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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재판매 시장과 소비자 이슈

1. 머리말
☐ 지난 4월 24일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국내 개봉에 따라 영화 예매를
위한 접속자가 많아지며 극장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입장권을 살 수
없게 되는 등 영화 관람도 전에 여러 소비자 이슈가 등장
o 영화를 관람하기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영화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스포일러’행위와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
- 엔드게임의 제작자인 존 루소 감독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영화의 스포일러 자
제를 당부하였으며 일부 커뮤니티들에서도 게시물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 시 제재조치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o 일반 상영관 보다 화면의 크기가 크거나 화질 및 음향이 좋은 특수 상영관을 중심
으로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영화표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가열
- 이는 해당 영화가 IMAX1)에 적합한 방식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됨에
따른 것으로 10여년에 걸친 해당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지가 예매 열풍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
o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가 어려워지자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원하는 날짜-시간에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는
소비자들이 ‘입장권 재판매 시장’을 통해 관람권 구매를 시도
- 이때 판매자가 과도한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가짜 관람권을 판매하는 등의 직
접적인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인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관람권을 다량
구매하여 일반 소비자의 선택․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간접적 소비자 문제도 존재

1) 캐나다 영화제작사인 IMAX사에서 개발한 카메라와 필름 포맷으로 제작된 영화를 뜻한다. Eye maximum 또는 Image
maximum의 약자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영상'이라는 뜻. 아이맥스 영화는 일반 영화보다 10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상영관 스크린이 기존보다 훨씬 큰 것이 특징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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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권 재판매는 소비자 거래 관점에서 소비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으로 국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소비자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o 국제소비자보호 집행기구 네트워크(ICPEN -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2018년 춘계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현안’ 중 하나로 입장권 재판매(Secondary Ticketing)를 둘러싼 소비자 이슈를 다룸
o 2018년 12월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소비자보호전문가 특별회의에서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
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부 논의로서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사례발표를 통해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 관련 소비자 이슈를 논의
o 지난 2019년 4월 개최된 제9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Committee on
Consumer Policy)에서도 ‘입장권 재판매 시장’을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중 하나
로 삼으며 각 회원국의 동향과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논의 가열

☐ 이에 본 고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입장권 재판매 시장(2차 시
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
으로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입장권 재판매 시장 관련 글로벌 소비자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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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장권 재판매 시장 관련 논의 현황
가. ICPEN 및 UNCTAD 논의 사항2)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는 회원국 간의 소비자 현안 논의 및
정보공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국적 네트워크로 최근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 중
o 2018년 상반기 정례회의(2018.4.11.~4.13)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현안’ 중
하나로 ‘입장권 재판매(Secondary Ticket)’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회원국의 대응 공유

☐ 유럽·미국 등에서 ‘비아고고3)(Viagogo)’입장권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ICPEN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이슈를 논의
□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식(Official) 판매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권 수를 마치 해당 이벤트의 잔여 입장권
수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여러 소비자문제를 유발
ㅇ 예약수수료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등 낮은 가
격으로 광고 후 결제 단계에서 추가비용 부과(Drip Pricing)

2) 김유나(2018), ‘2018 ICPEN 춘계회의 논의와 시사점’의 일부 챕터를 인용
3) Viagogo(https://www.viagogo.com)는 스포츠,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글로벌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세
계에서 가장 큰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60개의 글로벌 웹사이트에서 5백만 개에 달하는 입
장권을 보유하고 있고, 160개국 이상의 국가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 한국어 지원 사이트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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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뮤지컬 ‘북 오브 몰몬(The Book of Mormon)’ 입장권은 $37.5 예약수수료와
$4.95 처리비용으로 가격이 기존 $135에서 $177.45로 31% 인상
ㅇ ‘남아있는 입장권 1% 미만’과 같은 문구로 입장권의 희소성을 강조하여 소비자 유인
- 예) Viagogosms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공연/경기 명을 검색 시 ‘자사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입장권의 잔여 수량을 표기하여 희소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때 소비
자들이 남은 잔여 수량이 ‘전체 입장권’중 남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영국 시장·경쟁청은 영국 내 입장권 재판매 업
체를 상대로 소비자정보 제공 개선을 위한 노력을 권고하였으며, 최근
3개의 주요 업체(StubHub, GETMEIN!, Seatwave)는 개선사항 반영 조치
ㅇ 소비자가 사전에 알아야하는 위험요소, 입장권 구매로 얻게 되는 좌석, 입장권 판
매자 정보 등을 판매자의 의무 기재사항으로 명시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Viagogo’를 상대로 호주소비자법을 위반하였다고 법적 조치를

