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1. 개념정의

(1) 전자상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

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2 제1호).

① 주문, 결제, 이행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

②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나

자판기에서의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거래, 전자문서를 이용한 각종 표시 광고나 통지행

위 등이 포함됨.

*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

된 정보.

(2) 통신판매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2 제2호).

① 비대면 통신 방식의 상품정보 제공 및 청약 과 승낙에 의해 거래가 성립

②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인정

* 통신판매에 해당되는 경우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

어학원, 인터넷게임 등

*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에 의한 대면계약, 대면계약 체결 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간의 관계

-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 대금의 전자적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용역의 수행 등은 전자적 거래에는 해당되지만

통신판매는 아님.

*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2. 전자상거래 등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등은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와 다른 실물의 제공으로 야

기된 분쟁.

=> 전자문서 사용․기록의 조작문제

=> 대금결제 후 지연배송의 문제

=>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문제

전자상거래

• 인터넷 광고 ＋ 오프라인 매장 계약

• 오프라인 계약체결 ＋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 오프라인 계약체결 ＋ 인터넷 학원수강

  * 신용카드사, 인터넷을 통해 광고만 하는 
    업체 등 포함

통신판매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쇼핑

3. 거래주체별

가. 사업자(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자)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

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 A신용카드사가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

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

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나. 소비자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함(§2 제5호).

-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

래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로 본다(§3 제1항 단서).

❍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 사업자이지만 소비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예시 : 음식점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인



터넷쇼핑몰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는 경우 등

다. 통신판매중개자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

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예1)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등

예2) 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

공하지만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여행사가 하는 경우 등.

라. 소셜커머스의 법적 지위

- 소셜커머스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

- 2008년 Groupon 설립 이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대세 :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

트워크와 결합한 형태.

=> 소셜커머스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쿠

폰을 판매하는 자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

- 이 문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17)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의미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