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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2018년 7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소비자법에 따라 가격을 투
명하게 표시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며, ODR 플랫폼 링크를
제공할 것을 에어비앤비에 요구하였음1)
o 에어비앤비의 가격표시와 약관조항이 EU의 불공정한 상거래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 민사·상사사건의 재판관할 규칙(Regulation on the Jurisdic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가격표시의 불투명성) EU의 불공정한 상거래 지침 위반 사항으로는 대표적으
로 가격표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어, 웹사이트 검색 최초 화면에 숙박비·청소
비·서비스 수수료 등의 모든 기타 요금과 세금이 포함된 가격 전체를 표시하
거나, 최종가격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됨
- (약관의 불투명성과 위법한 약관조항) 에어비앤비의 약관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 중 재판관할, 계약해지 후 약관의 효력, 약관의 일방적 개정, 일방적 계약
해지 및 효력 유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불공정조항으로 시정대상이 됨
- (ODR 링크 제공) EU-소비자 온라인 분쟁해결 규칙(Regulation on Consumer
ODR)에 부합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ODR 플랫폼 링크를 웹페이지에서 제
공 하고,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 요구됨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통
지하였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개선방안이 EU-소비자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1) EU 집행위원회 공식 보도자료,「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 consumer authorities push Airbnb to comply」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4453_en.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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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재검토한 후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시정요구 조치는 EU 내 개별회원국가에서 소비자문제를 관할
하는 당국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채택되었음
o 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에 관한 규칙(EU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은 EU의 개별회원국가 내에서 소비자문제를 관할하는 당국들간 협력
기구(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CPC)를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EU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하는 소비자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o 이 협력기구에서 2018년 6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어나는 거래유형에 대한 논의
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개별회원국가 내 소비자보호 당국들의 공통된 입장이 정
리 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되었음

☐ 본고는 EU 위원회가 경고한 사항 중 약관의 위법성 및 불투명성 제거
에 대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자세히 분석한 후, 우리 약관규제법의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o 특히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다양한 약관 중 가장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약관(Airbnb's Terms of Service)에 대한 시정요구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함
o EU 내에서 사용되는 에어비앤비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영문 약관이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EU의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과 우리의 약관규제법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심사에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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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비앤비 약관조항에 관한 EU위원회의 시정요구
☐ EU 위원회가 채택한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최종 의견서2)에서는
EU불공정 약관조항 지침(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 소비자
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 내 관련조항을 근거로 에어비
앤비의 영문버전 약관조항이 심사·평가되었음
o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 제3조 및 제5조)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간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규정하
고 있는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 제3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동 지침 제5조가 중요 근거조항으로
인용되었음
- 특히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 제5조를 근거로 소비자가 정당하게 가지는 권리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서 무효임을 설시하였음
o (소비자권리지침 제25조) 사업자가 계약 내 조항을 통하여 EU법에 기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EU 소비자권리지침 제25조도 약관시정요
구의 법률상 근거로 고려되었음

☐ EU법 내 관련 규정에 기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야
기할 수 있는 약관으로 아래의 조항들이 확인되었고, 해당 약관조항
을 개정하거나 좀 더 분명히 할 것이 에어비앤비에 통보되었음
2) 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 입장표명 (2018, 6)「Common position of national authorities within the CPC Network concerning
the
commercial
practices
and
the
terms
of
service
of
Airbnb
Ireland」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final_common_position_on_airbnb_ ireland_4.6.2018_en_002.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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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판관할
【해당 약관조항】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21.3 당신의 거주 국가가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 본
서비스 이용 약관은 아일랜드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UN 국제물품매매계약
에 관한 협약(CISG)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이러한 준거법 지정은 당신이 거
주하는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부여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소비자로서 행위 하는 경우 아일랜드 법원의 비전
속관할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약관에 기해서 또는 본 약관
과 관련하여 당신이 제기할 수 있는 사법상 절차는 아일랜드 내 법원 또는
당신의 거주지 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
앤비가 소비자인 당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경우, 당신의 거주지
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자로서 행위
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내 법원의 전속관할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3)