‘

취하였으며, 뉴질랜드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ssion)도 해당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뉴질랜드 소비자법을 적용
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중에 있음
ㅇ 뉴질랜드의 경우 정상가보다 높게 재판매하는 입장권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2007년에
시행한 「주요행사관리법(Major Events Management Act, MEM Act)」은 럭비월드컵이나
라이언스 투어 등 국가행사에만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입장권을 재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제

□ ICPEN 회의에서는 입장권 재판매 이슈 관련 각 소비자보호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유

4

입장권 재판매 시장과 소비자 이슈

ㅇ (증거확보의 어려움) 결제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금액, 주기적으로 바뀌는 홈페이지,
입장권 판매자의 불투명성 존재
ㅇ (관할권 문제)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법 집행 문제의 어려움
ㅇ (책임의 구분) 실제 판매자와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 간 책임의 명백한 구분 필요

□ ‘Viagogo’의 본사(Headquarter)가 위치한 스위스는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의 협력을 통해
입장권 재판매 관련 국제 소비자불만을 분석 및 관련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ICPEN 회원국들은 향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 2018년 11월(2018.11.28.~11.29) 개최된 UNCTAD 소비자보호전문가
특별회의에서도 영국의 시장경쟁청(CMA)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소
비자 보호 대응 업무 사례 발표를 통해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에서 발
생하는 개인간(P2P, Peer to Peer) 거래 시 소비자 이슈를 논의
o 입장권의 재판매가 주로 개인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하는 만큼 판매 주체와 관리 주체의 구분과 책임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
o 이와 관련하여 ICPEN 상반기 회의에서 공유된 바와 같이 CMA에서는 입장권 재
판매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

나. 제97차 OECD CCP 논의 및 회원국 동향
☐ 제97차 OECD CCP에서는 증가하는 입장권 재판매 시장(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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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Market)의 소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o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음악공연 등의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보호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 논의 및 회원국 대응 동향 공유

☐ 입장권 재판매에 있어 소비자간 P2P 시장과 별개로 수익을 위해 대
규모 입장권 구매 후 이를 2차 시장에 판매하여 매매차익, 강매, 중
개하는 등의 불공정한 관행 등장
o 재판매되는 입장권 자체에서도 여러 이슈가 존재(가짜 입장권, 과도한 추가 비용 등)
o 입장권 판매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는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
판매하기 위해 1차 시장의 입장권을 구매함으로 인해 역으로 1차 시장에서 입장
권의 희소성이 야기되기도 함
o 일부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서는 ⅰ) 입장권 재판매 또는 봇(혹은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또는 규칙, ⅱ) 재판매 마진에 대한 한도 적용, ⅲ) 사기성 및 오도
된 사례에 대한 집행 등의 조치가 수행 중

☐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한 주요 소비자 이슈로는
i) (사기) 가짜 입장권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ⅱ) (높은 가격) 1차 판매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
ⅲ) (희소성) 1차 시장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판매 및 입장권 배부,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입 등에 의해 실소비자들이 구할 수 있는 입장권이 적어짐에
따라 희소성 발생 및 희소성에 의한 재판매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 발생
ⅳ) (오인 유발) drip pricing(추가요금, 할증료 등) 및 왜곡된 정보공개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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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유발 관련 사업자 관행이 존재
ⅴ) 1) (기타) 판매 된 좌석의 위치 또는 입장권의 액면가에 대한 허위 또는 오도,
2) (기타)1차판매자의 공개 판매 전 재판매시장에서 판매되는 '투기성 입장권',
3) (기타) 행사 취소시 매우 제한적이거나 배상하지 않는 취소 정책,
4) (기타) (비공식적인)입장권 재판매 또는 좌석 여러 번 판매의 결과로 접근
제한이나 입장권 무효화에 여향을 주는 행위 등이 존재

