히 의견격차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인테넷거래플랫폼이 

전체 모든 인터넷 거래과정에서 나타내는 역할로 그 법률적 지위를 정하게 되는

데 구체적으로 거래 규칙의 제정자, 거래장소의 제공자, 거래 과정의 참여자와 거

래 분쟁의 재판자가 포함된다.  

 

키워드: 인터넷거래플랫폼 안전인터넷광고 소비자보호 

 

최근 중국의 상거래 산업은 그 규모가 엄청난 정도로 성장하였다. 2013년, 중국전

자상거래시장의 거래 규모는 10.2만억위안에 달하며, 그 중 인터넷거래소매총액은 

1.85만억위안에 달해 전체 소비품소매총액의 7.8%에 달하는 수치이다. 2014년 중

국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2.3만억위안으로 21.3% 성장하였다. 그 중 인터넷쇼핑

시장의 거래 규모는 2.8만억위안으로, 전체 소비품소매총액의 10.6%를 차지한다. 

2015년에 중국전자상거래시장의 거래규모는 16.2만억위안으로 29.9%증가하였다. 

그 중 인터넷소매는 3.8만억위안을 넘어서 전체 소비품소매총액의 12.8%를 차지

하게 된다. 인터넷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소비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비방식과 선택을 가져다 주었다. 

전자상거래는 그 편리함과 신속성, 고효율성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신임을 얻

게 되었지만, 이에 준하는 법률과 법칙이 완전하지 않고, 인터넷 거래 자체의 허

구성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데 실로 어려운 데다가 이로 

인해 인터넷소비의 발전에도 큰 제약을 가져다 주게 된다. 이로 소비 관계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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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복잡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대량적 인터넷거래의 주축으

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어떤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학계, 사법

과 전자상거래계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1.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개념과 분류 

 

(1)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개념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거래플랫폼과 관련된 법률규정에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중국공상총국”으로 약칭)이 2014년 발표한 “인터넷거

래관리방법”제22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제3자거래플랫폼이란 인터넷상품거래를 위해 거래하는 쌍방이나 

다자간이 홈페이지, 가상사업장소를 제공하거나 거래계획, 거래중재, 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쌍방이나 다자간에 독

립적인 거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중국상무부에서 2011년에 발표한 “제3자전자상거래플랫폼거래규범”에

서도 “제3자간 전자상거래플랫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3.2조항에서 

“제3자전자상거래플랫폼이란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데 쌍방이나 다자간에 거래 

중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시스템을 전부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다.  

중국공상총국에서 발표한 “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사회책임지론” 

제2조와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22조 2항에서는 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운영하며 쌍방이나 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법인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22조 1항에서는 “제3자거래플랫폼사업

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은 기업법인이

라고 덧붙이고 있다. 앞서 말했던 중국상무부의 “제3자전자상거래플랫폼서비스규

범” 제3.3조에서도 제3자거래플랫폼사업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를 하여 사

업자등록증을 발부 받고 쌍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조

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로 알 수 있듯이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사업자는 대체로 기업법인

(소수인 상황에는 자연인이나 비법인조직도 포함)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거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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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사업자의 설립과 운영은 타인의 인터넷거래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거래하고자 하는 쌍방이나 다자

간에 인터넷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거래 규칙을 정하고 정보를 발표하고 거래 중재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을 보충하자면 중국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터

넷거래플랫폼사업자”란 한국법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중개자”와 일맥상통한다. 편

이를 위해 이 문장에서는 더 이상 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와 인터넷거래플랫폼을 

구분짓지 않으려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개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이는 

“제3자거래플랫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유형 

 

1) 거래방식의 표준화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기업간(B2B, 예를 들어 알리바바), 기업과 소비자간(B2C, 예를 

들어 타오바오), 소비자간(C2C, 예를 들어 일부 중고거래사이트)과 소비자와 기업

간(B2C, 예를 들어 공동구매사이트)의 방식들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구매서비스

규범”과 “인터넷거래서비스규범” 은 이런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2) 인터넷거래참여방식과 정도의 표준화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자가운영플랫폼과 제3자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가운영플랫폼은 두 가지 역할(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상품서비스제공자)을 하

게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인터넷거래복합서비스플랫폼”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형식은 앞에서도 말했던 B2C방식에 속하는데 이는 현재 일부 대형IT기업인 델, 

소니, 레노버와 같은 기업에서 자신들의 B2C거래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런 플랫

폼은 이중적 역할을 겸하고 있어 높은 법률적 의무를 지고 있다. 고로 거래에서 

상품의 품질과 안전한 거래의 보장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스스로

가 인터넷플랫폼의 정보와 상품의 제공자로써 그 법률적 지위도 비교적 명확하다. 

분쟁이나 논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단순한 제3자플랫폼이다.  

단순한 제3자플랫폼은 인터넷거래단일서비스플랫폼으로도 불린다. 이 플랫폼사업

자는 직접적으로 인터넷거래에 종사하지 않고 인터넷거래 사이트가 없는 기업이

나 개인에게 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타오바오나 이취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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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  

3)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범위의 표준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플랫폼은 정보서비스플랫폼, 거래서비스

플랫폼과 기타 전문성서비스플랫폼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단순한 

정보서비스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정보의 발송이나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정보저장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성격이다. 기타전문성서비스플랫폼이 인터넷기술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중국학자와 실무업계 종사자가 관심을 갖는 초점은 인

터넷거래서비스에서 협의의 제3자거래플랫폼으로 또한 이 문장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중국의 인터넷거래플랫폼에 관한 법제 현황과 평가 

 

중국의 “전자상무법”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통일된 법안을 가지고 있

지 않다. 고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현행법률규칙과 규정은 대부분 법률, 부문규정

이나 규범성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에 수정한 “소비자권익보

호법”에서 처음으로 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법

률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제공자가 소비자와의 권익보호 과정에서의 민사적 책임

만 규정하고 있지 그 법률성과 지위는 밝히고 있지 않다. 2015년 수정한 “식품안

전법”에서도 법률적인 층면에서 인터넷거래플랫폼이 판매자와 식품을 거래할 때 

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인터넷거래플랫

폼의 법률적 규제에 관해 주로 행정규칙, 부분규정과 지방성입법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상무부는 2007년에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시시행)”, 2009년에는 

“전자비즈니스방식규범”과 “인터넷거래서비스규범” 등 두가지 규범적인 문건을 발

표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제3자전자비즈니스거래플랫폼서비스규범”을 2014년

에는 “인터넷소매 제3자플랫폼거래규칙제정순서규정(시행)”을 발표하였다. 공상총

국은 2014년에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을 같은 해에 “인터넷거래플랫폼사업자가 이

행해야 하는 사회책임지도”와 “인터넷거래플랫폼격식조항규범지도”등의 문건을 

발표하였다. 2016년 7월 4일에 공상총국은 다시 “인터넷광고관리 잠시시행방법”

을 발표하였는데, 위와 관련된 법률문건에서 규정한 인터넷거래플랫폼에 대한 규

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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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의무에 관한 규정 

 

1)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2장 제2절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2장 제2절(제22-34조) 에서는 제3자거래플랫폼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의 폼내 사업자에 대한 심사와 등기의무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제24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과 폼내 사업자의 서비스

협의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각

종 규칙과 제도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제정해야 

하는 거래규칙, 안전거래보장제도, 소비자권익보호와 불량정보처리 등 관리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조항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제공하여야 하는 안정

성과 안전한 거래 환경의 조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

이 폼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검사나 감시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상

한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유관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제27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브랜드와 기업명칭을 보호할 권리인에 대한 규

정을 하고 있다. 제28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소비분쟁화해와 소비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자

영과 타 영업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그 플랫

폼에서 발표한 상품과 서비스내용 및 그 발표시간에 대한 심사, 기록과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폼내 사업자가 알리는 정보에 

일정기간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32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용평가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다. 제34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유관 

행정관리부문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데이터와 협조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

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의 특정 상품 이용에 관한 규정 

 

1) “식품안전법” 제62, 131조 

 

“식품안전법”제62조에는 인터넷식품거래에서 제3자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사

업자에 대해 실명으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식품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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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하여야 하며, 법에 준거하는 허가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허가증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에서 제3자플랫폼 제공자가 입점하는 사

업자에 대해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제를 가해야 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약품관리감독부문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즉시 

플랫폼제공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131조에서는 이 법률을 어기고 인터넷거래에서 제3자플랫폼 제공자가 

입점식품 사업자에 대해 실명으로 기록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심사하지 않거나, 

보고나 업무정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식품약

품관리감독부분에서 시정요구를 받고, 어떤 위법소득도 없을 경우 5만위안 이상 

또는 20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위반일 경우 사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래 발부한 부문에서 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합법

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식품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가 이

를 통해 식품을 구매한 후 그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식품입점사업

자나 식품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제3자플랫폼의 

제공자가 입점식품사업자의 실명, 주소와 연락방법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식품거래제3플랫폼의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제3자플랫

폼제공자가 배상을 진행한 후 입점식품사업자나 식품생산자를 상대로 배상을 추

궁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제3자플랫폼의 제공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내놓은 

공약은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이 식품약품 분쟁에 관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 제9조 

 

이 사법의 해석으로 제9조는 소비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해 식품이나 약품을 

구매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 플랫폼의 제공자가 이 식품이나 약품 생산자 혹

은 소매자의 실명, 주소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의 제공자가 책임

을 지는 것은 인민법원은 지지하고 있다. 플랫폼의 제공자가 배상을 한 후 생산

자가 소매자로 하여금 배상을 추궁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이 지지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제공자는 식품이나 약품의 생산자나 소매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

게 하였음으로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매자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

민법원도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로 플랫폼은 폼내의 식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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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률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첫째, 폼내 식품사업자에 대해

선 실명을 기록해야 하며, 둘째, 그 식품사업자가 상응하는 사업허가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셋째, 관련 행정부문에 보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끝으로 폼내 식품사업자가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플랫폼에서 추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에 포함된다.  

“식품안전법” 제62조와 유사한 것으로는 “출판관리조례” 제36조가 있다. 이 조항

은 인터넷을 관련해서 출판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이 조례가 규

정하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는 마땅히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출판업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분조사를 통해 그 “출판업경영허가증”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3)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광고를 이용 규정 

 

1) “광고법” 제44조, 45조 

 

“광고법” 제44조에서는 인터넷 관련 광고를 이용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발표하거나, 광고를 발송하려 할 때 사용자의 인

터넷 정상사용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인터넷 메인페이지에 뜨는 광고는 끄는 커서

를 확실히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한번에 끌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5조에는 공공장소의 관리자나 전신업무사업자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사

용자의 사용장소나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전송해야 하며 위법된 광고를 

보낸 경우 당연히 제제를 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조항이 전자비즈니스사업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를 낼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2) “제3자e비즈니스거래플랫폼서비스규범” 제8.3조 

 

이 조항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폼내 고소당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법률규정에 

따라 삭제를 진행하거나 행정관리부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거

래플랫폼은 폼내 사업자들이 거짓된 광고를 내거나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국가가 금지로 규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선 플랫폼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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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숨기거나 방문을 제한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인터넷광고관리잠시시행방법” 제7, 10조 

 

제7조에서는 인터넷광고는 식별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광고라고 명확히 표기하

여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임을 판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광고와 무료광고는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10조에서는 인터넷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5조 

 

이 조항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허위광고나 다른 허위선전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 그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광고사업주나 제작자가 발표한 허위광고는 소비자가 행정주관부문을 

통해 징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주나 제작자가 사업자의 실명, 주소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 제작자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허위광고를 제작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테나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관련

되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위광고

나 선전을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연대책임

을 져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광고관리잠시시행방법” 제3조에 의하면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이나 홈페이

지를 통해 문자, 그림, 음향, 동영상과 그 외 형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

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하는 형식으로 이는 ①상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하는 데 링크

되는 문자, 그림 또는 동영상 등 형식의 광고 ②상품이나 서비스 판촉에 사용되

는 이메일 광고 ③상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한 유료검색광고 ④상품이나 서

비스 판촉을 위한 상업성 전시 광고로 법률, 법칙과 규정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끝으로 다른 인터넷매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할 

수 있는 상업광고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주요서비스가 바로 광고서비스이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P4P(Payfor-Perfomance, 성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속칭 타오바오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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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고도 한다)영업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지불방식은 구매자가 타오바

오플랫폼에서 관련 단어 하나를 검색한 경우, 이 관련 단어에 요금을 지불한 상

품은 타오바오직통차 메인페이지에 전시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그 추천상품을 

클릭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그 요금은 판매자가 연관검색어에 지불

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자가 경매를 통해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타오바

오플랫폼 총 광고 수입의 80%를 차지하며, 주로 타오바오직통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 타오바오직통차의 전시 자리는 보통 타오바오 홈피의 우측이나 아래측으로 

판매자는 비공개로 자신과 관련된 검색어에 대해 가격을 제시한다. 타오바오도 

일반적으로 이 제시된 가격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순위를 정하고 비용을 받는다. 

이 외에도 타오바오는 CPM(Cost Per Mille)을 제공해 다른 광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중요하고 강렬한 영향을 남기게 

된다. 허구의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상품의 상태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판매자의 묘사나 광고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광고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4) 인터넷거래플랫폼 거래규칙과 계약서 형식조항의 법률규정 

 

1) “인터넷소매 제3자거래규칙제정슌서규정” 

 

이 규정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일부 거래 규칙에 공시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 등록해야 하는 규칙, 책임이나 위

험 분담 규칙, 지식재산권보호규칙, 신용평가규칙, 소비자권익보호규칙, 정보공개

규칙, 거래분쟁해결규칙 등이 있으며,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거래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는데 공정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는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 계약서형식 조례규범지도” 

 

이 “지도”의 제1장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계약서형식조항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각종 격식조항을 제정하고 수정

할 때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는 인터넷거래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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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식이나 조항을 수정할 때 반드시 7일전에는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제7조에서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제공하는 격식이나 조항은 소비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완전하게 읽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인터넷거

래플랫폼이 그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 메인페이지의 적합한 자리에 공지하도록 규

종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명확한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가 

중대한 이익관계나 손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10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계약조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제11조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계약조항을 이용하여 폼내 

사업자나 소비자책임의 행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2조는 인터넷거래플

랫폼이 계약조항을 이용하여 폼내 사업자나 소비자의 상응하는 권리를 없애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인터넷거래 계약형식의 조항을 해석

함에 기본적으로 제공자의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책임에 관한 규정 

 

1)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조 

 

이 조항에서는 소비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자나 서비스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제공자가 판매자가 서비스업자의 실명,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제공자에게도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플랫폼제공자는 소비자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을 해 준 후에 소매자나 서비스업자에게 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 

플랫폼제공자가 소매자나 서비스업자가 명확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을 

안 경우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법에 의거하여 판매자나 서비스업자는 

연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소비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

에서 구매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의 대상이 정해졌으며, 둘째는 플랫폼이 

잘못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연대책임의 규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첫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판매자나 서비스업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거래주체의 가상성에 따

라 어쩌면 소비자들은 상품판매자나 서비스업자의 진짜 신분을 알아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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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명확한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심사요건 중 하나이다. 고로 판매자나 서비스업자의 진짜 신분을 가려낼 

수 없다면 법률이 소비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방식의 허점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플랫폼의 창업자와 운영자로써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

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심사와 관리 감독의 책임

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 조항은 명확하게 플랫폼이 폼내 사업

자의 실명, 주소지와 연락처를 제공받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플랫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플랫폼은 

배상을 진행한 후 판매자나 서비스업자를 향해 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 만일 플

랫폼이 소비자를 상대로 더욱 유익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를 꼭 이행하여야 한

다.  e비즈니스의 실천운행에서 본다면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미 무제한 조건의 

선행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단 소비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플랫폼은 일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선행 배

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조항은 플랫폼이 명확히 판매자나 혹 서비스업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법에 의거하여 판

매자나 혹은 서비스업자와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플랫폼의 잘못된 판단으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참

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플랫폼이 소비자에 대한 주의 의무에 포함되기 때

문이다.  

 

(6) 상기 서술한 법률규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 

 

우선, 중국현행법상 인터넷거래플랫폼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

지 못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인터넷 환경에서 거래가 주요목적인 플랫폼이고, 

관련보조서비스기구로 그 법률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그와 인터넷거래주체 사이에

서의 법률적 관계로 관계지어진다. 그 법률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전제 하에 

중국현행법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거대한 논

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조 1항을 예로 들면, 인터넷

거래플랫폼에게 판매자가 실명,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사전에 판매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 

이런 심사는 형식적인 것인가 아님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서로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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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인터넷거래플랫폼(B2B, B2C와 C2C)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시킬 것인가?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법에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문건들에서 대체적으로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해 놓았을 뿐이다. 비록 “인터넷거래관리방법”에서 비교적 전면

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규정해 두었지만 그 법률적 책임의 규정은 완벽하지 않

은 실정이다. 본 문장에선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시 사업자의 신분, 인터넷거래플랫폼에 

상품설명에 대한 심사발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정상 운행의 확보, 안전거래의 확

보, 개인정보와 거래기록 등 소비자의 각종 개인정보 보호, 거래자료의 저장과 관

리, 주요관리기관의 조사에 협조, 사업자의 위약 혹은 사기에 관한 자세한 자료 

제공, 소비자 배상에 협조, 허위광고나 허위정보에 대한 심사, 인터넷거래플랫폼

이 상기 의무를 위반 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 등이 그것이다.  