【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 법원
3) 21.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21.3 If your Country of Residence i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se Terms wi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rish law.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s
excluded. The choice of law does not impact your rights as a consumer according to 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your country of residence. If you are acting as a consumer, you agree to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Irish courts. Judicial proceedings that you are able to bring against u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se Terms may
only be brought in a court located in Ireland or a court with jurisdiction in your place of residence. If Airbnb wishes to
enforce any of its rights against you as a consumer, we may do so only in the court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you are
a resident. If you are acting as a business, you agree to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Irish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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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비자계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
비자가 거주하지 않는 외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o (모순적 조항의 수정) 이에, 서비스 약관 제21조의3에서“당신이 소비자로서 행
위 하는 경우 아일랜드 법원의 비전속관할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
-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21조의3의 후단 부분에 비전속관할의 의미를 올바르
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 위 문장은 마치 아일랜드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임
- 만약 해당 문장이 EU권역 밖의 소비자에게 적용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면, 혼동
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EU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길 권고
함

【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제6조 제2항, 부칙 1.i,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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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 종료 후 약관조항의 효력 유지
【해당 약관조항】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15조 기간과 해지, 일시 중지 및 기타 조치
15.8 당신이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한, 에어비앤비 또는 당신이 본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계약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약관의
조항들은 계속 유효합니다.4)

【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들은 명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어떤 약관조항이 계약에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해지 후에도 효
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함
o (약관의 효력여부를 결정할 사업자의 권한) 사업자가 계약 이행단계에서 약관의
적용범위, 약관의 내용을 결정할 무제한적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함
- 약관 내 어느 조항이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EU권역에서
상당히 낯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EU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계약해지 후에
도 효력을 가지는 약관조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 근거가 무엇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4) 15. Term and Termination, Suspension and other Measures
15.8 Unless you reside in Germany, if you or we terminate this Agreement, the clauses of these Terms that reasonably
should surviv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will remain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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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제5조, 제6조, 부칙 1.i

2.3 약관조항 변경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
【해당 약관조항】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6조 서비스 수수료
6.2 적용되는 모든 서비스 수수료(모든 관련 세금도 포함됨)들은 해당 검색목록
의 게시 또는 예약 전에 호스트 또는 게스트에게 표시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언제든지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에
게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수수료 변경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행할 것입니
다.5)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13조 세금
13.6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에 대한 사전 통지 하에, 해당 관할 지역의 숙박 시설
에 적용되는 세금의 징수 및 송금에 대해 호스트와 게스트가 책임을 부담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역을 불문하고 수금 및 송금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6)

5) 6. Service Fees
6.2 Any applicable Service Fees (including any applicable Taxes) will be displayed to a Host or Guest prior to publishing or
booking a Listing. Airbnb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Service Fees at any time, and we will provide Members
adequate notice of any fee changes before they become effective.
6) 13. Taxes
13.6 Airbnb reserves the right, with prior notice to Hosts, to cease the Collection and Remittance in any jurisdiction for any
reason at which point Hosts and Guests are once again solely responsible and liable for the collection and/or remittance of
any and all Occupancy Taxes that may apply to Accommodations in that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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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 (예약 후 서비스 수수료 변경) 서비스의 총 가격은 소비자가 계약에
구속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하고, 이후의 수수료 변경은 소비자를 구
속하지 않음을 지적함
o 이에, 소비자가 숙박 예약을 한 후 사업자가 변경한 서비스 비용의 수락을 강요
하는 약관 조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세금 정책의 일방적 변경) 정당한 통지 없이 계약조항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함
o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사전통보 없이, 그리고 소비자의 계약
취소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통지 없이 세금 수납 및 납부에 대한 정책 또는 결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함
【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부칙 1.j, 1.k, 1.m, 2b