☐ (벨기에) 벨기에는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1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재판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 설치 등을 금지
o 무료 제공된 입장권의 재판매 금지와 과도한 추가 금액 지불시 환불 받을 권리 등의
내용도 포함
o 다만, 국가 간 거래나 국외 존재하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 등의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음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암표 판매 방지 대책(Act on fighting against
touting tickets)을 통해 입장권의 2차 판매를 비교적 강하게 규제하는 편
o 1차 공식 판매자로부터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매를 금지하는 개념은 아니고 ‘승인’을 거친 공식 재
판매업자만이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이는 많은 대중이 문화 행사에 폭넓게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승인
받지 않은 재판매업자의 입장권 대량구매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o 이를 위해 재판매 자체를 공개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시장 규제라는 비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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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된 또 다른 소비자 문제로는 ⅰ) 가짜 입장권 문제, ⅱ) 추가
요금 및 수수료 등의 가격 표시 관련 문제, ⅲ) 취소-환불 문제 등이 존재
o 입장권 재판매 문제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ⅰ) 1인당 입장권 구매 수 제한, ⅱ) 한
시적 입장권 판매 보다 기한을 충분히 두고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권고 등을 제시

☐ (일본) 일본의 경우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입장권의 재판매
등과 관련하여 IOC로부터 공식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o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입장권 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42억 USD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응답 대상자들은 1년에 최소 1개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입장권 구매 불가능 혹은 선호하는 좌석 선택 실패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
o 1/4이 넘는 소비자들이 재판매 시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2차 시장에서 액면가(당초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한 경우가 50%가 넘게 나타남
o 소비자들은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환불 불가
약정과 같은 거래상의 문제, 가짜 입장권과 같은 사기 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음
o 이러한 입장권 재판매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극복하고자 일본에서는 기존 종이
입장권에서 입장권 재판매와 신뢰성 확보에 효과적인 전자 입장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연장 입장 시 인증 절차 고도화(입장권에 사진 추가 등), 자
체적인 공식 재판매 사이트 제공 등이 시도되고 있음
o 따라서 2020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입장권 재판매 시장과 관련하여 ⅰ) 승인받
지 않은 재판매 금지, ⅱ)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 금지, ⅲ)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상의 벌금 등, ⅳ) 부득이한 재판매는 공식 판매자 및 정부-지자
체를 통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 마련 중
- 이에, 2018년 12월 온라인티켓을 정가보다 고액으로 부정하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흥행입장권의 부정전매금지 등에 의한 흥행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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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적정한 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9년 6월 시행 예정4)

☐ (영국) 영국에서도 입장권 재판매를 전면 제한하기 보다는 일부 문제
요소를 보완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입장권 거래 시의 투명성을 보장하
고자 노력
o 소비자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게 되는 가격은 입장권에 적힌 액면가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흥행성이 있는
공연이나 시합, 밀리언에어와 관련된 입장권은 시장가격이 액면가를 상회하여 재
판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됨
- 특히, 일부 시합-공연은 입장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희
소성이 높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침
o 영국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과 희소성 같은 입장권 재판매 시장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1차 시장에서 재판매업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 중
o 소비자들이 입장권 재판매 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로는
ⅰ) 판매자의 정보(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 공식 판매자 혹은 플랫폼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여부 등), ⅱ) 입장권정보(좌석번호, 액면가), ⅲ) 수수료 등이 포함
된 최종 금액, ⅳ) 해당 입장권 구매 시의 위험도(재판매가 금지된 것인지,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ⅴ) 플랫폼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공정하게 운영 되는지, 판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입장권 판매를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
o 다만, 입장권 재판매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근거로는 ⅰ) 입장권의 액면
가가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낮다면 2차
시장에 해당 표가 등장할 수밖에 없으며, ⅱ)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입장권을 가장
얻고자 하는 소비자가 공연-스포츠 관람 등의 효용을 누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누구도 추가 금액의 부담 없이 동일한 금액/혹은 원하는 금액에 입장권을 구매할
4) http://law.nanet.go.kr/lawservice/lawissue/lawissueView.do?cn=KLAW2019000010&pos=0