 

3.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 의무와 책임에 관한 학술적 관점 

 

(1)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학술적 관점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관점으로는 “판매자” 

혹은 “합영측”설이 있고, “카운터임대측” 설과 “중개”설이 있다.  

 

1) “판매자” 또는 “합영측”설 

 

중국에서 최초의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에 관한 안건 중 원고는 이취사이트가 

인터넷거래플랫폼으로 거래하는 당사자라고 생각된다. 그 기본적 사유로는, 소비

자가 인터넷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마친 것이고, 플랫폼의 모든 사람들을 판매자

나 적어도 직접 판매한 사람과 공동으로 경영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의 허점은 너무 명확한 것이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자영”과 “제3자경영”으

로 나뉜다. “자영”의 방식이란 사업자가 자기가 소유한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이용

하여 상품의 전시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제3자경영”방식이란 자신 소

유의 거래플랫폼이 없어 타인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런 자영방식은 판매자와 플랫폼제공자가 하나로, 인터넷거래의 한 당사자

가 된다. 그러나 제3자경영방식에서 플랫폼 제공자는 거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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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과는 별개로, 거래에서 판매자나 합영측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2) “카운터임대측”설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점포나 카운터를 임대해 주는 관

계와 같다고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인터넷이란 특수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임으로 사이트는 매매 양측에게 거래를 진행하도록 가게를 빌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점포를 임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제공업체와 카운터임대자와 비슷한 조직행위방식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두 가지 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는 실제의 카운터와 장소일 뿐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의 인터넷 공간

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상품들을 모아 시장을 이루어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만 이 두 가지는 거래 쌍방의 약속이향 등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고로 기능적

인 가치에서 본다면, 인터넷거래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시키는 당사

자 간에는 카운터임대와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일

부 학자들은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데, 카운터임대자는 사업자의 자질과 임

대상품에 대해 높은 제어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사업자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마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거래플랫폼의 

판매업자는 약 700만명이고, 온라인 상품은 9만억개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플랫

폼은 실질적인 심사나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우며, 기술과 경제적 자본에서도 모

두 문제가 된다. 확실히 인터넷 공간의 무한성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의 거래량은 엄청나서 카운터임대처럼 사업자나 상품에 대해 큰 제어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로,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카운터임대와 동등하게 보고 이

에 상응하는 관리와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3) “중개”설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 과정에서 사실상의 중개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터넷거래플랫폼은 확실히 계약중개자와 같이 양측에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거래서비스와 중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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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중개인은 계약의 중개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

고 있는데 이는 거래하는 쌍방간에 주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힘쓰거나 적극

적으로 알선을 주도 하여 최대한 빨리 거래를 하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거래에서 쌍방에게 소통과 협상의 길만 제공하는 것이지 주

동적으로 거래의 기회를 찾게 해 준다거나 거래하는 쌍방에 그 어떤 알선도 제공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각종 학설을 제외하고도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인터

넷거래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제3자라고 보기도 한다. 거래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인터넷 거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쌍방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서비스 정보를 알려

주는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거래플랫폼과 전통적 민사법률관계 속에서 당사자는 

많은 유사점을 지니게 되는데 이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인터넷플랫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관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주시하였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공통적으

로 전통적인 시장의 법률적 사고와 법률 테두리를 허구의 시장에 적용시키는 맹

점으로, 인터넷거래플랫폼 자체의 특수성과 관련된 거래 주체로 인해 발생되는 

민사법률관계의 다원성을 무시한 것이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져야 하는 의무에 관한 학술적 관점 

 

중국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져야 할 의무로는 주로 다음과 같

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1) 인터넷사업자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인터넷사

업자를 등록 받을 때, 반드시 그들의 확실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등록에도 그 신분증과 기업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자격을 확실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에 소개된 상품설명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상품을 이해하는 데는 종종 사업자의 문자나 그림 등의 

단적인 설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그 상품설명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정상운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필요한 기술과 관리시설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에 힘써야 하고, 인터넷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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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양측에 적합한 거래환경과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확실한 안전거래를 위한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각종 기술 수단

과 관리시설 등 각종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거래를 책임질 의무가 있

다.  

5)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수집고로

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책임져

야 할 3가지의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의무, 둘째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의무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장할 

의무가 그것이다.  

6) 거래자료의 저장, 관리의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그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정보, 기록이나 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있고, 완전하

고 정확하게 보존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조사에 협조하여 사업자가 위약이나 사기 등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소

비자의 배상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

자나 관련 기관은 플랫폼을 상대로 위약이나 사기에 관련된 증거물을 요

청할 수 있는데, 이에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세한 관련 자료를 

제 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책임에 관한 학술적 관점 

 

인터넷거래에는 인터넷거래플랫폼과 판매자와의 법률관계, 인터넷거래플랫폼과 

구매자와의 법률관계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세가지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판매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면, 우선 인터넷

거래플랫폼과 입주협의안을 체결하여야 한다. 타오바오플랫폼을 예로 들면, 판매

자가 등록시 우선 타오바오플랫폼과 “타오바오플랫폼서비스협의”, “법률성명 및 

사생활권리정책”, “알리페이서비스협의”를 체결하고, 가계를 오픈하려면 다시 “성

실경영서약서”, “상품설명규칙”, “소비자보장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타오

바오플랫폼서비스협의”는 타오바오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주요권리의무를 위한 기

초가 된다. 이런 협의안에는 중개, 합영, 중매 등의 법률적 관계의 조항 등이 직

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인터넷플랫폼은 단지 전문적인 전자인터넷기술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플랫폼과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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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구매자도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다면 먼저 이 

플랫폼에 등록하여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협의에 동의하여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이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와 위에서 기술한 서비스협의안을 체결

한 법률관계 이외에도 플랫폼과 양자간의 법률관계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

터넷거래플랫폼은 비록 쌍방간의 거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이 양자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리는 입주와 플랫폼을 사용해 

거래를 완성하는 모든 과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실시하는 

관리는 일반적으로 현재 제정한 인터넷구매규칙, 사용자인증규칙,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체계조정과 처벌제도 등에 반영되고 있다. 

 

1)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위약 책임 

학자들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책임져야 위약책임은 주로 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협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타오바오플랫폼을 예로 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를 진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타오바오플랫폼의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

이다. 등록시 타오바오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서

비스협의는 타오바오플랫폼과 등록자 간의 계약으로 위약시 책임을 져야 할 근거

가 되는 것이다. 서비스협의를 등록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인터넷거래를 원하는 양

측에게 거래 장소를 제공하고,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한 거래와 계좌

를 보호하는 각종 계약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2)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침해 책임 

학자들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소비자의 침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브랜드 침해에 

관한 것이다.  

 

①  소비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 

첫째, 인터넷거래플랫폼이 합리적인 심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침해가 발

생하였을 경우 이에 책임을 진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정보거래와 거래환경의 진

실성과 안정선에 대해 일정한 심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어긴 경우,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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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 신분증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나 거주주소 등 많은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리고 소비자가 거래를 진행할 때 거래 기록이나 데이터 등의 정보도 남게 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플랫폼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없애거나, 수정하거나, 

판매하거나, 처리하거나 또는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

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외에도 학자들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4조 1항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임이야말로 침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

만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는데 이 책임의 구분선이 바로 

위약책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또는 서비스업자

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계

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브랜드 침해에 대한 책임 

인터넷거래플랫폼이 폼내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는 주목할 만하다. 2015년 1월 23일 공상총국에서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인터넷

거래상품 감정 결과, 92개의 샘플을 거둬 검사를 진행 그 중 54개 상품만 정품으

로 밝혀져, 정품율은 58.7%에 달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의 짝퉁상품 판매로 

브랜드권리자들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의 “침해책임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터넷거래플랫폼의 경우 인터넷서

비스제공자를 말함)에 대한 책임으로 직접침해와 공동침해로 나누고 있다. “침해

책임법” 제36조 1항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마땅히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36조 2항과 3항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의 공동침해책임에 관해 규정해 놓았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것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이 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본 문장에서 

연구한 인터넷거래플랫폼음 제3자거래플랫폼으로 만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

여 짝퉁을 판매하여 브랜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인터넷거래플랫폼은 그 사업자

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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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침해책임법” 제36조 3항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것을 안 경우 연대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침해책임을 확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알고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다”와 “당연히 알고 

있다”를 포함하는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은 침해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로 플랫폼이 

합리적인 주의의 의무를 다해 이 사실을 발견해 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합리적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아냈다면 잘못된 것임으

로 이 또한 손해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이 주로 어

떤 의무에 주의하여야 하는지는 중국법률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주의할 의무로는 인터넷사용자의 주

체적인 정보를 심사하고 인증하며, 거래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침해소송기구

를 설립하며, 상품 정보의 관리와 침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5가지 정도로 

내포시키고 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터넷지식산권안 심의가이드”

에 따르면 인터넷거래플랫폼은 사전에 인터넷거래정보나 행위에 대해 심사를 가

할 합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 방식, 

내용, 구비하고 있는 정보관리 능력과 경영능력에 따라 필요할 때 합리적이고 적

합한 방법으로 브랜드침해 방지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규명하고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브랜드공통침해책임에 대

해 면책조항-“통지-삭제”규칙(중국학자들은 이 규칙이 미국법의 Safe Harbor rules

와 유사하다고 말한다)도 존재한다. 중국의 “침해책임법” 제36조 2항에서는 이 규

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피침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해 삭제, 숨

김, 끊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보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 이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통지-

삭제”규칙의 목적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위험과 책임을 낮추게 해 주기 위함으

로써, 통지를 받으면 침해 받은 내용에 한해 삭제 등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4. 본 문장이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정의 

 

본 문장에서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모든 인터넷거래 과

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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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칙의 제정자, 거래장소의 제공자, 거래과정의 참여자와 거래분쟁의 준재판

자와 같이 4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

선, 각각 인터넷거래에서의 지위에 따라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거래플

랫폼이 거래규칙의 제정자가 되려면 규칙에 대해 투명하고 공평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의무도 갖추어야 한다. 제정, 수정과 서비스규칙을 시행

하는 통지의 의무 등이 있다. 거래장소의 제공자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주하는 사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사

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 거래과정의 참여자로는 플랫폼의 참여 정도와 설계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만일 전면적으로 상품의 광고

나 정가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거래에 해당되어 당사자 혼자서 거래의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만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추천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광고 행위에 속함으로 “광고법”이나 “인터넷광고관리잠시시행방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 외에도 만일 플랫폼이 거래량이나 호평 등을 사

업자에게 특수한 지표로 주었거나 사업자 특별지침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타오바

오는 사업자에게 “정품보장”이나 “글로벌구매”와 같은 특수한 지표를 내리는데, 

이는 분명히 어느 정도 거래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보고 이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

록 해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을 거래분쟁에서 준재판자의 기능을 주는 것은 내부에 분쟁해결

기구를 주는 것으로 한다. 중국의 입법부나 행정기관은 모두 인터넷거래플랫폼이 

내부에 분쟁해결기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무부가 발표한 “인터

넷거래서비스규범”에서는 인터넷지불플랫폼제공업체에서는 반드시 인터넷분쟁처

리기구나 소송통로를 두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공상총국이 발표한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28조에서도 제3자인터넷거

래플랫폼사업자는 반드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권익을 보호하는 자율적제도를 지

향하고 있다. 소비자가 폼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다 발생한 분쟁이나 

권익침해에 대해서 소비자가 플랫폼에게 해결을 요구한다면, 플랫폼은 이를 해결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방법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 때에도 플랫

폼은 소비자에게 진실된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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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과 과제 

 

사이토 히로시1 

1. 서론 

 

   인터넷 (이하 "넷"이라 한다)은 일본에서도 사회 인프라로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인터넷 이용에 의

하여 소비자가 트러블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총 95만 4591 

건의 고충 상담2 중에 「인터넷 통신판매」에 관한 상담은 20만 3019건 (21.2 %)이며, 이 중 약 70 % 

는 「성인 사이트」와 「데이트 사이트」 등에 관한 것이었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옥션(경매) 거

래에 관한 상담도 인터넷 통신판매 상담의 30% 정도(6만건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옥션은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 상에 쇼핑이나 

옥션에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공된 시스템을 이

용하여 판매자(인터넷 쇼핑몰) 및 다른 소비자 사이에서 (경매와 프리마켓(벼룩시장)의 경우) 상품이

나 권리의 매매, 용역 제공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체나 판매자가 개설한 

쇼핑 사이트가 아닌 이러한 사이트를 쇼핑몰처럼 모은 복합적인 종합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Yahoo!  옥션, 라쿠텐 시장, Amazon.co.jp 등), 프리마켓이나 인터넷 옥션에서도 출품이나 입찰이 가

능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이트 (Yahoo! 옥션, 라쿠텐 옥션 등)가 몇 군데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에 참가하거나 인터넷 옥션에 참가하는 경우, 실

제 점포 거래에 비해 개업 자금이 적게 들고, 구조상으로도 신규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용이나 

자산적 기반이 약한 사업자도 참가하기 쉽고, 사기꾼과 같은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범 의식이 결여

되어 있는 사람도 섞여있기 쉽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옥션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적지 

않다. 이 경우 인터넷의 특성에서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조차 곤란하거나 상대방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많고,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다. 

                                           
1 변호사, 히토츠바시대학 법과대학원, 와세다대학 법과대학원 및 아시아대학 법학부  비상근 강사(소

비자법 담당 ). 
2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가 운용하는 「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PIO-NET : Practical 

Living Information Online Network System )의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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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옥션 시스템을 구축 ·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자3가 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운영을 적정하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

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옥션 등의 운영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지, 책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법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책임은 일본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 널리 이용되게 된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에

는 "쿠폰 사이트"의 출현과 '소셜 게임'이나 '스마트 폰 앱'등 콘텐츠 전송 (거래) 플랫폼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박, 개인간의 카 쉐어링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의 전개 등4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

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래 도구로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

서는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옥션에 한정하지 않고, 이러한 거래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

함하여 그러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5. 

본 보고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는 한국, 중국 및 일본 삼국에 있어서 통신판매 중개자 (플랫

폼 운영자)의 법적 규율에 관한 심포지엄에서의 보고지만, 거래의 도구로서 다양한 인터넷 이용 형태

가 출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래 도구의 운영자와 같이 조금 넓게 파악하여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일

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옥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법적인 의미에서 「중개」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나 인터넷 옥션 사이트의 창구가 되는 복합사이트라는 의미에서 「포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쇼핑 사이트나 옥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설정, 환경 등과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운영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공유경제의 내용은 일본 정부도 내각관방 IT 종합 전략실에서 「정보통신기술( IT )의활용에 관한제

도정비검토회」를 시작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 년 12 월에 「중간정리안」이 나왔고

(http://www.kantei.go.jp/jp/singi/it2/senmon_bunka/it_katuyou 07/siryou1. pdf ), 2016년 5월에는

「제Ⅱ기중간정리」가 발표되었다(http://www.kantei.go.jp/jp/singi/ it2/senmon_bunka/pdf/chuukan 

seiri2. pdf).  
5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및정보상품거래등에관한준칙」(평성28년 6 월)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거

래」라는 카테고리로 해설이 되어 있으며(ⅰ.의73, 81, 83항), 소비자 거래의 플랫폼 운영 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森亮二 「플랫포머의 책임」(현대소비자No.25)42면 이하가 있다. 또한 공유 경제의 플

랫폼 규제 현황에 대해서는 藤原聡一郎=殿村桂司=宇治佑星「공유 경제의 플랫폼 규제(상)(하)」 NBL 

1072호 13면, 동1073호 55면이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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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운영자의 의의와 법적 지위 

 

(1) 플랫폼 운영자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일본에서 

많이 보여지는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인터넷 쇼핑몰 

② 인터넷 옥션(경매)  프리마켓(벼룩시장) 

③ 쿠폰 사이트 

④ 소셜 게임 플랫폼 

⑤ 어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 

⑥ 여행 사이트 

⑦ 주택 정보 사이트 

⑧ 소문 사이트6 

⑨ 가격 비교 사이트 

⑩ 개인 간 카 쉐어링 사이트7 

⑪ 민박 정보 사이트8 

상기 ①에서 ⑪까지의 예시는 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권리, 용역의 종류와 

그곳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가 하는 업무(행위)에 관한 법적 지위 내지 법적 성질의 차이에서 보면, 크게 

다음의 4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❶ 정보제공형 

❷ 장소대여형 

❸ 거래중개(매개)형 

                                           
6 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게재하는 음식 사이트가 인기이지만, 그 밖에도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서비스, 

여행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한 평가를 게재하는 비교 사이트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7 카 쉐어링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배차 및 택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Uber」(https:// 

www.uber.com/ja/) 등도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8 「민박」은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주로 해외 여행자를 위하여 자신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

부(거실과 부엌, 욕실 등의 시설)를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재는 여관업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irbnb」(https://www.airbnb.jp) 등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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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판매자형 

정보제공형(❶)과 장소대여형(❷)의 구별은 어렵지만, 운영자가 주로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발신, 정

보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사이트에서의 거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

다면 「정보제공형」이며,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위해 운영자가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 예컨대 사이트에서의 거래에 관한 규약, 약관의 제정과 그 사용의 의무화와 거래 성립에 필요

한 정보의 교환이나 제공(Matching), 성립된 거래에 관한 결제 시스템의 제공 등도 실시한다면 「장소

대여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장소대여형(❷)과 거래중개(매개)형 (❸)의 차이는 거래를 위한 시

스템이나 장소를 구축하고 참가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소대여형이며, 이 시

스템을 사용하여 거래 참가자 간의 개별 거래를 성립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련된 행위(서비스)를 하

는 것이 거래중개형 (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매자형(❹)은 플랫폼에서 스스로 상품 · 권리 및 서비

스의 판매자가 되는 형태이며, 플랫폼 운영자 스스로가 통신판매자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자의 법적 지위의 차이는,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그 시스

템에서 진행된 참가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시스템 제공에 관한 계약상의 책

임의 유무 또는 불법행위상의 책임의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 

 

(2) 플랫폼 운영자와 「중개」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 시스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의

해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 처리, 표시 등이 되어 이들을 이용하여 참가자간의 거래가 이루

어 진다. 