8

2e3e5377-a528-441a-a81a-d1f10041bf84

최근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동향과 시사점

2.4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삭제․제거할 수 있는 권한
【해당 약관조항】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5조 콘텐츠
5.8 이용자는 다음의 회원 콘텐츠를 게시, 업로드, 출판, 제출 또는 전송할 수 없
습니다: (i) (직접적으로 또는 정보 업데이트의 생략 또는 실패를 통해서) 사
기적, 허위적, 오인유발적 또는 기만적인 콘텐츠; (ii) 명예 훼손적, 비방적,
음란적, 외설적,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콘텐츠; (iii)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
별, 편협성, 인종 차별, 증오심, 괴롭힘 또는 위해를 조장하는 콘텐츠; (iv) 폭
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콘텐츠 또는 타인을 위협하는 폭력 내지 행동을 조장
하는 콘텐츠; (v) 위법적 또는 유해한 활동 내지 물질을 홍보하는 콘텐츠;
(vi) 에어비앤비의 콘텐츠 정책 또는 기타 에어비앤비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
츠.
에어 비앤비는 사전 통보 없이 본 약관 또는 에어 비앤비의 정책 또는 규준
을 위반 한 것으로 밝혀진 회원의 콘텐츠, 에어비앤비 ․ 에어비앤비의 회원 ․
제3자 또는 재산에 대해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회원 콘텐츠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7)

【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7) 5. Content
5.8 You will not post, upload, publish, submit or transmit any Member Content that: (i) is fraudulent, false, misleading
(directly or by omission or failure to update information) or deceptive; (ii) is defamatory, libelous, obscene, pornographic,
vulgar or offensive; (iii) promotes discrimination, bigotry, racism, hatred, harassment or harm against any individual or group;
(iv) is violent or threatening or promotes violence or actions that are threatening to any other person; (v) promotes illegal
or harmful activities or substances; or (vi) violates Airbnb’s Content Policy or any other Airbnb policy. Airbnb may, without
prior notice, remove or disable access to any Member Content that Airbnb finds to be in violation of these Terms or
Airbnb’s then-current Policies or Standards, or otherwise may be harmful or objectionable to Airbnb, its Members, third
parties,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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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적절한지 여부를 제한 없이 임의로 판단
하고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사업자의 권한은 약관조항
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함
o (약관조항의 구체화)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주요 사유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들이 약관에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콘텐츠 삭제
에 대해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 콘텐츠의 삭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
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원칙을 설시함
o (사업자의 사전 통보의무 및 소비자의 이의 제기권)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
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에어비앤비사의 콘텐츠 삭제 결정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o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불법 행위를 막을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도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약관 내에 해당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함
【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부칙 1.j, 1.k, 1.m,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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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9조 예약의 변경, 취소, 환불, 고객 센터
9.5 에어비앤비는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고 적절히 환불할 필요가 있는 특정 상
황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의 참작사유정책
(Extenuating Circumstances Policy)에 명시된 사유, (i) 에어비앤비가 신의에
따라 양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의 고려 하에 에어비앤비, 다른 회원, 제3자
또는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ii)
본 약관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8)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15조 기간과 해지, 일시 중지 및 기타 조치
15.3 당신의 거주 국가가 미합중국이 아닌 경우 에어비앤비는, 아래에 명시된 에
어비앤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30일의 기간을 두고 당신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9)
15.4 (i) 당신이 본 서비스 약관, 결재 약관, 우리의 정책 또는 규준에 따른 의무
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ii) 관련 법률,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iii) 신의에 따른 에어 비앤비의 판단에 의할 때
에어 비앤비, 회원 또는 제3자의 개별적 안전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예: 회원의 사기적 행위가 있는 경
우)에 에어비앤비는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10)
8) 9. Booking Modifications, Cancellations and Refunds, Resolution Center
9.5 In certain circumstances, Airbnb may decide, in its sole discre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ancel a confirmed booking
and make appropriate refund and payout decisions. This may be for reasons set forth in Airbnb's Extenuating Circumstances
Policy or (i) where Airbnb believes in good faith, while tak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both parties into account, this is
necessary to avoid significant harm to Airbnb, other Members, third parties or property, or (ii) for any of the reasons set
out in these Terms.
9) 15. Term and Termination, Suspension and oth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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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 소비자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정보를 계약체결단
계에서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 계약 종료 사유들은 명확하고 이해하
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되어야한다는 점,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종
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설시됨
o (해지사유의 구체화) 에어비앤비사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예를 들어, "정책" 또는 "규준"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열거하거나, 적어도 링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o (사업자의 사전 통보의무) 나아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권리 불균형에
기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야기되는 경우, 예컨대 예약 취소의 경우 기 결재된 가격을
환불하는 금액보다 해당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통보가 이뤄지
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 다만, 사업자가 (특히 불법성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
15.3 Unless your Country of Residence is the United States, without limiting our rights specified below, Airbn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convenience at any time by giving you thirty (30) days' notice via email to your registered email
address.
10) 15. Term and Termination, Suspension and other Measures
15.4 Airbnb may immediately, without notice terminate this Agreement if (i) you have materially breached your obligations
under these Terms, the Payments Terms, our Policies or Standards, (ii) you have violated applicable laws, regulations or
third party rights, or (iii) Airbnb believes in good faith that such action is reasonably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r property of Airbnb, its Members, or third part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fraudulent behavior of a Member).