9

소비자정책동향 제98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필요

다. 입장권 재판매 시장 관련 국내 현황
☐ 국내에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암표매매*’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자에게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됨
*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온라인에서의 입장권 재판매는 별도의 단속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장 확대에 따라 입장권 전문 중개 온라인 플랫폼5)도 등장
o 공연 및 경기의 특성․인기에 따라 액면가(정가) 대비 최대 4배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존재
- 입장권 재판매 중개 플랫폼인 ‘티켓베이’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정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콘서트 입장권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LOVE YOURSELF’
서울 콘서트 (+462%)로 재판매로 인한 추가 요금만 정가의 4배가 넘게 판매
․특히, 정가 약 11만원에 판매되던 BTS의 서울 공연 입장권이 400만원에 재판매되어
2018년 최고가로 거래됨
- 그 외에도 2018년도 재판매 티켓 평균가격은 정가 대비 콘서트 275%, 뮤지컬‧연극
225%, 스포츠(프로야구) 118% 상승했다고 밝힘

5) ‘티켓베이’ 등 입장권 재판매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중고나라’와 같은 개인간 거래를 중개
하는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게시판을 설립하여 공연 관람권 등의 입장권의 재판매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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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권 재판매로 인한 소비자 이슈가 등장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 모색 중
o 금번 ‘어벤져스:엔드게임’의 IMAX관 관람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CGV 측에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관람권 구입이 확인될 시 해당 관람권을 취소조치하고
‘업무방해죄’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6) 있음
o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5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입장권 대량 구매 및 재판매는 정상적인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관련 판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수행할 것을 알림7)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경범죄처벌법’보다 높은 수준
o 여가수 아이유(IU)는 2018년 데뷔 10주년 콘서트를 기획하며 ‘부정한 티켓’에
대한 기준을 자체 확립하고 엄격 대처하고자 함을 공지8)
- 공식 판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의 입장권 중 매크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
되었거나 정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의 재판매된 입장권 등을 부정한 티켓으로 구분
- 해당 부정 입장권 판매 발견 시 소속사가 직접 해당 입장권을 구매하여 좌석의
정보 확인 후 ‘예매를 취소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 판매자는 물론 구
매자 역시 팬클럽 회원 명단 제외 및 블랙리스트 등재, 부정 관람권 제보자에게 해
당 좌석 양도 등의 자체적인 조치도 취함
o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간 거래를 중계9)함으로써 공식 채널을 통한 입장권 재판매를 독려

6)
7)
8)
9)

http://www.cgv.co.kr/support/news/detail-view.aspx?idx=7439&page=2&type=4&searchtext=&searchfield=0&pb=Y
경찰청 보도자료(19.5.13),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아이유(IU))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u.loen/) 참고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Re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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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o-fan 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경기 입장권을 판매자가
등록하면 공식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한 양도가 가능
- 일반적인 재판매 플랫폼과는 달리 말 그대로의 양도 개념으로 프리미엄과 같은
추가비용 없이 정가 그대로 팬들 간 입장권 재판매가 가능
o 한국소비자원은 최근(‘19년 5월) 국경 간 거래가 활성화 되며 국내 공연은 물론
해외 체류 시의 현지 경기/공연의 관람을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이 늘고 있
는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 비아고고(Viagogo)에 대한 소비자거래 주의를 촉구함
- 판매자의 불완전한 정보제공은 물론 취소/환불 거부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자(Viagogo)가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각종 분쟁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

☐ 법제 개선을 통한 입장권 재판매 관련 규제 및 관리도 시도 중10)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o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규제를 넘어 온라인 상의 입장권
재판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 또한 높이는 개정안이 상정
o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
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및 「공연법」 개정(안) 제시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적인 매크로
사용을 통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제한 하고자 하는 움직임

10) 국회 법률도서관의 입법관련 소식(http://law.nanet.go.kr/userpage/news/newsList.do)을 토대로 연구자가 ‘암표’, 매크로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 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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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소비자 이슈
☐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OECD 및 국내 등에서 논의된 소비자 이슈는
o 입장권 재판매 자체에 대한 허용 가능 여부
o 소비자의 2차 시장에서의 입장권 구입 시 과도한 추가요금 발생
o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입에 따른 소비자 선택 및 구매권 침해
o 1차 시장에 비해 부족한 정보 제공(가격 정보, 좌석 정보 등)
o 가짜 입장권 판매 등의 사기․기만 행위 등이 존재
o 국경 간 입장권 재판매 거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등