이러한 구조(시스템) 중 가상 점포와 구매자간의 거래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이고, 개인간의 매매에 관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 프

리마켓 사업자9, 경쟁 매매에 관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터넷 옥션 인증 사업자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신판매사업과 옥션 사업에 필요한 선전 · 광고(신청의 유인)의 표시, 

주문(신청) 접수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 지는 전자 데이터의 교환 및 교섭, 의사의 합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성립된 거래의 결제 등에 필요한 정보 처리 시스템 등이 제공되는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쇼핑 사이트나 옥션 시스템을 작

동시키는 데 필요한 설정, 환경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 「플랫폼」의 

운영자인 동시에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개별 거래의 성립을 위해 관여를 

하거나 지원이나 조력을 하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9 덧붙여 이하에서는 경쟁 매매가 아닌 프리마켓도 포함하여 「인터넷 옥션」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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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자에 주목하면 이들 사업자는 인터넷상의 거래에 관한 「중개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

며, 그러한 행위의 종류와 성질은 거래의 「중개」로 설명될 수 있다. 「중개」라는 용어는 일본법에서는 

ADR(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금융 서비스에 관한 법률 이

외에는 「중개」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을 가진 법은 보이지 않는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금융상품중

개업」에 관한 금융상품거래법 2 조 11 항에서 금융상품거래자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가증권 매

매의 중개, 거래소 금융 상품 시장에서의 유가증권, 파생상품 거래 중개 및 유가증권의 모집, 판매 등

의 권유와 같은 취급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중개업」은 타인으로부

터 위탁을 받아 거래의 「매개」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거래를 「매개」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관해서는 상법 543 조에서 「중개 

영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조에서 규정하는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어, 여기에서 말하는 「매개」는 계약의 성립에 힘쓰는 것이며, 거래의 기회

를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0. 

플랫폼 운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용인 경우, 매개하는 것은 상행위가 아닌 민사상의 법

률행위로 이해된다. 플랫폼 운영업자가 '중개인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인과 위탁자의 관계는 중

개인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알선, 소개하여 거래의 성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준위임으로 해석되어 중개인이 거래의 성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선, 소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경우(편무적 중개 계약)

에는 일의 완성의무(민법 681조)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도급 계약과 유사한 독자적인 계약으로 해

석된다12. 

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쌍무적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준위임으로 해석되어 민사 중개

인에서도 중개인은 위탁자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13, 플랫폼 운영자와 위

탁자와의 관계가 「중개」라면 운영자는 선관주의 의무 (민법 644 조)를 부담하게 된다. 전술한 ❸의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이름을 

지시하는 등 정보의 제공 또는 소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 (지시중개인)는 상법 543조의 중개인이 

                                           
10 田中誠二 외『주석 상행위법』(勁草書房, 1973년) 236면. 이 밖에 「상행위법」에 관한 최근 교과서에

서는 「매개」는 이른바 주선한다는 것이며, 타인 간에 있어서 양자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행위의 성립

에 힘쓰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있다(江頭憲治郎『상거래법 [제 7 판]』홍문당, 2013 년, 219 면). 
11 부동산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민사중개인」이 될 것이다. 민사중개인에 상법의 중개상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12 전게주10, 241면. 
13 전게서 『상거래법』,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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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석된다14.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간 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거래의 성립에 대한 알선 및 소개를 하는 경우, 민사중개계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

자가 하는 행위(제공 서비스)의 내용이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 ∙ 마켓 [거래의 

장])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그쳐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 지는 개별 거래의 성

립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의의 「시장」 제공자라 할지라도 중개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현실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관리 · 운영자와 같은 의미에서 가상 시스템의 

설치, 관리 · 운영자로 생각되므로15, 계약에 근거하여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의무 (기본적인 의무) 

또는 부수의무 내지는 신의칙에서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유

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플랫폼 운영자가 「민사중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에

게 꽤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사업자가 실시하는 업무는 개별 거래의 중개(매개)까지 하는 

것인지 (❸ 형태), 거래 장소(광의의 시장)와 거래 구조의 제공인지 (❷ 형태), 아니면 정보의 제공에 

그치는 것인지 (❶ 형태)는 각각 사업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별, 판단되고, 또

한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실태, 당사자 사

이의 계약상 권리 ∙ 의무의 내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플랫폼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1)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 규제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플랫폼 운영자가 행하는 업무 중 상기 ❶ 내지 ❸ 형태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규제 (공법상의 규제)를 하는 법령은 일본법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옥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용역 제공) 자체는 플랫폼 운영자

가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자형(❹ 형태)이며, 플랫폼 운영자는 「용역 제공」에 대한 통신 판매

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하는 거래 유형은 특정상거래법 (이하 「특상법」이라 한

다) 2조 2항의 「통신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의 통신 판매 규제에 속한다. 나아가 인터넷 옥션

에서는 「중고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매매를 하는 인터넷 옥션 사이트는 고물영업법의 「고

물경매알선업」(동법2조 2항 3호)에 해당하고, 동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러한 플랫

폼 운영자의 영업 방식에 착안하여 법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없다. 

                                           
14 전게서 『상거래법』, 220면. 
15 滝沢昌彦 「제이콤 주식 오발주 사건 항소심 판결에 접하고」NBL1025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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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측면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자유롭게 플랫폼 운영자

와 소비자 간의 권리 ∙ 의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소비자」(소비자계약

법[이하 「소계법」이라한다〕 2조 3항)이면 소계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의 권유

에 있어서 부실고지(소계법 4조 1항 1호), 불이익 사실의 불고지(동법 4조 2항)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

공(동법 4조 1항 2호)이 이루어 지면, 체결된 계약의 신청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나

아가 서비스 이용 계약 조항이 소계법 8조부터 10조에 규정된 부당조항 규제에 반한다면 해당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생각한다면,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현실로 이루어 지는 행위, 거래의 종류, 내용에 따라 각각의 법령의 취지, 목적 및 적용 요건에서 개별

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거래되는 상품, 권리 및 용역(서비스)의 종류와 그 거래 형태

별로 중요한 점에 대한 일본의 법 규제(행정 규제)의 현황을 정리한다. 

 

(2) 특정상거래법의 규제 

 

가. 통신 판매 

 

특상법은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 사업자가 우편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우편 등)에 따라 

매매 계약 또는 용역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상품 또는 지정 권리를 판매 또는 용역을 제

공하는 것을 「통신 판매」로 정의하고(동법 2조 2항), 「우편 등」에는 「통신 기기 또는 정보 처리용으

로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기 때문에(동법 시행규칙〔이하 「특상칙」이라 한다〕 2조 

2호),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는 동법의 「통신 판매」에 해당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다. 

또한 특상법 2조 2항에서 말하는 「상품」 「용역」은, 동법 시행령〔이하 「특상령」이라고 한다] 5 조 

및 별표 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외의 「상품」 「용역」의 거래는 모두 동 법

의 적용 대상이다. 「지정 권리」는 이른바 스포츠와 리조트 클럽의 「회원권」, 스포츠와 음악, 영화 등

의 관람, 관전 등의 티켓 및 어학 교실의 레슨권으로 되어 있다(특상법 2조 4항,특상령 3조 및 별표 제

1). 

따라서 인터넷에서 상품, 지정 권리의 매매 계약 또는 용역 제공 계약의 신청을 접수하고, 상품 또

는 지정 권리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통신 판매」가 되어, 특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용역 제공) 자체도 또한 플랫폼에서 참가자가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도 그 신청의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대부분의 경우가 통신 판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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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상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플랫폼의 내용, 형태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내용에 따라 법 적용의 대상 사업자는 다

음과 같이 된다. 

① 플랫폼 자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용역 제공 계약의 신청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용역)의 제공을 「우편 등」(특상칙 2조)에 의해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자가 통신 판매업자이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플랫폼에 광고를 하거나 신청을 유인하는 정보를 표시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상품, 지정 

권리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상품 등의 판매자, 용역 제공 사업자가 「통신 판매」업자이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의 영업이 상기 ❹ 형태의 경우에는 별개이지만, 일반적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용역의 제공 자체에 관해서는 통신 판매업자로서 규제를 받지만, 상기 ❶ 내지 ❸

의 형태의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 지정 권리 및 용역 제공에 관한 거래에 대해

서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 등이 특상법에서의 통신 판매업자이며, 플랫폼 운영자는 이에 해

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특상법은 통신 판매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

하면 통신 판매업자에게는 「지시」라는 행정처분(특상법 14조) 또는 「업무정지」명령(특상법 15조)이 

내려진다. 

 

① 광고 규제 

 

(ㄱ) 표시 의무(특상법 11조, 특상칙 8조 ~ 10조) 

 

통신 판매업자가 하는 통신 판매 광고에서 거래 조건에 대해 표시할 때에는 특상법 및 특상칙이 규

정하고 있는 사항(사업자의 성명 ·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통신 판매 업무 책임자의 성명, 신청 유효

기간,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제공의 경우에는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사양 및 버전 등)을 표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극적 광고 규제). 

 

(ㄴ) 과대 광고 등의 금지(특상법 12조, 특상칙 11조) 

 

통신 판매업자가 거래 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성능, 권리 및 용역의 내용, 법정반

품권(특상법 15조의 2)에 관한 사항(통신 판매업자가 설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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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상이한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

한 것으로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 상품의 종류, 성능, 품질 또는 효능, 용역의 종류, 내용이나 효과 또는 권리의 종류, 내용 또는 권

리에 관한 용역의 종류, 내용이나 효과 

ⓑ 상품, 권리 또는 용역 판매자, 용역 제공 사업자 및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

업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신 판매 협회 기타 저명한 법인 기타 단체 또는 저명한 개인의 관여 

ⓒ 상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지, 상표 또는 제조자 이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신 판매업자에게 표시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

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그 기간 내에 합리적인 근거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위반 사실의 존재를 의제하는 「불량 실증 광고 규제」라는 제도가 있다(특상법 12 조의 2). 

 

(ㄷ) 스팸 메일의 규제(특상법 12조의 3, 특상칙 11조의 2 ~ 7) 

 

특상법에서 정하는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전자 메일에 의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opt-in 규제). 

 

② 서면교부 의무(특상법 13 조, 특상칙 12조 ~ 14조) 

 

선불식 통신 판매 (상품의 인도, 권리의 이전 또는 용역의 제공에 앞서 대금이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통신 판매)를 할 때 선불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자는 특상법 및 특상칙이 정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전자 데이터(단, 조건 있음)의 교부 의무가 있다. 

 

③ 지시의 대상이 되는 행위(특상칙의 규정)의 금지(특상법 14조, 특상칙 16조) 

 

이하의 행위는 「지시」처분의 대상이 된다. 

 

(ㄱ) 통신 판매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채무 또는 통신 판매에 관한 매매 계약 또는 용역 제공 

계약의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

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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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행위 

 

ⓐ 인터넷 통신판매에서 전자 계약의 신청이 되는 것을 고객이 해당 작업을 할 때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것 (특상칙 16조 1항 1호) 

ⓑ 인터넷 통신판매에서 신청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 및 수정할 수 없는 것(주문 확인 화면의 표시 

의무 : 특상칙 16조 1항 2호) 

 

(ㄷ) 반품 제도 

 

특상법은 통신 판매에서 쿨링오프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품과 지정 권리의 통신 판매는 상

품의 인도 또는 지정 권리의 이전으로부터 기산하여 8일 이내에 계약해제권(「법정반품권」이라 한다)

을 인정하고 있다(특상법 15조의 2). 

그러나 법정반품권은 통신 판매업자가 임의의 반품 특약을 광고 중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

적인 해제권이며 통신 판매업자가 광고 중에 반품 특약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품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라도 그쪽이 우선한다. 

즉, 인터넷 통신판매에서는 광고 표시 중만 아니라 주문 확인 화면에도 반품 특약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반품권이 인정된다(특상칙 16조의 2). 

특상법의 법정반품권은 용역의 통신 판매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상기 ❹ 

형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게 하는 용역 제공만을 하지 않으므로 반품은 문제되

지 않는다. 

 

(3) 경품 표시법의 규제 

 

가. 경품 표시법이 규제하는 행위 

 

경품표시법(이하 「경표법」이라 한다)은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합리적

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업자가 하는 「표시」 및 「경품류」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

지하고 있다(경표법 1조). 

경표법은 사업자(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 경표법 2조 1항)의 표시와 경품 류의 

제공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경표법의 「표시」에는 고객 유인의 수단으로 사업자가 공

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내지 거래 조건 기타 그러한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는 광고 기타

의 표시이며 내각 총리 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지정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포함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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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6, 플랫폼 운영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경표법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하는 표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며, 타인이 공

급히는 제품 등에 대한 광고 · 선전만을 하는 사업자(광고 매체)의 행위는 규제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

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가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하는 표시는 경표법의 규제

를 받지만,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전술 ❶ 내

지 ❸ 형태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경표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17. 

그러나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자체 공급하는 상품 

등의 표시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나. 부당 표시 규제 

 

경표법이 규제하는 부당 표시는 ① 우량 오인 표시(경표법 5조 1호), ② 유리하다고 오인하게하는 

표시(동조 2호) 및 ③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부당 고객 유인이 되는 오인 표시(동조 3호)가 있다. 

① 우량 오인 표시는 상품 · 용역의 품질, 규격 기타 내용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나타내는 표시, 사실과 다르게 그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하는 표시이다. 

②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상품 ·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 조건에 대해 실제보다 거래 상

대방에게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될 표시, 그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보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표시

이다. 

③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에는 예를 들어, 상품의 원산국 표시 등이 지정되어 있다. 

부당 표시 규제를 위반하면 내각총리대신(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에서 「조치 명령 」이

라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경표법 7조), 또한 과징금(매출액의 3%)의 납부처분 된다(동법 8조). 나아가 

경표법 위반 행위는 적격 소비자단체 (소계법 2조 4항)에 금지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소계법 12조). 

                                           
16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제2조규정에의한경품류및표시를지정하는건」(평성21년 8월 28일 공

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3호). 

17 즉,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개별 법령에서 표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의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등 법에 의하고, 「특별한 용도 표시」있는 식품 (이른바 특정보건용 식품)

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에 의해 모두 스스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러한 법

령에서 규정하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의약품의료 기기등법66·67조, 건강증

진법 26조 등), 타인이 판매하는 제품 등에서도 플랫폼 운영자가 이러한 법령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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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표법의 규제 

 

①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경표법 

 

이상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옥션 사이트처럼 플랫폼 운영자가 상기 ❶ 내지 ❸ 형태의 서

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 용역에 대한 표시는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하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가 경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예외지만,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형태, 내용에 따라 경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경표법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drop shipping과 쿠폰 

사이트, 제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경표법의 해

석 ·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의 「인터넷 소비자 거래에 관한 광고 표시에 대한 경

품표시법상의 문제점 및 유의 사항」이라는 명칭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경표법의 해석 · 적용의 방

침을 나타내고 있다18.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서의 문제와 경표법의 적용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drop shipping 

 

drop shipping은 인터넷 통신 판매에서 필요한 주문 접수를 위해 사이트 개설하고, 가격 결정, 상품 

구매, 제품 출하 및 대금의 지불을 받는 업무 중 사이트의 개설과 가격 결정을 drop shipper가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인터넷에서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통신판매 사업을 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비자

를 유인하여 고액의 사이트 개설 비용 및 컨설팅 비용,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대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불하게 하는 악질업체도 적지 않다(오사카지방재판소평성23·3·23 판례타임즈

1351호181면). 

drop shipping 에서는 drop shipper가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문을 받고 있으므로 통신 판매업자이

고, 특상법의 규제는 물론 경표법의 규제도 받는 한편, 이를 권유하는 사업자(drop shipping  서비스 

공급자)도 이러한 인터넷 통신 판매 사업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통신 판매업의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모두 통신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특상법이나 경표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9. 

                                           
18 http://www.caa.go.jp/representation/pdf/120509premiums_1.pdf 참조. 

19 통신 판매업자 일반에 대한 경표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소비자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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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쿠폰 사이트 

 

쿠폰 사이트는 상품 판매 업체나 음식점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쿠폰 사이트 운영자간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쿠폰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에서 할

인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의 쿠폰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판매하고, 그 기간 내에 쿠폰 사이트가 

설정한 일정한 수량을 넘어 판매된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플래시 

마케팅」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쿠폰 사이트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쿠폰 사이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획일

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 쿠폰 판매에 의해 점포에 상품을 인도하고, 서비스 (용역 )을 제공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형태) 경우(상기 ❶ 내지 ❸ 형)와 ⓑ 쿠폰 

판매에 의하여 쿠폰 사이트와 구매자간에 상품을 인도하는 서비스 (용역) 제공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상기 ❹ 형)20. 