12

2e3e5377-a528-441a-a81a-d1f10041bf84

최근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동향과 시사점

법 행위로부터 다른 소비자 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
o (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이의 제기권) 또한,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모든 사유에 대해 계약체결 시 소비자
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에어비앤비의 계약 종료 결정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함.

【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부칙 1.m

2.6 손해배상
에어비앤비 서비스 약관 제11조 숙박시설의 손해, 회원 간의 분쟁
11.2 호스트가 당신이 게스트로서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시설 내 개인 재산 내지
기타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요구”), 호스트는 고객 센터를 통해 당신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구로 확대하는
경우, 당신은 이에 대해 회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호스트에게 배
상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거나, 에어비앤비가 단독 재량으로 당신의 손해배
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면, 에어비앤비 페이먼트는 결제 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에 필요한 보증금으로부터 또는 당신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으로부터 배상금을 징수할 권
리가 있고, 에어비앤비 호스트 개런티에 의거하여 호스트가 지불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에어비앤
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들이 이용됩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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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보호 협력기구의 판단요지】

☐ 법률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절차가 아닌 절차에 구속되어, 법적 구제
를 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o (손해배상 관련 에어비앤비의 재량권)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 수집, 입증 책임 및 손해 배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에
어비앤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와 다른 약관 조항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
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불공정조항으로 판단함
【EU 불공정 조항 지침 내 근거 규정】
o 제3조, 제5조, 부칙 1.q

11) 11. Damage to Accommodations, Disputes between Members
11.2 If a Host claims and provides evidence that you as a Guest have damaged an Accommodation or any personal or
other property at an Accommodation ("Damage Claim"), the Host can seek payment from you through the Resolution Center.
If a Host escalates a Damage Claim to Airbnb, you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respond. If you agree to pay the Host,
or Airbnb determines in its sole discretion that you ar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laim, Airbnb Payments will collect any
such sums from you and/or against the Security Deposit (if applicable) required to cover the Damage Claim pursuant to the
Payments Terms. Airbnb also reserves the right to otherwise collect payment from you and pursue any remedies available
to Airbnb in this regard in situations in which you are responsible for a Damage Clai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
relation to any payment requests made by Hosts under the Airbnb Hos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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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약관규제법의 적용 검토
3.1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 중 환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12)이 내려진 바 있고, 이를 불
이행한 혐의로 2017년 9월 검찰에 고발13)된 사례가 있음
o 소위‘엄격’유형14)에 해당하는 숙박의 경우 취소 시 숙소 도착 7일 전까지는 무
조건 50%만 환불하고, 그 이후엔 환불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
당시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 내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을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EU 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바와 같이 재판관할, 약관개
정, 계약의 해지 등 에어비앤비 약관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심사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내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 통제 가능
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o 현재 에어비앤비 한국어 웹사이트에서도 EU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과 동
일한 약관이 영문버전으로 제공되고 있고, EU 불공정 약관조항 지침의 내용이
우리 약관규제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EU 위원회가 에어비앤비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국내 약관규제법상으로도 불공정조항이 될 개연성이 상당함
12) 에어비앤비 환불 정책상
13)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14)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세
로 갈수록 예약 취소 시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6.11.18. 보도자료) 참조.
대표자 에온 헤시온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보도자료) 참조.
가지 환불 정책(유연, 일반, 엄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유연’유형에서 ‘엄격’유형으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환불 금액도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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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일반원칙) EU 불공정 조항 지침 제3조 제1항과 동
일하게 국내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
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소위 의
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약관규제법 제6
조 제2항 제2호)
- EU위원회가 에어비앤비 약관에 시정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국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적용이 가능하고, 의외조항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2호는‘재판관할’
및‘계약 해지 후 약관조항의 효력 유지’사항에 적용 가능해 보임
o (약관조항의 투명성 원칙) EU 불공정 조항 지침 제5조 제1문에서 규정되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은 국내 약관규제법에서도 제3조 제1항을 통해 최근 도입이 되었
음15)
- 구체적으로“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약관의 내용이 투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투명성의 원칙이 약관의 내용통제 단계가 아니라 편입통제16)를 규율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나, 결론적으로 해당 약
관조항의 효력이 부인되거나17),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18)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음