이 경우 ⓐ의 형태는 쿠폰 사이트는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등을 광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

지만, ⓑ의 형태는 쿠폰 사이트 스스로 공급하는 상품 등의 광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표법의 규제를 받는다. 전술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판매 실적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쿠폰이 적

용되어 가격이 크게 할인된 것처럼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경표법 위반(이중 가격 표시)이 된다고 소

개하고 있다. 

 

④ 제휴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은 「제휴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방법이지만, 어플리에이터

가 자신의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배너 광고 등을 게재

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배너 광고 등을 클릭하거나 해당 광고 등을 통해 광고주의 사이트

                                                                                                                                   

자상거래의표시에대한경품표시법상의문제점및고려사항」(평성14년 6월 5일 일부 개정 , 평성15년 8

월 29일)을 제정하고 있다(현재는 소비자청 소관). 

20 전게주 5의 森의 논문은 이렇게 정리한다. 또한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및정보재거래등에 관한

준칙」에서는 ①채권양도형(쿠폰 사이트가 쿠폰 판매자가 되어 구매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② 판매인프라제공형(쿠폰 사이트가 점포에 쿠폰 대금과  수금 대행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및 ③ 광고수금대행형(쿠폰사이트는 점포의 쿠폰 판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수금 대행

을 하는 것으로 본다)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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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그 신청을 한 경우에 미리 계약한 조건에 따라 어플리 에

이터에게 광고주가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필리 에이터는 제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경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어필리 에이터에게 의뢰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상품 등에는 광고

하는 광고주가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⑤ 소문 사이트 

 

소문 사이트는 인물, 기업, 상품 · 서비스 등에 관한 평판이나 소문 등 이른바 「소문」을 게재하는 인

터넷 사이트이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 서비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

고하는 정보로서 영향력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경표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입하거나 이용하고있는 

소비자 등에 의해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는 소문 정보의 대상이 되는 상품 ·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표법상의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소문 사이트에 스스로 소

문을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른바 「바람잡이」)에는 그 정보가 그 사업자

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 조건이 실제의 물건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

거나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표법상의 부당표시가 될 수 있다고 전

술한 가이드라인에 설명되어 있다. 

⑥  Freemium 

Freemium은 「Free」와 「Premium 」를 조합한 조어로서, 소셜 게임 플랫폼 등의 게임 사이트와 동영

상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되어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

려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게임을 이기기 위해 더 강력한 무기 (아이템)을 사용하

는 등의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서비스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계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용자를 다수 관리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늘

리면 늘릴수록 수익이 올라간다. 따라서 다수의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유료인 부가 서비

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를 

강조하여 고객을 유인한 경우에는 경표법상의 부당 표시(유리하게 오인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취지

가 가이드라인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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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물영업법의 규제 

 

가. 고물영업법을 규제하는 영업 

 

① 고물상 · 고물시장주 

 

고물영업법은 도품 등의 매매의 방지, 신속한 발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고물 영업에 관한 업무를 

규제하고 있으며, 고물상(고물의 매매, 교환, 그 위탁 매매, 위탁 교환) 및 고물시장주(고물상 간의 고

물의 매매 또는 교환을 위한 시장 경영)의 영업을 각각 허가제(동법 3조)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고물상이나 고물시장주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31조 1호). 

 

② 고물경매알선업 

 

이에 대해 동법은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에서 고물의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의 알선을 경매의 방법을 통해 하는 영업을 「고물경매알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2 조 2항 3호, 

동법 시행령 3조). 

고물경매알선업은 고물영업법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고물경매알선업자는 그 주소, 성명 (법인

의 대표자 성명), 영업의 본거지가 될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동법 10조의 2). 

 

나. 고물영업법과 온라인 옥션 

 

인터넷 옥션 사업자는 스스로 고물을 매매, 교환하거나 그 위탁을 받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고

물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물상 간의 고물의 매매 · 교환을 위한 시장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

기 때문에 「고물시장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고물영업법상의 「고물경매알선업」은 이른바 포털 사이트 형태의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염두

에 두고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널리 제공되는 인터넷 옥션 사이트의 서

비스는 고물경매알선업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의 운영자는 상기의 「신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물 판매 알선의 신청

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의 노력의무(동법 21조의 2), 매각하려고 하는 고물이 도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의무(동법 21조의 3), 고물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기록의 작성 및 보

존 노력의무(동법 21조의 3)가 있고, 도품 등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본부장 

등에 의한 고물 경매의 중지명령(동법 21 조의 7 )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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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업법의 규제 

 

가. 여행업법을 규제하는 업무 

 

여행업법은 보수를 받고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의 서비스 제공을 여행자를 위

해서 대리, 중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여행 업무」로 규정하고(동조 2조 1항 3호)21, 나아가 이러한 

업무를 여행업자를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사업을 「여행사 대리업」이라고 한다 (동법 2조 2항).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광청 장관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동법 3조). 또한 이러한 업

무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은 특상법의 적용이 제외된다(특상법 26조 1항 8호ハ).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가 인터넷에서 하는 업무가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 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별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운송 또는 숙박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그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개 또는 중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서비스(이른바 「준비 서비

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여행업법의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하고 업무를 하는 여행 사이트도 있다22. 이 경우는 전술한 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행업에 해당하면 「등록제」외에도 여행업법상의 여행업무 취급 관리자의 선임(동법 11조의 

2), 여행업 약관의 작성(변경의 경우도), 관광청 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동법 12조의 2),  표준 여행 

약관에서의 허가 의제(동법 12조의 3), 거래 조건의 설명의무(동법 12조의 4), 서면 교부의무(동법 12

조의 5), 기획 여행 광고의 표시 의무(동법 12조의 6), 과대 광고의 금지(동법 12조의 7) 등이 의무화 

되어있다23.  

 

나. 여행업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 사이트 

 

                                           
21 여행업자가 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전게서『상거래법』 221면). 

22 온라인 여행거래업자(OTA:Online Travel Agent)라는 업자이다. 「 一休.com」(http:// www.ikyu. 

com/), 「라쿠텐 여행」(http://travel.rakuten.co.jp/) 「Yahoo! 여행」국내 숙박 예약 서비스

(http://travel.yahoo.co.jp/dhotel/sign/) 등이 이에 해당한다. 

23 OTA 내용은 관광청이 2015년 6월에 제정한 「온라인여행거래의표시등에관한가이드라인」에 따라 

①OTA 등에 관한 기본 정보 (명칭, 주소 및 여행업의 등록 여부) , ② 문의처에 관한 사항 (연락처 및 

접수 가능 시간 등), ③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당사자의 계약 형태, 여행 대금 금액 및 지불 방법, 취

소 조건, 약관, 계약 성립시기 등), ④ 계약 내용 확인 화면의 표시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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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플랫폼에서는 숙박과 운송 서비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정보의 표시하

는데 그치고 개별 사업자와의 여행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는 소비자와 여행 서비스 제공 사

업자간에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에서 직접 이루어 지는 형태(전술할 ❶과 ❷ 형태)에서는24 「여행업」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업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25. 

 

(6) 택지건물거래업법의 규제 

 

가. 택지건물거래업 

 

택지건물거래업법(이하 「택건업법」이라 한다)은 ① 택지, 건물의 매매, 교환, ② 택지, 건물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의 대리,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택지건물거래업」(이하「택건업」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택건업법 2조 2호), 국토교통대신(둘 이상의 都道府県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都道府県의 지사(하나의 都道府県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의 

「면허」가 필요하다(동법 3조 1항). 택건업자가 하는 상품 판매와 용역의 제공도 특상법에서의 적용이 

제외된다(특상법 26조 1항 8호ロ). 

「면허」없이 택건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동법 12조 1항). 

또한 택건업자에게는 영업보증금의 공탁 의무(동법 25조), 신의성실 의무(동법 31조), 택지 건물거

래사의 설치 의무(동법 31조의 3), 과대 광고 등의 금지(동법 32조), 거래 형태의 명시 의무(동법 34조), 

중재 계약 체결시의 서면 교부 의무(동법 34조의 2), 서면에 의한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동법 35조) 

등이 부과되고, 나아가 자기 소유 물건의 사무실 등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계약은 쿨링 오프(동법 

37조의 2 )도 인정하고 있다. 

 

나. 주택 정보 사이트와 택건업법 

 

택건업은 전술한 「중개」에 해당하고, 위탁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민사중개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전술 ❸ 형태). 또한 여기에서는 택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의 중개가 이

루어 지므로, 택건업자의 업무는 개별 당사자 간의 거래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4 이러한 것들은 「메타 검색」 또는 「장소 대여 사이트」라고 불리고 있다(관광청 관광과 「온라인여행

거래의표시등에관한가이드라인(OTA가이드라인)의개요」 「국민생활」국민생활센터편 (2015년 10월호) 

10면 참조). 「じゃらん」(http://www.jalan.net/) 등이 그 예이다. 

25 전게주 23의 관광청 「가이드라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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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택 정보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내에서 택지 건물의 매매 · 교환이나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개별 매매, 임대차를 중개하는 것도 아

니다. 사이트는 매각이나 매도를 희망하는 부동산이나 임대부동산의 정보가 표시되며, 개별 매매, 임

대 등의 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개별 당사자(매도인, 임대인 또는 그러한 중개를 

하는 택건업자)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정보 제공형(전술 ❶) 또는 장소대여

형(전술 ❷) 중 하나이며, 택건업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플랫폼 운영자의 민사 책임 

 

(1)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거래의 피해(손해) 발생 유형 

 

플랫폼 운영자의 민사 책임을 고려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

생하는 피해의 발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별로 나눌 수 있고, 종별의 상이에 따라 민사책임의 

주체가 다르고,  내용, 요건도 다르다. 

 

① 플랫폼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이 운영자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자기기인형) 

 

(ㄱ) 시스템 하자 형 

 

예를 들어, 인터넷 옥션 시스템에 하자가 있고, 하자가 없었다면 해당 상품을 낙찰 받을 수 있었는

데 하자로 인해 낙찰 받지 못하였거나 금액이 다른 계약으로 취급되어 버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등 이다. 이것은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와 체결한 이용 계약상의 주된 채무불이행의 문제

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ㄴ) 정보 하자 형 

 

정보 하자 형은 플랫폼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가 표시하거나 제공한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의 정보(표시)를 잘못하거나 혹은 그런 표시를 한 것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한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그 표시가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침해하

는 경우나 판매자 자체의 표시의 착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용역 등에 플랫폼 운영자의 추천과 

추천이 잘못된 케이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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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하는 이용 계약상의 주된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는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많다. 

 

②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 (타인기인형)26 

 

이 책임도 다음과 같이 4 가지 경우가 있다. 모두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하는 이용 계약상의 주된 채

무의 파악 방법에 따른 불이행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의 문제

가 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ㄱ) 대금 등 사취 형 

 

사기꾼이 인터넷 옥션에 상품을 출품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며, 플랫폼에서 일어

나는 거래에서 상품의 인도를 받을 수 없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

랫폼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ㄴ) 목적물의 하자 형 

 

목적물의 하자 유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거나 옥션에서 낙찰받은 상품이 모조품이거나 상

품 자체에 다른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

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ㄷ) 정보의 하자 형 

 

플랫폼에서 거래하거나, 선전 · 광고를 한 사업자가 표시한 정보에 하자(실수 등)가 있거나, 과대 광

고 및 부실 표시, 오표시, 표시 부족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플랫폼을 이

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게재하거나 그러한 거래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 플랫폼 운

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26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피해 유형에서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는 磯村保「인터넷 옥션 거래를 둘러싼 

계약법상의 제 문제」민상법 잡지 133권 4·5호 686면이 있다. 磯村설은 ① 대금 편취형, ② 물건의 하

자형 및 ③ 위법 물품형의 3가지 유형을 들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으로 보면,이에 더하여 물

건과는 상관없는 정보의 하자에 의한 손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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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위법 (제삼자의 권리 침해품) 물품 형 

 

타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거나 인터넷 옥션에 출품

되어 거래되는 것에 의해 그 상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거래에 

관련됨으로 인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후술하는 

「추파춥스  사건」이 그러한 예이다27. 

 

(2)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거래 등에 관한 준칙」의 개념 

 

경제산업성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정보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논점에 대해 현행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개념을 정리한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거래 등에 관한 준칙」(이하 「준칙」)을 

공표하고 있지만28, 이 준칙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준칙이 다루고 있는 쟁점

은 다음과 같다. 

 

가.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 

 

                                           
27 그 자체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인터넷의 사안은 아니지만, 심야 영업을 하는 매장

의 전화번호를 싣는다는 것이 개인의 자택의 전화번호로 타운 정보지에 잘 못 게재되어 피해자가 다

수의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피아 사건)에 대

해, 오사카 고등재판소 평성6·9·30(판례시보 1516호 87면)은 대량 발행 부수의 잡지 출판사는 기사와 

광고의 영향력에 따라 그 게재 형태 및 내용에 해당하는 조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단을 제외한 본 광고의 게재 페이지의 체재를 다른 일반 기사와 구별이 되지 않는 형태 등으로 게

재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광고중인 전화번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출판사도 본문 기사에 준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광고업자에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여, 기사의 편집 행위를 하는 광고업체에 전화번호 확인의 주의를 엄중히 

촉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잘못된 전화번호 그대로 광고 게재를 승낙한 것에 

과실이 있고, 항소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광고 및 출품 행위의 차이는 

있지만, 플랫폼 상의 표시에 의해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중 하나이고,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에 대한 책임을 판단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28 http://www.meti.go.jp/press/2016/06/20160603001/20160603001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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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쇼핑몰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준칙은 쇼핑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① 점포에 의한 영업을 쇼핑몰 

운영자 자신에 의한 영업으로 이용자가 잘못 판단해도 어쩔 수 없는 외관이 존재하는 것, ② 그 외관

의 존재에 대해 쇼핑몰 운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 ③ 이용자의 오인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경

우, 쇼핑몰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29. 이것은 법적책임인 상법 14조 (명

판대여책임) 또는 회사법 9조(자기 상호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 한 회사의 책임)의 규정의 유추 적용

을 책임의 근거로 한다. 

이 밖에 쇼핑몰 운영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쇼

핑몰 운영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준칙 ⅰ .65 ). 

 

나. 인터넷 옥션 운영자의 책임 

 

인터넷 옥션 등 플랫폼에서 이용자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이용자간에 상품이 도착하

지 않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같은 손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준칙은 운영

자가 참여자들 사이의 거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고, 개별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운영자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부

담할 가능성이 있다(준칙 ⅰ.69). 

그리고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준칙」을 예시로 하는 것은 ① 운영자가 이용자의 

출품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이에 따른 출품 수수료와 낙찰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② 특정 판매자

를 어떠한 형태로도 권장하는 경우30, ③ 플랫폼 운영자 자체가 시스템상의 매도인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준칙 ⅰ .71 ~ 72).  ③은 상기의 ❹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의미하지만, ①, ②는 추천

인과 추천의 책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해석된다. 

 

 

                                           
29 이는 슈퍼마켓 세입자인 애완 동물 가게에서 판매하는 애완 동물로부터 앵무새 병에 감염된 소비

자가 애완 동물 가게가 입주해 있던 슈퍼마켓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최고재판소 평

성 7·11·30(민 집 49권 9호 2972면)의 판시이다. 

30 임야상법을 하는 업자의 광고, 선전에 추천인으로서 관여한 배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소화 62·3·30(판례시보 1240호 35면)이 본문과 같은 적극적인 권장 행위를 이유로 불법행

위의 방조 책임을 긍정한 이유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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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책임 

 

가. 자기 기인 형의 손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책임 

 

①  제이콤 주식 오발주 사건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로는 「제이콤 주식 오발주 

사건」(이하 「제이콤 주식 사건」이라 한다) 이 참고가 된다31. 

이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과 인터넷 옥션의 책임이 다투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하여 생각하면, 

인터넷 옥션과 같이 플랫폼에서 참가자간에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 사업자 (상기 

❶ 또는 ❷ 형태)의 계약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이콤 주식 사건은 증권 회사의 직원이 도쿄 증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 한다)의 컴퓨터에 의

한 증권 시장에서 「61만엔으로 1주」의 매도 주문을 내야 했는데, 「1엔으로 61만주」로 잘못 입력하여, 

잘못을 인식하고 약 1 분 30초 후에 취소 주문을 입력했지만 시스템의 결함(버그)으로 인해 취소가 

되지 않았고, 발행 주식 수를 크게 상회하여 매매가 성립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 결제될 때까지의 

거래에서 400억엔을 넘는 거래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증권사가 거래소를 피고로 하여 ① 거래소는 취소 주문에 따라 매도 주문의 취소 처리를 해야할 채

무의 불이행이 있었고, ② 거래 참여 계약상 부담하고 있던 매도 주문을 중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 ③ 매도 주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불법행위상의 매매 정지 조치 의무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

하여 1심은 ③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다음 107억엔 남짓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도쿄지방재판소 평성 21·12·4 판례시보 2072호 54면). 

이에 대해 항소심은 증권사와 거래소 간의 거래 참가자 계약에서는 거래소는 참가자에게 매매 시

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내용은 참가자가 입력한 주문을 기계 반응의 처리

에 의해 대응하는 것이며, 기계의 반응이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 않고, 거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주문을 입력할 때마다 그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

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거래 참여 계약은 중재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어 개별 

                                           
31 이 사건의 판례 평석으로 滝沢昌彦「제이콤 주식 오발주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접하고」 NBL 1025

호 24면. 森田修 「미즈호 은행 대 도쿄 증권 거래소 사건 항소심 판결을 읽다─ 「시장 관리자」의 책

임과 과실 상계 · 중과실」 NBL 1025호 14면. 渡辺達徳 「거래 참가자 계약에 따라 도쿄 증권 거래소가 

증권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제이콤 주식 오발주 사건」사법판례 리마크스 50( 2015 < 

상 > ) 10면, 일본 평론사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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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 처리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항소심은 시스템은 기계 반응의 처리에 의해 주문을 취소 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소는 적절

하게 취소 처리를 할 수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밖에 신의

칙상의 컴퓨터 시스템 이외에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

의 구축 의무(부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의무의 이행에 전문적 · 기술적

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량에 맡겨지고, 현저히 재량의 일탈 등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

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부합 중지 의무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권회사가 오발주 후에 취소 주문을 입력했지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시스템의 버

그로 인해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제공 의무의 불완전이행이라고 하였지만, 면책 

조항에 따라 이러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을 인정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은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의 매매 중지 권한에서 연역되는 거래정지 의무의 현저

한 위반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으로 1 심과 동일한 배상을 인정하였다(도쿄고등재판소 

평성25·7·24 판례시보 2198호 27면). 

 

②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책임 

 

제이콤 주식 사건의 항소심은 즉 증권 거래 시장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에서 그 시스템에

서의 개별 매매 거래 중개인을 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아니라(상기 ❹의 형태가 아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이용하는 "기본 의무 '이며,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안전에 관한 의무가 인

정되지만, 그것은 채무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부수의무의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권 시장의 시스템에서는 매매 주문이 자동으로 매칭되는 것이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보인

다 것부터 하면 거래 성립 별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거래소는 참가자가 개별적으

로 입력한 주문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항소심

의 판단에는 큰 위화감을 가진다. 특히 예금 지불 기계의 시스템에 의한 결함에 관한 게시판이 최고

재판소 평성 15·4·9(민집 57권 4호 337면)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이콤 주식 사건의 항소심의 판단을 전제로 하면 인터넷 옥션 사이트의 경우에는 최고 입찰

자가 결정되어도 직접적으로 판매자와 낙찰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규약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32, 더더욱 「매개」로 보는 것은 어렵다. 

                                           
32 예를 들어, Yahoo! 옥션의 「야쿠오쿠 ! 가이드라인 」의 1.에서는 「본 서비스는 고객 간의 교섭을 통

해 상품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객 간의 상품 등의 판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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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플랫폼 운영자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점포와 구매자 간 또는 옥션 참가자간에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규약 등에 근거한 적절한 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된 거래가 성립해 

버려 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플랫폼에서 참가자 간의 개별 거래의 성립 및 이행에 관하여 플랫폼 운영자

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개별 거래의 내

용에 발 맞추어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발생 방지에 관한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쇼핑몰과 구매자 간 또는 경매 참가자 간의 개별 거래의 채무불이행이나 거래 목적물

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다. 

 

나. 타인 기인형 손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책임 

 

① 야후 옥션 사건 

 

타인 기인형의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 책임이 쟁점이 된 예로서, 옥션 사이트에서 판매

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옥션 참가자가 옥션 사이트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야후 옥션 

사건」이다33.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옥션 사이트는 중개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준위임 · 도급과 유사한 계약) 

책임을 부담하고, 옥션 사이트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

의 환기의무, ⓑ 신뢰성 평가 시스템의 도입에 의한 사기 방지 의무 ⓒ 이용자에게 출품자의 정보를 

제공 · 공개하고 익명성을 배제하여 사기 피해를 방지할 의무, ⓓ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의무, ⓔ 보상 

제도의 충실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중개계약임을 부정하고(항소심도 같은 취지), 「사실 행위를 위임하거나 목적물의 완성을 도

급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준위임이나 도급계약 가능성도 

부정했지만, 한편으로 「본 이용 계약은 본건 서비스 시스템 이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는 제공에 관한 계약은 거래 조건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 때 성립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쿠텐 옥션의 이용 약관 제3조에서는 「당사는 이용자가 상품 등의 출품, 입찰 또는 낙찰을 위한 시

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판매자와 낙찰자 사이에서 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본 

거래에 관한 계약은 판매자와 낙찰자 사이에서 직접 성립하는 것이며, 당사는 본 거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3 1심은 나고야 지방재판소 평성20·3·28(판례시보 2029호 89면), 항소심은 나고야 고등재판소평성 

20·11·11(http://www.courts.go.jp/app/ files/hanrei_jp/035/037035 _hanrei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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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용 계약의 신의칙상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해,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서비

스 제공 당시의 인터넷 옥션을 둘러싼 사회 정세, 관련 법규, 시스템의 기술 수준,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결국 ⓐ 내지 ⓔ 중 의무위반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항소인들이 주장을 보충하여 「출품자와 낙찰자 사이의 매매 계약의 중개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 (피항소인)는 민사중개인이다 」라고 재차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부정되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다34. 

야후 옥션에 대해 위의 나고야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사건 외에 고베 지방재판소  히메지 지

원 판결 평성17·8·9(판례시보 1929호  81면)이 있다35. 

고베지방재판소 히메지 지부의 사건에서 원고는 옥션 사이트에서 출품자의 신용 조사 의무가 있으

며, 출품자의 출품 금액이 크고, 나아가 갑자기 출품 수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출품자의 ID를 정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상법 14조(구23조)의 

유추 적용에 의한 명판대여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옥션 사이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용 규약 및 가이드 라인의 면책 규정은 공서양속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베 지방재판소 히메지 지부는 이용 규약 등은 쉽게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동의하여 거래에 참

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규정은 참가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공서양속 위반도 권리 남용도 인정되

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를 전제로 옥션의 이용 상황으로 보아, 사이트가 징수하고 있는 정도의 

이용 요금으로 모든 이용자의 신용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품을 받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옥션 사이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한, 명판대여책임은이를 긍정한 전개 최고재판소 판례인 평성 7·11·30 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하

                                           
34 야후 옥션 사건에 관한 판례 평석으로는 1심 판결은  久保田隆「경매에서 『장소 공급자』의 법적 책

임」판례시보 2045호 152면. 藤原宏高「인터넷 옥션에 관한 법적 고찰 : 경매 사이트 운영자의 이용자

에 대한 주의의무 (나고야 지방재판소 평성 20·3·28 야후 옥션 집단 소송 판결) ( NBL 883호 26면). 항

소심 판결 내용은 花田容祐 「야후 옥션 손해배상청구 사건(사기피해자에 의한 집단 소송)의 검토」 

NBL 931호 49면 참조. 나아가 옥션 사이트의 책임에 대해 논한 것으로 池田秀敏 「인터넷 경매에 있

어서의 제 문제」신슈대학 법학논집 13호 197면, 松本博 「인터넷 옥션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구

루메대학 법학 64호 77면 등 이 있다. 

35 판례평석으로 銭瀝陽 「인터넷 옥션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쥬리스트 1366호 165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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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지 않았다. 

 

② 타인기인형 손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의 의무 

 

플랫폼 이용상 해당 참가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운영자 간의 계약 책

임으로 생각하면 책임의 유무나 내용은 일반론으로는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소비자) 간의 이용 계

약의 내용에 따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옥션 사이트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플랫폼으로 거래 

장소와 방법의 제공이고,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개별 거래의 성립 및 이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한 제이콤 주식 사건이나 야후 옥션 사건의 각 판결이 판

시하는 바와 같이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지위가 「중개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야후 옥션 사건의 각 판결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개별 거래에서 참여 당사자 간의 계약 미

이행 또는 이행 불능, 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계약 상의 의무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4) 불법행위 책임 

 

가.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① 플랫폼 운영자의 불법행위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상의 손해방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술

한 제이콤 주식 사건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행정 규제상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법에서도 불법

행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에 행해진 행위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의 조사 의무 

 

(ㄱ) 광고 매체(미디어) 광고주의 신뢰성 조사 의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은 널리 일반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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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매 거래 등의 다양한 행위를 하는 「장소」나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보 매체 (미디어)

의 책임에 유사하다. 

정보 매체(미디어)의 책임은 신문이 게재한 광고를 신뢰하고 광고주와 거래를 한 결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광고매체주의 의무(조사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한 판례가 참고가 되었는

데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corporate house 분양 아파트 사건」(최고재판소 평

성 원년·9·9재판집 민사157호 603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파산할 것이 확실한 부동산 판매 회사의 신문 광고를 신용하여 동 회사와 부동산 매

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불하였지만, 회사의 파산 확정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받지 못한 구매자가 광고를 게재한 대형 신문사 등에게 조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구매자들은 대형 신문사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광고 게재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주의 신용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부동산판매 회사의 광

고를 게재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대형 신문사는 높은 조사 능력이 있고, 신문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주체의 신용에 관하여 일반적 조사 의

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계기에 의해 해당 광고주의 신용에 의문이 있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에는 그 신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면 불법행위에 따

른 배상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 사안은 구체적인 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있는 것은 아

니므로 신문사의 조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제공하는 플

랫폼에서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 신용을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 해당 

플랫폼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행할 수 없는 신용 상태

에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시키는 등의 의무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

홀히 한 것에 대한 해당 이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준

칙도 이 사건의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ㄴ) 위치 서비스업자 등의 책임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가상 사무실, 전화 전송 업이나 사설 사서함 사업을 운영하는 업자의 책임

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위치 서비스」와 「사무 대행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의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시스템과 구조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플랫폼 운영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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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주식이나 사채, 펀드 지분의 구입 등을 빌미로 하는 투자 사기 등의 수법

이나 도구로 종종 이용된다. 사기의 도구가 되는 가상오피스나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 등기하거나 

사기의 도구로서 우편물의 송수신처가 되거나 편취금의 수취처로서 가상오피스를 지정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의 위

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로서도 나아가 민법의 불법행위의 문제로서도 가해자의 행위를 방조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계약 상

대방이 어떤 부정행위를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예를 들면, 신분 확인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

았거나 계약상의 주소가 허구임을 알았다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에게도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업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36. 

즉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가 플랫폼에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하고 있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

를 방조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은 없

다는 것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거래에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의 책임 

 

준칙도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 플랫폼 운영자에 명판 대여 

등의 책임(상법 14조, 회사법 9조)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는 광고 매체가 게재한 광고주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광고 매체의 책임이 인정된 선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광고매체가 광고주의 행위에 실질

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광고주가 져야 할 책임을 광고매체에도 인정한 선례 중 하나

                                           
36 현금을 letter pack으로 송부하는 사기 사업과 관련해 letter pack을 수취한 사설 사서함업자 및 그 

대표자의 방조 책임이 인정된 도쿄지방재판소 평성 26·12·1(판례집 미등재), 현금의 송부처로 되어 있

던 사서함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방조 책임을 인정한 

도쿄 지방재판소 평성 28·1·26 (판례집 미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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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주 27 에서 다룬 「피아 사건」(오사카 고등재판소 평성 6·9·30 판례시보 1516호 87면)이다. 

또 다른 하나가 「뉴 공제 패밀리 사건」(도쿄 지팡재판소 소화 60·6·27 판례시보 1199호 94면)이다. 

뉴 공제 패밀리 사건은 공제 조합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고, 관공서의 공제조합에 무료로 배포되는 

월간지(뉴 공제 패밀리)에 「뉴 공제 패밀리 특선 분양지 정보」로 토지 분양 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분

양지의 정보 청구용 바인딩 엽서에 「뉴 공제 패밀리」게재의 분양지는 전부 우량 물건만 있습니다. 빨

리 아래 엽서로 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월간지가 배포된 사안에

서, 이 광고를 보고 분양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가 「뉴 공제 패밀리 사건」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재판소는 「뉴 공제 패밀리」는 「그 명칭이 동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발행의 취지, 기사의 내용, 배포 

방법에서 공무원 공제 조합의 기관지 내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이 신뢰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연유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배포 방법을 취하고 통신 판

매 내지 광고 게재에 의한 이익을 취득하고 경영해 왔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피고들로서

는 피고 회사를 신뢰하고 피고 회사가 추천하는 업자, 물건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고객의 신용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피고 회사는 단순히 광고를 

게재하는 것만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표시하는 등, 고객이 보다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하여 발행 회사의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피아 사건」에서는 광고 매체 자체의 정보 제공과 광고주의 광고로서 표시가 구별되지 않고, 광고

상의 표시도 광고 매체가 표시한 정보의 일부라고 평가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 유책성 중 

하나의 사정이 되어 「뉴 공제 패밀리 사건」은 매체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배경으로 광고주가 판매 상품

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광고 매체 자체의 책임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에 적용시키면 플랫폼 운영자 자신의 표시나 제공하는 서비스

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의 표시 또는 서비스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 운영자가 하

는 표시나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플랫폼 운영자 자신과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권장하는 한편, 동 사업자

로부터 보수나 수수료 등에 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 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

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어떤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그러한 

신뢰를 져 버릴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에게 주의 환기 등을 해서 손상을 회피하는 행위를 해

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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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 운영자의 제삼자에 대한 불법 행위 

 

①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가 이용자 이외의 제삼자의 권리 · 이익의 침해가 되는 경우 

 

플랫폼 이용자의 행위가 플랫폼 이용자 이외의 제삼자의 권리 · 이익의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플랫폼에서 위법하게 저작권을 유통시키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거래된 경우에 저작권자나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것을 이유로 하여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추급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② 추파춥스 사건 

 

이러한 사례에서 선례가 되는 것이 「추파춥스 사건」(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평성 24 · 12 · 14 판례시

보 2161호 86면)이다. 이 사건은 일본 라쿠텐에서 복수의 쇼핑몰이 판매를 위해 상표권의 대상이 되

는「Chupa Chups 」문자열을 포함하는 표장을 붙이고 사이트에 전시한 것에 대해, 동 등록 상표의 관

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상표법 등에 따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인터넷 쇼핑몰이 「단순히 출점자에 의한 웹 페이지 개설을 위하여 환경 등

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시스템의 제공 · 출점자로부터의 출점 신청의 허락 여부 · 출점자에 

대한 서비스 일시 정지 및 출점 정지 등의 관리 · 지배를 하고, 출점자로부터 기본 출점료 및 시스템 

이용료의 수령 등 이익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자가 출점자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르렀을 때, 그 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침해 내

용의 웹 페이지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상기 기간의 경과 후부터 상표권자는 웹페이지의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출점자에 대한 것과 같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 라쿠텐 시장과 같은 판매 방법은 판매자 · 구매자 모두에

게 편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방법인데다 웹 페이지에 표시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타사의 상표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상품의 판매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적고, ⓑ 만일 출점자에 의한 웹 페이지의 출품이 기존의 상표권의 내용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점자가 선사용권자이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거나 병행 수입품이거

나 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출품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웹 페이지의 운영자가 즉각

적인 상표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고는 할 수없으며, ⓒ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벌 법규에도 저촉되는 범죄 행위이며, 웹 페이지의 운영자도 출점자에 의

한 출품이 제삼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 인용하기에 이른 때에는 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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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 웹 페이지의 운영자는 출점자와의 출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웹 페이지의 운영에 의하여 출점료와 시스템 이용료라는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고, ⓔ 웹 페이지의 

운영자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에는 출점자와의 계약에 의해 콘텐츠의 삭제, 출점 

정지 등의 결과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아울러 생각하면, 웹 페

이지의 운영자는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의 지적을 받은 때에는 출점자와 마찬가지로 그 

의견을 듣는 등으로 하여, 그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상표

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출점자와 마찬가지

로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지재 고등재판소의 판단에는 상표법 37조의 간접 침해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의 침해가 

될 행위가 상표법 2조 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 경제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상표법 본연의 논점도 있지만,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가 「장소 

대여」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가 플랫폼 운영자에 의한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37. 

여기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입장이 장소 대여라고 하더라도 (❷ 형태), 그 곳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그것을 근거로 지적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사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조사 결과 플랫폼에서 제3자의 권리 · 이익의 침해가 이루어 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플랫폼

의 이용 정지 등의 손해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다고 해석된다38 . 

이 점은 제삼자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거래를 한 소비자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의 판

단의 경우에도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5) 시스템 책임 

 

가. 시스템 책임에 따른 책임 원인의 객관화 

 

                                           

37 추파춥스 사건의 지적재산 고등 법원 판결 내용은 駒田泰土 「인터넷 쇼핑몰 출점자에 의

한 상표권 침해와 같은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법학 세미나 증간 「속보판례해설Vol .14」

(2014년 4 월) 257면. 