15) 본 조항이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의 투명성 원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문헌으로 이병준, “의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 민사법학 제73호, 2015, 250면 이하; 성준호, “DCFR의 불공정조항 규정에 관한 고찰”, 외법
논집 제36권 제3호, 2012, 22면.
16) 약관의 불공정성에 의해 해당 조항이 무효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
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편입이 부인되면 처음부터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판단
할 필요가 없어진다.
17) 이러한 견해로 이병준,“의외조항 내지 기습조항의 법률적 취급”, 민사법학 제73호, 2015, 251면.
18) 이러한 견해로 성준호,“DCFR의 불공정조항 규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6권 제3호, 2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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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중‘계약 종료 후 약관조항의 효력 유
지’사항에 대해 국내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해 보임
o (사업자에 대한 해지권 부여 조항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약관
규제법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가 됨
-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중‘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보하
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사항에 적용 가능해 보임
o (일방적 급부 변경권 부여 조항의 불공정성)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
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됨
-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중‘약관조항 변경에 대한 무제한적 권
한’사항에 우리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해 보임
o (의사표시 의제조항의 불공정성) 일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됨
-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중‘재판관할’사항에 대해 국내 약관
규제법 제12조 제1호가 적용 가능해 보임
o (소제기 금지 및 재판관할 합의조항의 불공정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됨
- EU위원회의 에어비앤비 약관 시정요구 중‘재판관할’ 및 ‘손해배상’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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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가 적용 가능해 보임

3.2 영문버전 약관과 투명성의 원칙

☐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기한 유․무효 판단과 더불어 에어비앤비 한국
어 웹사이트에서 영문버전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필요
o (약관규제법상 한글 작성의 원칙)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은“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투명성 원칙이 구체화된 형태로 한글 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한글 작성의 원칙은 2007년 약관규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항으로“대부분
약관이 한자 및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들었음19)
o (에어비앤비 영문약관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비록 약관규제법
상 한글 작성의 원칙이 외국어 약관이 아니라, 한자가 많이 사용된 약관을 규제
하고자 도입된 것이지만,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목
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에어비앤비 영문약관에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이 적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1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 2007.06.29. 제안) 제안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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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글로벌 기업
으로서 전 세계의 숙박시설과 숙박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 개별 국가의 법이 준수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특히 미국기업인 에어
비앤비가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유럽 및 동아시아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문제가 됨

☐ 이러한 가운데 EU의 개별회원국가 내에서 소비자문제를 관할하는
관청들 간의 협력기구가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소비자법 관점에서 검
토하고, 이를 EU 위원회가 최종 채택했다는 점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o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비앤비의 환불관련 약관 조항의 시정명령을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이의 불이행이 문제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관의
내용통제심사 시 EU 권역 내 에어비앤비 불공정조항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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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의 한글 작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는 영문버전이 아닌, 한국어 버전 약
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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