38 인터넷 경매에 무단 출품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

해서는 山本宣之 「인터넷 경매 운영자의 불법 행위 책임」민상법잡지 133권 4 · 5호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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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상기의 피해(손해) 발생 유형에서 「자기기인형」(① 형)의 경우라

면 플랫폼 운영자의 고의, 과실을 가지고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만, 「타인기인형」(② 형)의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라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자의 고의, 과실 등의 주관적 태양

의 유무나 내용이 책임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자의 이러한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플

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한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서술한 대로이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은 다수의 참가자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가자의 행위를 플랫폼 

운영자가 일일이 조사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운영자에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조사 의무,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도 이미 판례에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정한 부담의 분배의 원칙으로 최근에

는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존재를 「시스템」으로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존재로서 전체적,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내용, 성질 및 시스템이 갖는 위험과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등을 감안하

여 이러한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는 견해에 

근거하여 그 설치, 관리, 운영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견해(시스템 책임론)가 승인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이들을 조합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라는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그 복잡성과 기술적 전문성에 비추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

을 경우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책임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시스템을 설치,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다는 생

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시스템 책임에서는 종전의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의 고의, 과실이 책임의 원인이 되어 온 것

을 시스템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 

제공한 것 자체를 책임의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제조물 책임과 마찬가지로 책임 원인을 객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의 제조물이라는 「물건 = 유체물」의 안전성을 문제로 하는 반면, 시스템 책임은 물건

뿐만 아니라 물건을 활용하는 서비스 그 자체와 물건과 서비스의 복합한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시스템의 설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시스템의 설치, 관리의 책임이 문제가 된 판례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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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ATM에서의 예금의 환불에 대해 예금 거래 규정에 현금 카드 뿐만 아니라 통장을 기계에 삽입

하여도 현금이 인출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은행의 과실

로 파악하여 변제를 무효라고 판단했다(최고재판소 평성 15 · 4 · 9 (민집 57권 4호 337면). 

이 사례는 예금 환불에 있어 민법 478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례

이지만,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민법 47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로 하는 

요건인 변제자의 무과실의 판단에 대해, 은행이 무과실이기 위해서는 「환불 시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예금자에 의한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지급 방법에 의해 예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취지를 예금자에 명시하는 등을 포함하여 기계 

지불 시스템의 설치 관리의 전체에 대해 가능한 한도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에 의한 환불을 배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나아가 「이처럼 기계 지불에 있어서는 변제 

수령자의 권한의 판정이 은행 측의 조립 설비 시스템에 의해 기계적, 형식적으로 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보면, 환불 시점에서 통장 등과 비밀번호 확인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

니라 기계 지불 시스템의 이용자의 과실을 줄이고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동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자에 의한 환불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측면 (과실)의 판단 사례이지만, 이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제이콤 주식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신의칙상의 컴퓨터 시스템 외에 안전 조치 등

의 적절한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의 구축 의무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나, 야후 옥션 사건의 1심 · 항소심의 판결이 「이용 계약의 신의칙 상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

한 이용자에게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

는 것과 상통한다. 

 

다. 시스템 책임에 기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책임 

 

① 磯村 保설(이소무라 설) 

 

학설상으로도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은 위 최고재판소 평성 15 · 4 · 9를 인용하면서 플랫폼 운영자

의 입장이 '장소'공급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의미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적정한 관리 · 

운영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이트 운영 업체가 제공하는 출품 · 입찰 · 낙찰 방식이 

구조적으로 이용자에게 특정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한 그러한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에 있으

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의 관리 · 운영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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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39. 

 

② 森田修설(모리타설) 

 

또한 시스템 책임론을 지지하는 정책론적 배경에 대해 제이콤 사건 판결의 판단의 분석을 통해 플

랫폼의 구축, 관리,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을 만드는 계약」과 「시장에 묶인 계약」이 준별되어야 한다

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만드는 계약에는 정보 제공과 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와 해당 시장에서의 개별 거래 내용은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기는,중립 의무에 속한다고 하여,이러

한 긴장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시장 참가자의 일방이 손실을 받

은 경우이지만, 시장 참가자가 B to C의 경우에는 시장 관리자 책임은 예외이지만, 시장을 만드는 계

약 자체가 B to C 형의 경우는 시장에서 맺어지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한편 당사자의 손해를 시장을 

만드는 계약에 따라 시장 관리자에 계약 책임을 인정하는 발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며,이 경우 적극

적 개입 의무와 소극적 중립 의무와의 균형은 전자에 쏠린다는 학설도 있다40. 

 

③ 金山直樹설(카네야마 설) 

 

또한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터넷 판매 시스템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모든 사이

트 운영자가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시스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

스템 관리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전개 최고재판소 평성 15 · 4 · 9 를 인용하면서 사업으로 

재화 교환의 장소를 제공한 자의 책임(시스템 구축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향후 

인터넷 거래 규제의 「기본 원리」로 인정되야 한다고 한다41. 

카네야마설은 인터넷 구매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약관의 우열은 경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플

랫폼 운영자 간의 경쟁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입법에 의한 최소한의 법정 책임으로 규정해야 

하고, 그 경우는 공급자의 책임 제한법의 개정에 의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

고 한다42. 

 

 

                                           

39 전게주 26 참조. 

40 전게주 31 참조. 

41 金山直樹『현대의 계약과 급부』유비각（2013년176면 이하. 

42 金山 전개주 180,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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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책임론의 의의   

 

시스템 책임론은 불법행위법의 책임 원리 내지 책임 요건의 논의로서 판례와 학설상 아직 널리 승

인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법리이다. 

일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실태와 사정을 감안하여 전술한 최조재판소 평성 15 · 4 · 9 와 같이 개

별적으로 시스템 책임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이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에 관한 전술한 학설도 카네야마설은 입법 제안이 중심이고, 

磯村 설, 모리타 설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통설적인 원리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에 그

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의 개별 행위의 위법성이나 권리 침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에 일반적 조사

의무나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강하고, 이러한 의무가 입법론으로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운영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카네야마설이 제안하는 공급자 책임 제한법의 견해에 덧붙여 공급자 책임 제한법의 

제도를 지지하는 Notice and Take Down의 방식을 통해43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삼자로부터 플랫폼 

이용자의 부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업자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이용자에 대한 문의와 반론 ·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

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반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플랫폼 운영

자가 취할 수 있는 회피 방지 조치 (ID 정지 등)를 합리적인 기간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스템의 

하자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하는 제도 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에 일반적 조사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해도, 플랫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포맷은 플랫폼 운영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참가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

어 참가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플랫폼에서 발신하는 정보 및 출품에 관련된 정보 등의 입력 

항목 등도 플랫폼 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이상, 이러한 항목의 내용이나 입력 방법 등

을 정형화함으로써 잘못된 플랫폼의 이용을 상당히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44. 

시스템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 요건의 충족성의 판단을 하거나 혹은 입법에 

의한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3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05846. pdf ) 참조. 

44 전개주 38 6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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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 일본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법제도 및 법적 책임에 관한 학설, 판례에 나타난 논

의를 소개하였다. 

서두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플랫폼의 활용이 그 종류와 양 모두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구조를 운영하는 자의 책임은 법제도의 정비도 아직 불충분하고 책임에 관한 법 논리의 논의도 성

숙되지 않았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의 구축과 법 논리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그 경우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 생활, 사회 및 산업 등의 모든 장면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면 인터넷 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공공재」라고 해야 할 것이며 플랫폼 운영자는 그러한 의

미에서 「공공재의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논하는 데에도 공공 스페이스와 관련된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될 

것이다. 

본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필자의 능력 부족도 있지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예

를 들어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보상 제도나 플랫폼에서 발생한 손해를 참가자에게 분산시켜 전

보하는 보험 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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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I. 서 론

회원에게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송부하여 재화를 판매하던 통신판매는 20세기 말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인터넷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사이버몰1)에서의 거

래로 전환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체 전자상거래 중 모바일 전자상거래(M-Commerce)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2)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광범위한 시장을 제공하는 장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거래

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다. 즉,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

보(신원 및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등)를 기초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3), 모
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사전에 신뢰성

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커다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시장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확보한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그 방식은 위탁판매와 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위탁판매의 경우, 위
탁판매인이 소비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위탁인은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성을 거의 확보할

수 없다. 반면에 중개방식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이용하면서 소비자에

게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소비자 역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마켓을 이용한다. 즉,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를 신뢰하기 보다는 오픈마켓 사업자(통신판매중개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자와 거래를 한다. 그리고 중개업

자 역시 중개수수료를 받지만,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가 이러한 중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

개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4)

1) 사이버몰은 이를 개설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만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폐쇄형 사이버몰과 개설(운영)
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이 소비자 또는 개인과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사이버몰

(오픈마켓)로 구분할 수 있다.
2) 2014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45조 2,440억원으로 전년(38조 4,980억원)에 비해 17.5% 증가하였으

며,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조 8,090억원으로 125.8% 증가하였다(한국소비

자원 시장조사국,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동향 조사」, 한국소비자원, 2015, 1면).
3) 그 대표적인 제도가 2005년 동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결제대금예치제도이며,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

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제3
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수령한 후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형석,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4호, 
2013, 1551면 이하 참조.

4) 그 대표적인 예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이다. 이처럼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환하



- 2 -

이와 같이 오픈마켓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몰에서의 통신판매중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5) 그러나 이 시

장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해결은 폐쇄형 사이버몰에서 발

생하는 소비자피해와 달리 쉽지 않다. 즉, 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자를 신뢰하였기에 그 문

제 역시 통신판매중개자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

라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인 통신판매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 역시 통신판매업자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

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오픈마

켓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가 방관하는 것이 이 시장의 발

전에 있어서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단지 소비자보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은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다. 동법은 통신

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통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통신판매중개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의 법제6)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합법적인 면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동법의 역

할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보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외국

의 법제와 비교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2012
년 및 2016년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입법자 및 동법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

임이 강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7) 그럼 입법자의 입법취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처럼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는가? 특히, 신설된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

자의 책임(제20조의3)은 개정되기 전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책임인 것인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동법상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

는 이유 중 하나가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법적 규율이 통신판매와 비교하여 매우 낮기 때문이다.
5)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접수 및 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5,195건으로 2013년 4,561건

에 비해 13.9% 증가하였다. 또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자가 상위 10개 업체

중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였다(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앞의 조사보고서, 9/20면).
6)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 중 통신판매(distance contract)에서는 통신판매만을 규율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일본 특정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서도

동일하다.  
7) 2016년 3월 개정법의 개정취지로 “카페ㆍ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ㆍ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

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

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청약접수 및 대금결제 등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오픈마

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상 영업

정지 제도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

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3&lsId=&efYd= 
201609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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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전자결제업자등(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배송사업자, 호스

팅사업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사이버몰의 운영자, 결제대금예치업자, 결제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

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및 사업자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통신판

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신

판매중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학계의 해석이 상이하다. 또한 통

신판매중개자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8) 따라서 현행 규정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적

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금번 신설된 규정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신설인지 아니면 현행 규정과의 중복 내지는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입법목적

인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보호를 가장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고도의 입법적 기술이 발휘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광고는 필연적이다. 통신판매중개와 관련한 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누가 부

담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중개

업자의 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및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법의 내용분석과 더불어 그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법상 통신판매중개를 비롯

하여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의를 살펴본다. 둘째, 일부 거래에 대해 동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

지 않으며, 이에는 통신판매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정의분석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

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의 내용이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관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

펴본다.

8) 통신판매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병준, “한국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상 규율대상의 현황과 과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2015, 16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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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신판매중개 등에 대한 정의

1. 통신판매중개

(1) 통신판매의 정의와 유형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

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의 유형은 사이버몰

이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 광고수단제공형 통신판매중개 및 정보제공 또는 거래관여형 통신

판매중개로 구분된다.9)

(2) 통신판매와의 관계

통신판매는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하고,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10) 따라서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화에 관한 당사자간 계

약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3자가 조력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다. 그
러나 통신판매중개는 당사자간 통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계약인 통신판매가 존재하여야 한다. 물론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개의뢰자

(판매의뢰자 및 구매의뢰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간의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중개계약

이 반드시 유상일 필요는 없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자가 상인일 경우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

9)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으로 사이버몰 이용허락자, 정보제공형 알선자, 거래관여형 알선자로 구분하

고 있는 견해로는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9, 5~8면.

10)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청약을 받

아야 만이 통신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자가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상 통신판매가 아니

게 된다. 이러한 정의방식을 취하는 입법례가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이다. 동 지침상 격지계약

(distance contract)은 계약체결시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격지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동 지침 제2조 (7)). 반면에 일본 특정상거래법

에서는 통신판매를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아서 행하는 상품등의 판매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통신판매의 정

의에 있어서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러한 정의방식은 문제가 없는가? 유럽연합 소비

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격지매매의 정의에서 소비자를

포함시키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단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

래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및 일반 개인간 거래까지 규율한다. 그런
데 통신판매의 정의에 소비자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일반개인간 거래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

하더라도 통신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더라도 통신판매중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라고 하는 것은 입법적 모순이다. 따라서

통신판매 정의에 있어서 소비자라는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동법 제

3조 제1항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개인간 통신판매를 포섭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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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상법 제61조), B2C 통신판매에서의 통신판매중개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판매의뢰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상 문제점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의 유형에 대해 사이버몰 이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 광고수단제

공형 통신판매중개 및 정보제공 또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
이버몰 이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의 경우 오프라인과 비교한다면 매장임대차에 해당한다.11) 
그러나 매장임대차만으로 이를 중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이를

중개라고 하고 있기에 과연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동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과 알선이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의 내용상 이러한 방법과 알선을 별개로 해석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즉, 알선의 방법으

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방법과 별도로 알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몰 이용허락 그 자체가 알선의 일 형태이다. 그 결과, 매장임대

차가 중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광고수단 제공형 또는 광고제공형 통신

판매중개의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와 광고를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광고매체사가 타인의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정보를 게시하였을 경우에

동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이지만, 이는 광고사업자이다. 즉, 광고만 한 것이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신판매중개라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12)에
따르면 “A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B여행사를 위하여 여행상품에 대

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B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A카드사

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에는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 Ⅱ. 일반사항 2.). 따라서 A카드사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를

하고 있는 방송사 또는 신문사 등은 모두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그 결과, 동법은 광고와

통신판매중개를 구별하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1) 개념의 신설

2016년 개정되기 전 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만 있었을 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었다. 2016년 개정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신설하였다. 다만, 정의규정(제2조)에서 신설한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에 신설하였다.

11) 같은 의견으로 오병철, 앞의 글, 5면.
12) 개정 2015.7.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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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중개자에 대한 정의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다(동법 제20조 제1항). 따라서 통신판매중

개를 하는 모든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영리성을 비롯하여 업으로 이를 행할 것이 요구

되지 않는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후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비롯하여 통신판매중개

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까지 포함한다. 그 결과, 반복의 의사없이 당사자간의 통신판매

를 중개하는 경우도 동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반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동조 제2항).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 중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금번 개정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와 업으로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였다. 물론 동법이 아닌 일반 계약법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개념 구별은 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소비자보호법이며,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를 동법

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개정되기 전

법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

는 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

를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인(을)의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지인(병)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갑이 통신판매업자라고 한다면 1회의 경우라도 소비자의 혼란(누가 통

신판매업자인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율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법상 통

신판매중개자는 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신판매에 관

한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되어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이
러한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와 동일하게 동법상 규율을 받게 된다. 특히, 통
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13)

13) 독일 민법(제652조 이하)과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중개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상법에서는 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행위의 중개와 중개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

중개와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의 중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에 민법

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중개를 추가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법무부 민

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下」, 법무부, 2013, 33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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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1) 양자의 동일성 여부

동법 제3조 제3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간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의2 제3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양자는 상이한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것인가? 전자는 통신판매업자이며, 후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이다. 따라서 이 자체만을 본다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핵

심은 행위이며,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타인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를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자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와 동일

하다. 즉,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통신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법 제3조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

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
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

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

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

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

접 받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 제20조제2항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를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

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

매중개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

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

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일반사항 2.). 이
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과 달리 학설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이중적

지위를 갖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B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A는 B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이다. 따라서 A는 통신판매

업자이자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지위를 갖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판단한다면 해당 거래에서 누가 통신판매업자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의 사이

버몰에서 B의 재화에 대한 광고와 청약의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A와 B는 모두 통신판매업자이다. 그러나 동법상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

의 정의를 살펴볼 때, A는 통신판매중개자일 뿐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 즉, 동법에서는 정

보의 제공 및 청약의 접수 등을 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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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학설은 매우 큰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학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의 일유형을 통신판매업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

가 있다. 즉, 광고를 통해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수령하는 것

을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의 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신판

매이자 동시에 통신판매중개라고 보는 것은 동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

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거래를 전제

로 하며, 그 중 일부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행위하면서 다른 거래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II. 동법의 적용배제와 통신판매중개

1.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의 이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

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즉, 동 규정에 따라 동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은 자는 통신판매중개만을 하는 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또한 자신의 통신판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타인의 통신판매에 대해 중개를 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적용배제규정인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의 적용대상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

업자이다. 따라서 동 규정(제3조 제3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의2 제3항 때문이다. 즉, 동 규정에서 “통신판

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

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아

니기 때문에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동법 제20
조의2 제3항에 의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적용배제대상규정과 제20조의2 제3항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일치하여야 한다. 즉, 
원래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0조의2 제3항에서 그 적용을 인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제3조 제3
항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규정과 제20조의2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규정이 일치해야 만이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동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규정에 있어서 제12조(제3조
제3항)와 제19조(제20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동법 제12
조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이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의

무이다. 또한 그 의무는 소비자에 대한 의무가 아닌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3항에서 제12조를 규정한 것은 입법적 오류이다. 또한

제19조는 제20조의2 제3항에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본래 적용대상은 통신

14)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제2권 제2호, 2015,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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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제3조 제3항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

이 있지만, 동법 제3조 제3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배제한 것은 제20조의2 제3항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규정의 불일치성은 입법자의 입법실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2) 적용배제의 타당성

동법의 일부가 적용배제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이다. 
통신판매중개는 중개(판매 및 구매)의뢰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간

통신판매중개,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 및

일반 개인간 통신판매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구매자 중 사업자(상인)의 경우에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간 통신판매중개는 동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3 유형의 통신판매중개가 동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 규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동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

및 일반 개인간 통신판매중개이다. 물론 이러한 중개는 통신판매업자가 포함되지 않는 거래

이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통신판매중

개를 통해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판매자의 지위를 살펴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

개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적으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부과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픈마켓과 같은 유형의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판매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할 뿐이며,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

2.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한 적용배제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

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4항).

(2) 적용배제대상의 추상성

동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는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

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에 관한 카달로그를 배

포하고, 소비자가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 규정은 용

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동 규정의 역할은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만, ‘일상 생활용품’ 또는 ‘인접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용배제규정의 추상성은 동법의 적용대상을 불명

확하게 한다.15) 
15)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선문대학교, 2015, 265-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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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배제의 타당성

인접지역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역시 비대면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동법의 핵심적인 규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 중 일부

의 거래(음식료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6)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그 자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통신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제17조 제1항)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보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다. 특히, 중개에 관한 규정(제
20조 및 제20조의2)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 기본적인 내

용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점은 합리적 이유없이

통신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 소비

자권리지침에서는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거래와 지침의 적용대상이지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음식료에 대한 통신판매에 대하여는 지침의 적용대상이지만, 
청약철회의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16조 (d)).17) 따라서 동 지침상 통신판매

업자는 음식료에 대한 거래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담한다.

(4) 제20조의3의 적용 여부

2016년 개정에 따라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인 동법 제20조의3
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지만, 인접지역에의 거래에 대해 적용이 배

제되는 규정에는 제20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인접지역에의 통신판

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동법 제20조의3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청약을 접수한 경우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적용되

는 규정은 제7조와 제8조 등이기 때문에 동법 제3조 제4항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는 제13조 제2항 제5호(청약철회)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약확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동법 제20조의3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그 책임은 보충적 책임이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를 이행할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

서 제13조 및 제14조는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의3 역시 인접지역에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

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청약을 접수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16)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배달앱이다. 즉, 사이버몰 또는 앱

(App)을 통하여 배달음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주문을 할 경우에 해당 음식점으로 주

문정보를 전달하고,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배달앱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며, 음식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달앱은

음식판매업자의 인접지역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동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음식료의 인접지

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형석, “배달앱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70~71면; 정진명ㆍ남재원, 
“배달앱 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2015, 217면).

17)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은 음식료에 대한 통신판매의 경우, 지침의 적용배제대상과 청약철회배제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지침 제3조 제3항 (j), 제16조 (d)). 다만, 지침의 적용배제대상은 모든 음식

료가 아니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즉시 섭취하며,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가정에 배달되는 음식료에 국

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가정에 배달되는 우유, 건강식품 등이 있다(김중길, “EU
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비교사법」 제22권 제2호, 2015, 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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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법상 다양한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와의 관계

1. 동법상 사업자의 유형 및 적용대상 규정

동법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단지

통신판매업자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 등이 관여한다. 물론 통신판

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그 중 하나이지만, 오프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

자가 이러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초이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유형은 전자상거

래를 하는 사업자, 전자결제업자등(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배송

사업자, 호스팅사업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사이버몰의 운영자, 결제대금예치업자, 결
제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통신판매중

개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

자 및 사업자 등이다. 이러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동법의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사업자의 유형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규정

사업자의 유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 규정

사업자 동법 전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제5조 제4항 ~ 제7항, 제6조, 제7조,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제32조의2, 제34조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제8조
배송사업자 제9조 제1항
호스팅사업자 제9조 제2항, 제3항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제9조의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제10조
결제대금예치업자 제18조, 제24조
결제업자 제18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제18조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제18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제24조

2. 동법상 유형별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관계

(1) 사업자

동법상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는 자이다(동법 제2조 제6호).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정의와 동일하지

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정의와 상이하다. 독점규제법에서는 사

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

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독점규제법에서는 일정한 일을

업으로 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를 업으로 하

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된다. 이는 사업자의 요건인 “일”과 “업” 중 “일”만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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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법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동법 제20조 제2항). 그럼 통신

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

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며, 통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따
라서 알선이라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신

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와 이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

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자는 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동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지만, 중개행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동법상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할 경우에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즉,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전자문서를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에 광고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통

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18)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동법 제8조 제1항). 전자적 수단에 의해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대금결제를 말하지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동 시행령 제7
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서 그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서 오

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동법상 전자결제업자 등에 해당한다.

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

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정보처리시스

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

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

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

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를 하

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

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

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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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송사업자

배송사업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오픈마켓에서 유체물에 대

한 거래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행하는 용역에 대한 거래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배송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행이 가능한 재화의 경우에 오

픈마켓에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가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

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배송사업자에 해당한다.

(5) 호스팅사업자

호스팅사업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9조 제2항).19)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

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일부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중개

를 하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동법 제9조
의2 제1항). 여기에서의 게시판은 사이버몰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은 2016년 3월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이버몰 이외에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

공자에 해당한다.

(7) 사이버몰의 운영자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을 사이버몰이라고 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사이버몰은 그 운영자만이 재화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폐쇄형 사이버몰)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개방형 사이버몰) 및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

비자와 거래하는 경우(개방형 사이버몰)를 총칭한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 개방형 사이버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이버몰의 운영자에 해당한다.20) 

19) 호스팅이란 자신의 인터넷 서버를 이용자에게 할당해 주고 이용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호스팅사업자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웹서버를 개인 또는

개별업체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사업자이다. 호스팅사업자의 영업형태로는 웹호스팅(서버의 일

정공간을 여러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서비스), 서버호스팅(서버를 단독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

스), 코로게이션(서버를 구매하고 IDC 환경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쇼핑몰호스팅(웹호스팅 서비스+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메일호스팅(도메인 메일 ID를 부여하고 메일서버의 일정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 스트리밍호스트(동영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의 미디어임대 서비스) 등 다양하게

분류가능하다(한국소비자연맹, 「호스팅업체의 운영실태 현황과 소비자보호 협력 의무 부과방안 연

구」, 공정거래위원회, 2010, 10~11면; 윤주희,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호스

팅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14집 제3호, 2011, 162면 이하).
20)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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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제대금예치업자

결제대금예치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동
법 제13조 제2항),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이러한 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결제대금예치제

도는 비대면거래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사기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 2005년 동법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동 제도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적용되지만, 통신판

매업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중에

서 어느 하나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적 필수 사항이다(동법 제13조).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직접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소비자의 구매확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는 동법상 결제

대금예치업자에 해당한다. 

(9) 결제업자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21)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결제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상

결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면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결제대금예치업자이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면서 통신판매업자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이에 해당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마켓 운영자는 결제대금예치

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11)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면서 소비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한 자이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의 유형에 소비자의 청약을 수령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 그러나 이 경우는 통신판매업자의 수동대리를 의미한 것이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승낙한 경우(능동대리)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

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아

닌 통신판매업자의 지위(약정통신판매업자)22)를 갖게 된다. 
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오픈

마켓 운영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

야 하지만,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동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1)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

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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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지만, 그 적

용대상에 대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

래에 있어서 단지 통신판매업자만이 이 분야의 거래를 전담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사

업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이지만,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단지 통신판매중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중개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동법의 규정이 당연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문
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금번에 신설된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

(제20조의3)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부담하는 의무

중 하나인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한다.

V.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23)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1)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 대한 표시의무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

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그 방법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된다. 공통사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

기 화면에 알리는 것이다. 개별사항으로는 첫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

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리는 것이다. 둘째, 통신판

매중개자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알리는 것이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에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리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식으로 알릴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중개업에서 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

한 정보의무와 상이하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는 후술하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제공이다. 
22)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협의의 통신판매업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

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약정통신판매업자)로 구분된다(동법 제2조 제3호).
23)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고형석, 앞의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

호”, 120~140면)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금번에 신설된 규정인 제20조의3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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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 이유

는 무엇인가?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이용

하는 이유는 통신판매업자보다 통신판매중개자를 더 신뢰하며, 그 거래상대방이 통신판매중

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표시의무는 통신판매중개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원정보제공의무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법 제

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

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

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및 해당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

매중개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공인인증기관 또

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해당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

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

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

25조).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및 신용도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사

업자인 경우와 일반 개인인 경우로 구분된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통신판매중개의뢰인이 일반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의 제공이다. 
이러한 점은 중개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점과 상이하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신원정보 등의 제공으로 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할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

보이다. 그러나 중개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것만이 아닌 거래를 알선하는 것

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재화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역

시 제공하여야 한다. 즉, 통신판매중개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재화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를 결정할 수 없지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를 제공하

도록 하거나 그 내용이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신원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

24)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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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에 적합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 볼 수 없다.25)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주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26) 그
결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역시 중개이며, 중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다. 물론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지만, 이를 규율하고 있다면 중개의 본질에 적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분쟁해결절차 마련의무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

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

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

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0조).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

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25)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

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

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

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ㆍ전기ㆍ가스

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

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

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

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법 제25조).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

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

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

은 그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

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와 같이 중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에서는 중개인에게 단지 중개의뢰인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하는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6) 개정전 법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라고 규정하

였다. 그 결과,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중개의 본질에 반한다

(고형석, 앞의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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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

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하

여야 한다.27) 셋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

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

다(동법 제20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5조의2).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를 통하여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을 처리할 의

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통플랫폼을 장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 그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고

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10영업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통보하

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이 30일이며, 이를 연장할

수 있음과 비교할 때, 단기간이다(동법 제66조). 따라서 그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

로 10일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소비자에게 통

보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 개정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절차 마련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1회의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의무부과라고 판단되며, 통신판

매중개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1)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20조의2 제1항).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자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28) 

27) 동법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표현상 문제가 있다. 즉, 사이버몰은 고지의 상대방이 아니며, 분쟁해결기준을 게시할 장소이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의 게시장소는 사이버몰로 국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기 위해 사이버몰을

개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 
28) 2013년에 개정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에서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시,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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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상기의 연대책임은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통신

판매중개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오인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 점만을 본다면 민법

등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

실상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 즉,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사실을 표시하

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하

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동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물론 통신판매업

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한다면 채권자인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

는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인 경우, 채무자

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증명한다. 즉,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없음

을 증명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29) 그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국한되는가? 그러나 동 규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한정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 역시 포함된다.30) 다만, 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국한하기

때문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배제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 규정

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그 증명책임에 있어

서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

여는 소비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게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유리한 약정을 만든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을 인지했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그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동법 제44조)(http://koreachina.mke.go.kr/ViewControl?fm=1&idx=36511&board_no=7).
29) 전병서, 「요건사실 민사법」, 법문사, 2011, 13-19면.
30)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의 책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견해(나지원, “통

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인터넷법률」 제29호, 2005, 115면;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

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2001, 274면; 이충훈ㆍ이성

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홍익법

학」 제15권 제3호, 2014, 213면)와 불법행위책임까지 포함하는 견해(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2010, 130면)로 대립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으

로 제한한다면 그 증명책임은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부당한 표시광

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켰고, 그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경우에 채무불이행책

임설에 따르면 이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물론 동 규정만을 본다면, 이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후술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자

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주로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의한 것이며, 이는 불법행위책임이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의2 제4항 등을 고려할 때, 제20조의2 제1항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당해 계약과 무관한 불법행위까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은 당해

계약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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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통신판매중개의

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지는가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요건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책임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정보미제공에 대한 책임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

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0조의2 제2항).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 또는 열

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책임의 주체는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다. 즉, 
책임부분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의 주체는 통신판매업자

인 통신판매중개자이기 때문이다.31) 이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 위반

에 따른 책임은 동법과 상법의 내용이 상이하다. 즉, 상법에서는 중개인에게 이행책임을 부

과하고 있지만(상법 제99조), 동법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물론 통신판매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자

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단지 재산상 손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면책요건(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

우)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법과 동법이

동시에 적용되는가? 양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법은 상법에 대한 특

별법이다. 다만, 동법은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

래 또는 통신판매의 경우에 동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동법 제4조). 따라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31) 개정전 동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20조
의2 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규정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이충훈ㆍ이성훈, 앞의 글, 218면). 그러나 동법 제20조의2 제2항의 책임은 제20조 제2항을 위

반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책임의 주체는 모든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인 통

신판매중개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법에

서도 이러한 불일치는 발생한다. 물론 그 해석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러한 논란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입법에 있어서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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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상법과 동법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유리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동법보다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동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즉, 상법은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며, 동법

은 특수한 유형의 중개를 규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법은 상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

여 그 이상의 내용, 즉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했다. 그러나

동법의 내용은 일반법인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4조
에 따라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 규정은 최소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소비자보호

에 충실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목적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지위에 따

라 세분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인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만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없다. 즉,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

지만,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인 경우로 국한된

다. 따라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의무에 있어서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중 그 법적 지위에 관한 정보(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와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하여는 이행책임과 더불어 청약철회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약철회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청약철회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는 제한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

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인은 통신판매중

개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

는 것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적절한 책임부과라고 판단된다. 

(3)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

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32)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동법

제20조의2 제3항).

32)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

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 및 소비자에게

그 사실의 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약정의 내용은 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

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공정위는 그 약정

의 내용에 대해 동법 제20조의2 제3항 전체(본문 및 단서)라고 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와 통신판매중개자간의 약정의 내용과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에 대한 면책요건이 상이함에도 불

구하고, 그 법조문의 내용 모두를 약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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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

다.33) 동 규정은 일응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문제점

이 지적된다.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인 통신판

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민법 및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

판매중개자는 동 규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통신판매업

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 ②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 및

③일반 개인간 통신판매중개이다. ①의 경우는 제20조의2 제3항 단서에서 통신판매중개자

와 통신판매업자간 합의와 소비자에게의 고지만으로 면책되며, 실제 대다수 통신판매중개자

는 이에 대한 합의와 고지를 하고 있다.34) 또한 ②와 ③의 경우는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

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결과, 동법 제20조의2 제3항
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한다

면 동 규정이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입법자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게 중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동법 제3조 제3항과 제20
조의2 제3항은 모순이다.35) 즉, 제20조의2 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하면서 단서에서 상기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책약정과 고지

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는 것은 ②와 ③
의 경우이지만, 이것도 제3조 제3항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만일 ②와 ③의 경우도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36)라고 한다면 입법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기

33) 동 책임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과는 무관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며, 
여기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이란 통신판매 당사자로서의 통신판매업자로 해석할 여지(통신판

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고지하였기 때문에 의무위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비

판하고 있다(박수영,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의무‧책임”, 「법학연구」 제38호, 2013, 262면). 
34) 옥션의 경우, 판매회원약관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G마켓과 모바일G마켓을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자와의 거래

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

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고 규정하여 판매회원과의 계약에서 회사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37조 제1항). 또한 옥션 홈페이지 하단에서 “옥션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옥션은 상품 ·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 표

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면책에 대한 고지도 하고 있다(http://www.auction.co.kr/?redirect=1).
35) 나지원, 앞의 글, 116-117면; 이충훈, “인터넷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 제38

호, 2007, 43-44면;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법조」 제641호, 2010, 158-159면; (사)기술과법 연구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3, 21면. 
36) 동법 제3조 제3항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소비자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

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우 정치한 입법기술에 의한 규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병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 현황과 과제”, 「외법논집」 제32집, 2008, 281-282면). 이와

같은 취지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5 한국인터넷산업규제백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5, 
162면. 이러한 견해처럼 동법 제3조 제3항에서 일반개인간 통신판매에 대한 중개에 있어서 통신판

매중개자의 책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하더라도 적용배제 규정 중 제19조에

대하여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즉, 동법 제19조 역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

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외의 규정(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은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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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다. 즉,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해 부담한다. 만일 동법 제20조의2 제
3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통신판매업자

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20조의2 제3항 본문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자

에게 그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처럼 규정하면서 단서와 제3조 제3항에서 이에 대한 면책 및

적용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동 규정이 없는 것과 동

일하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물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요건이 매우 엄

격하다면 제20조의2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의 합의와 소비자에 대한 고지만을 면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쉽게 면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

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법 제20조의2 제3항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적용

범위에 있어서 모든 통신판매중개로 정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

인 경우로 한정한다. 즉, 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 동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

합하지 않다. 둘째,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 모든 통신판매중개자로 할 것이 아니라 거래관여

형 통신판매중개자로 한정한다. 즉,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를 중개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셋째,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12조부터 제18조로 할 것이 아

니라 제17조 및 제18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12조는 공법상 책임이기 때문에 사법

상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동 규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정보제공의무 및 착오방지조치

의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정할 사항은 청약철회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규정하더라

도 통신판매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보다는 보충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

가 있다. 즉,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고, 만
일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거나 재화를 반환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에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

소ㆍ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

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더라

제20조의2 제3항 본문에 의해 통신판매중개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3조 제3항에서 그 적용을 배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에 대하여 제2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떠한 근거에서 제19조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만일 동법 제3조 제3항이 제20조의2 제3항과 무관하게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간의 통신판매중개

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한다면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20조의2 제3항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제3조 제3항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제20조의2 제3항에서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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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금 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에게 행사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7조, 제29조).

(4)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

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

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동법 제20조의2 제4항).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

자는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하여

광고를 하였지만, 그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거나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로의

연결 등 중개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등이다. 또한 통신판매중개

자가 당사자의 통신판매에 관여하여 청약을 받거나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단지 채무불이행책

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에 국한)도 연대하

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사실상 사용자책임 등과 유사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3.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1) 2016년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

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14조 제1
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동법 제20조의3). 첫째, 통신판매중개업

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정보(청약철회등)의 제공,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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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분석

1) 보충적 책임

금번 신설된 규정은 통신판매에 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통신판매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한다. 물론 제12조
이하의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합하다.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은 전적으로 운영자가 담

당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판매시스템을 이용할 뿐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을 비

롯하여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준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현실과 맞지 않다. 반면에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 통신

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제7조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이며, 소비

자로부터 청약을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경우에 동법 제7조에서의 사업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물론 계약의 당사자는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동 규정상 사업자

는 통신판매업자도 포함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업

자도 포함된다. 또한 제8조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에게 적용되며,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결제업자등에 해당한다. 물론 소비자가 은행, ATM, 은행 홈

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업자에만 해당하

지만, 오픈마켓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결제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관여형 오픈마켓 운영자는 동법 제7조와 제8조에 대해 이미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법에서 이를 재차 규정하면서 보충적으로 책임으로 규정한

결과, 1차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2차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기초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동법상 어떠한 지

위에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

며,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적용배제

금번 신설된 규정이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

석한다면 동 규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 결과, 통신

판매중개의뢰자가 일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제20조의3이 적용되지

않고, 제7조 및 제8조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7조
및 제8조는 단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의 신설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은 금번에 신설된 규정이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동법 적용에 있어서 더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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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통신판매관련 광고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1)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특성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통

신판매업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소비자가 정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37) 물론 비대면거래라고 하여 반드시 사업

자의 정보(광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없이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재화에 관한 주문을 하고, 사업자 역시 이에 대한 승낙을 하거나

바로 재화를 배송하는 경우 역시 비대면거래인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 사

업자의 사전 정보제공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있기 전에 사업자의 광고가 존재한다. 
이러한 광고는 비대면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재화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

는 마케팅에 해당하며, 소비자 역시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오류의 선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38)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오인에 기초한 오류의 선

택을 하게 된다. 물론 통신판매라고 한다면 광고주체는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39)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에서

광고주체가 누가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광고

주체일 경우에 다른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 2015. 7.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 7호)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로 규정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방식에 있

어서 비대면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Ⅱ. 일반사항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

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그러나 정보제공수단 중 하나인 전단지 등은 대면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통신판매에 있어서 정보제공방식으로 비대면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전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의 정의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사전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통신판매에서 과연 사업자의 사전정보제공이 필수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정보제공을 요건으로 한 결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정보(광고성 메일 또는 링크 등)제공없이 사

이버몰을 검색 등을 통해 직접 사업자의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해당하는가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판매의 정의에서 사

전정보제공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

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39)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무과실책

임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따라서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

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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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통신판매중개라고 하더라도 통신판매를 위한 정보(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재화등에 관

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40)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력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예인 사이버몰 이

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에서 통신판매를 위한 정보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한다. 통신판매중

개업자(오픈마켓 운영자)는 입력된 정보를 소비자가 검색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자

는 통신판매업자이다. 그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 것인

가, 즉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의 책임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후술한다.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41)를 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광고 전반에

대해 의뢰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한 경우이다. 둘째
는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제작하였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업

40)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기 위해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정보

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현재 시행령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다(동법 제13조 제1항).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된다(동조 제2항). 그러나 이를 양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해 의문이며, 이 내용은 표시광고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표시광고법에서는 중요정

보고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5항).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표시광고할 때, 사업자의 신

원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광고메일을 발송할 때, 표시광고법상 중

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통신판매가 비대면거래라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양법의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
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재화 등에 따라 제공할 정보가 축소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

원회고시 제2015-17호, 2015.12.31., 일부개정)이며, 동 고시에서는 거래방법 또는 재화등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동 고시를 통해 충분히 해

결하고 있다.
41)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는 적극적 방식과 소극적 방식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소극적 방식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 부당

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2015.10.23., 일부개정)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와의 관계에서 “사업자 등이 법 제4조 제1
항에 따른「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기준의 “중요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이를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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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이다. 전자의 예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한 경우이다. 이 경

우 통신판매중개자는 광고제작사 및 광고매체사의 지위를 갖는다. 후자의 예로 통신판매중

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프리미엄상품 등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광고매체사의 지위를 갖는다. 통신판매중

개시장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문제는 대다수의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1) 사법적 규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 사법적

효과는 크게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 효력으로 구분된다. 먼저, 손해배상책임으로 부당한 표

시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광고주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그 책임의 법적 성질은 민법의 경우라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고의 또는 과

실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에서는 이에 대

한 특칙으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만, 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피해자인 소비자가 그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

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
조). 그 다음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소비자는 해소(무효,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광고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취소의 요건 또는 해제권 발생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판례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해 부정

하고,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42) 일본의 경우, 소비자계약법에서 중요정보를 제공

하지 않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소비자취소권을 부여하고 있다.43) 

(2) 공법적 규율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 공법적

효과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시정조치(권고 또는 명령)(제31조, 제32조)44), 임시

42) 대판 2015.7.23.,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 등.
43)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취소권에 대해서는 고형석,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

자보호”,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0, 10~11면 참조.
4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이다(동법 제32조 제21항).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

업자에 대해 복수의 시정조치(법 위반행위의 시정과 공표명령 등)를 부과하고 있으며(공정거래위원

회, “보도자료 : 내 이용후기는 어디로? ･추천 음식점 알고보니 광고상품 !”, 2016년 7월 29일, 8면), 
판례 역시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대판 2014.6.26, 2012두1525 판결 등). 그러나 공정

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동법을 위반한 것이다. 즉, 동법에서는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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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제32조의2), 과징금(제34조), 과태료(제45조 제1항 제1호)를 부과할 수 있다. 둘
째,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제7조), 동의의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을 부과할 수 있으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법 제17조 제1호). 양법상 공

법적 규제의 차이점으로, 표시광고법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럼 통신판매분야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

업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형사책임과 행정법상 책임이

별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 과태료를 구분하고, 양법 모두 위법행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표시광고법보다 그 제재의 정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거래보다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불법성이 낮다고 한다면 이러한 입법조치는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거래에서의 부당

한 표시광고에서의 불법성보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불법성은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규제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과징금에 있어서 표시광고법은 위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 또는 불법이득 환수의 효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은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제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금번 개정 전자

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발생하

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요건을 표시광고법보다 더 엄

격하게 규정한 결과, 이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사업자의 위법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

고자 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표시광고법과 달리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45)

3.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판례 및 심결례

(1)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판례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위법성46)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에 표시광고법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

문에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4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

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6) 대판 2014.6.26, 2012두1525 판결. 같은 판결로는 대판 2014.6.26., 2012두1815(에스케이텔레콤 주식

회사 :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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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
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

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

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옥션 사이트의 ‘옥션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판매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중개의뢰자가 원고로부터

‘프리미엄’ 및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비자에게 옥션랭킹순이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 모두를

고려한 정렬 기준으로서, 판매자가 노출강화 활동을 하는 경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함”이
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프리미엄’ 및 ‘프리미

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다는 점을 제대

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품질이나 고객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자

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47)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브랜

드를 묶어 옵션가 판매방식으로 등록하면서 다른 브랜드 슬리퍼의 기본가격인 7,9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여름용 캐주얼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과
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

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

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회사가 배너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광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광고를 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면서 반

47) 대판 2012.06.28, 2010두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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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

당하다. 

3)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48)
원고는 오프라인(off-line)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유통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에 진출

한 사이버몰과는 달리 인터넷 포탈업체(http:// www.daum.net)에서 출발하여 사이버몰 다

음(http://shop.daum.net)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품구매, 재고관리, 물류, 판매 등

을 하지 않는 임대형 사이버몰로 알려져 있는 사실, 원고는 수호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원고 운영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그 이용자

에게 상품의 관련 정보를 전시 또는 게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되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

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소외인은 원고가 정한 웹디자인상의 등록절차에 따

라 ‘상품공동구매’란에 상품명 “유명아동 후드패딩 2종 세트”, 상점 “e-패션”, 제조원 “e-패
션”, 원산지 “중국”, 제조시기 “2001년 겨울 신상품”, 판매가 “19,800원”, 공동구매기간 “10
월 20일～11월 15일” 등의 내용을 표시 또는 게시(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함과 아울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문구로 “상품문의 : (전화번호 생략)”, “배송문의 : (전화번호 생략)”, 
“A/S 및 제품문의 : (이메일 주소 생략)”을 표시한 사실, 이 사건 광고는 인터넷 공동구매

방식에 의한 판매를 위한 광고로서 단기간 동안의 특별행사판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

성으로 인하여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사이버몰 운영자와 별개의 상품판매자

가 있다는 것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입점업체의 상점명이 표시되어 원고 이외에 별도의

상품판매자가 있음을 알리고 있는 사실, 원고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에도 연결몰은 피연결몰

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사이트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제19조), 원고의 사이버몰 화면 하단에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

다.”라고 표시하여 원고외에 별도의 입점업체가 광고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광고의 주체

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입점업체인 수호통상 소외인이 게재하는 광고를 원고가 정하는

웹디자인상의 등록절차에 따르도록 하거나 원고가 대금결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으로 소외

인의 통신판매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49)
피신청인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의 성사 여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

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쇼핑몰 운영자로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를 증진시킴으로써 자기수익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공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더불어 그 운영자에게도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는 판매자와 달리 간접적으로만 상품 거래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의무도 판매자와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운영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48) 대판 2005.12.22, 2003두8296.
49) 서울중앙지법 2009.9.9. 자 2009카합6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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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함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의 원인,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시장의 차이, 오픈마켓 운영

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기술 수준,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

상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오픈마켓 자체는 인터넷 및 물건 배송수단의 발

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였고, 현재는 법률로도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하여 판매자 입장에서는 점포 개설 등의 비

용 없이 상품을 팔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시장에 찾아갈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

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위조품 유통은 오픈마켓 방식의 사업에 수반되는 부작

용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기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아니므로, 위조품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영업 자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

들어 오픈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

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품 정보의 게시, 배송 등 상품을 판매

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오픈마켓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비록 그것이 위조품 유통에 이용된

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도 상표권자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회적 상당성

이 있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

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 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 목록에 관하여도 위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특히 대

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인 때에는 그 등록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 

(2)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 심결례

1) 별도 광고상품 구매사실 미표시

배달앱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

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하

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별
점순, 리뷰많은순 등의 정렬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정렬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

지 않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우선적으로 배달앱 상단

에 노출하여 중개계약 체결 음식점이 중개계약 미체결 음식점보다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유인하였다.50)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

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

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였다.51) 4개
가격비교 사이트52)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 추천상품 AD ,’,  ‘소호 베스트100’, ‘스페

50)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 내 이용후기는 어디로? ･추천 음식점 알고보니 광고상품 !”, 4~5면.
5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지마켓 랭크순·11번가 랭킹순 … 사실은 광고 상품이 우선 전시돼”, 2016년 3월

9일, 2~5면.
52)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 다음 쇼핑하우[(주)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주)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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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

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

리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이다.53)

2) 이용후기 조작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품질(음식의 맛 등) 및
서비스(배달시간,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

도록 비공개 처리하였다.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

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하여 부풀렸다.54)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사법 및 공법상 책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광고주이다. 물론 해

당 광고에서 광고주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위의 사례에

서 일반적인 통신판매중개에서의 광고주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업자이다. 다만, 
포털 등의 배너 광고에서 광고주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즉, 통신판

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오픈마켓에서의 거래를 다른 사이트에서 광고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광고주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이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광고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후기 조작, 
구매수 조작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별도 광고상품에 해당하는 정보의 누락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공법적 책임 역시 부담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

는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0조
의2 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5),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이코리아], 다나와[(주)다나와].
5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프리미엄’ , ‘스페셜’ 표시 상품, 알고보니 광고 상품! ”, 2014

년 4월 4일, 1~2면.
54)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 내 이용후기는 어디로? ･추천 음식점 알고보니 광고상품 !”, 2~3면.
5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

임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은 모두 과실책임

이다. 이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법의 원칙에는 합치하지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

는 표시광고법 등과 비교할 때 소비자보호에 반한다. 예를 들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입법자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책임만이 존

재한다고 오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양자 중 어느 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에 다른 사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무과실책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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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통신판매업자 역시 통신판매중개자와 연대하여 소비자

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판례는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 광

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초로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56) 이에 학설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경우 몰의 운영자와 판매자가 상이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관계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

분의 경우에서 양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 등에 대하여 사

이버 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소비자가 판매자의 영업

을 사이버몰 운영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근거를 운영자가 제공한 경우에만 그 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57) 또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기능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
실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불법광고의 광고주
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여 판례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58)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의 핵심이 소비자의 오인성에 있다는 점과 광고주

체의 혼동이 사업자가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광고행

위의 주체에 대한 판단 역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관점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이나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와 같이

일반소비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래내부관계까지 고려하여 광고의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59)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전자상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있어

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로 제공한 경우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에 관한 정보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부당하게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통신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동법 제10조 제2항), 이것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아닌 통신판매중

개업자에게 광고주인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적절하게 규제할 의무가 있는가의

여부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광고

주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하지 않다. 물론 공인중개사법6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56) 대판 2005.12.22, 2003두8296.
57) 정준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정보 게시규정과 그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15

집, 2003ㆍ12, 361면.
58) 이병준, "불법ㆍ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정보화정책」 제16권 제1호, 2009ㆍ3, 

119면.
59) 나지원.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법률신문」, 2006년 8월 28일.
60)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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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61), 자동차관리법62) 등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

한 법들의 공통점은 중개업자에 대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재화등을 비롯하여 그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 이를 모든

중개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는 중개에 있어서 알선의 의미와 관련된다. 중개는 타인간의

계약체결에 진력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며, 계약의 중개와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63) 따라서 중개는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

자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개인은 당사자의 신

원정보뿐만 아니라 재화등을 비롯하여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중
개를 의뢰한 자가 어떠한 재화를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상

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중개인에게 존재한다. 물론 일반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

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

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

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

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

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6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14,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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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러

나 동법에서는 통신판매의 경우에 제시하여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

개업자는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그 정보를 수령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

력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중개가 당사자간 계

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개는 단순한 광고와

상이하다. 즉, 광고매체사는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

지만, 중개인은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내용의 전달자로 인

정할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지행위의 주체에 대해 단순히 통신판

매업자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

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64) 이에 대해 수 많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및 재화등을 고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 많은 통신판매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얻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

기도 하다. 즉, 이득을 얻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

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거래(중개)량이 많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소비자피해

등)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등을 보강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가 많다고 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정보제공은 단지 통신판매업자만이 부담하는 의

무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도 부담하는 의무이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는 통신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도 부담하는 의무65)이다.66) 그러나 동법에서는 이와

반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전 법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개정법에서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

중개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청약철회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

고 있으며, 그것도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다른 정보에 대

해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금번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0조의3)은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

64)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

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6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 이용허락형 통신판매중개, 광고수단제공형

통신판매중개 및 정보제공 또는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된다. 이 중 사이버몰 이용허락형

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정보제공 또는 정보확인의무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후자의 형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광고매체를 제공하거나 광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또는 정보확인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66) 통신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이다. 만일,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위의무 위반, 즉 부작위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부작위를 통해 통신판매업자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조력하였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의 작위와 통

신판매중개업자의 부작위에 의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판매

중개와 광고와의 차이점이 있게 된다.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사는 단순히 광고주의 광고를 일반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만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

였다고 할 수 없으며, 최소한 제공받은 광고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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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동법의 입법목적과 상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의무에 대해 동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

며, 민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동법 제4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이 아닌 민법 등이 적용되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와 더불어 그 위반

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통신판매중

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손해

배상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

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동법의 내용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

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법 등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행위로 인

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간단한 면책요건을 통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행위로 인

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의 개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현실적인 상

황에 맞추어 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방향

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재화

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거래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

신판매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시장에

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는 통신판매업자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

자보호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판

매중개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의

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통

신판매중개자의 이익에 더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와 책임은 이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보호라는 동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

다.67)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6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약관이나 단순 고지만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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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동법의 통신판매중개에 대한 정의는 통신판매와 중개라는 요소를 결합하여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통신판매에 관여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 및 동법상 금지

행위를 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법상 유형별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지만, 그 의무에 대해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0조 등). 그러나 오픈마켓의 경우, 운영자의 협력없이 통신판매업자가 동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제품안전법 등과 같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통신

판매업자가 동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동법에 신

설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셋째,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의 일종이며, 중개는 당사자를 알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중

정보제공의무는 단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에 대

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적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중개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소한 상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책임

을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청약철회에 관한 책임을 보충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금번에 신설된 거

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

충된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에서는 보충적 책임으로 규

정한 결과,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는 보충적으

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 역시 중개

의 일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당사자의 신원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재화등을 비롯하여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통

신판매업자가 그 정보를 입력하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그 내용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하여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중개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전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에서는 사실상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4조에 따라 민

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서정민 검사)은 필자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 하」, 법무부, 
2013,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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