☐ 입장권 재판매 자체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 존재
o 국내의 경우 그간 입장권의 재판매는 ‘암표’라는 부정적인 용어 탓에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적인 정세 상 전면적인 금지는 시장경제 이론에 위배
되는 것이므로 부당11)하다는 입장
o 다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재판매를 1차 시장의 공식적인 하위 시장에서 이루어지
도록 하거나12) 상한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을 금지13)하는 등의 시장
공정화 대책을 모색 중

☐ 입장권 재판매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에 관한 이견도 존재
11) 2019년 4월 개최된 OECD CCP 에서는 EU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이 입장권 재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해당 시장에서 이루
어지는 불법적인 방법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주로 논의 중
12) 프랑스에서는 입장권의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1차 판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된 판매자만 1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
13) 덴마크에서는 재판매 시 액면가(기존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다소 정치적인 목적 하에 2차 판매자
들에게 있어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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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장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인기가 많은 공연 및 경기 등의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존재
o 재판매 자체에 대한 허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는 공연, 경기 등의 입장
권을 판매시 일반적인 입장권 보다 가격을 더 책정하는 것 자체도 시장경제 관점
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음
o 따라서 2차 재판매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은 해당 공연-경기의 희귀성, 예매의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 시장에서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옳음
- 다만, 입장권의 희귀성, 예매 용이성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매크로, 봇 등)이 사용되는 등의
비자율적인 편법에 따른 것일 경우 추가요금 지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 가짜 입장권 판매 등과 같은 사기․기만 행위와 국경간 입장권 거래
관련 소비자 문제는 입장권 재판매 시장 고유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참여자간 거래에서 벌어지는 피해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입장권뿐만 아니라 일반 재화 거래에서도 거짓된 상품을 배송하거나 입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기만 행위가 존재
- 국경간 거래 역시 거래되는 상품이 ‘입장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국제 협력을 통한 공조관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
o 이에, 입장권의 재판매 시장과 관련하여 ‘입장권’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소비자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에서의 입장권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와 재판매시
필요한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소비자 이슈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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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장권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입
☐ 소비자가 입장권의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2차 시장을 이용하는 이
유는 크게 두 가지로 1) 1차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입장권을 구
하기 위해서거나 2) 더 좋은 조건의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서 라
고 볼 수 있음
o 1차 시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입장권 구매가 불가능한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구하
고자 하는 공연-경기 등의 입장권이 다 판매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최근 입장권 판매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연동되며 사실상 실시간으로 판매 및
현장 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남은 좌석의 수나 위치 등이 온라인
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
- 구매하고자 하는 입장권의 실시간 현황을 공식적인 1차 시장의 판매자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연-경기 시작 전까지 1차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다면 기
판매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1차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에 소정의 판매 수수료 등이 추가되지만 일부
경기-공연 등의 경우 특성에 따라 2차 재판매 시장에서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발생
- 예매 관람권의 취소시 수수료 부과 등에 따라 오히려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여러 사유로 재판매 시장에서 1차
시장에 비해 저렴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존재
- 최근 국내 관람권 재판매 플랫폼 중 하나인 ‘티켓베이’에서도 정가 이하 입장
권을 재판매(구매)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할인된 관람권
이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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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1차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었던 입장권이 재판매 시장
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현상은 소비자 권리는 물론 1차 시장의
입장권 판매 사업자의 영업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특정 공연이나 경기들의 경우 팬들이 더욱 좋은 좌석을 구하기 위해 계속하여 새
로운 입장권을 구매-재판매 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등이 존재
- 이 경우 1차 시장에서의 구매 목적을 ‘재판매’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2차
시장의 거래 목적 역시 ‘판매차익 실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o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특정 판매자가 부정한 방법(매크로, 봇 등)으로 다수의 입
장권을 구매하여 2차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o 특히,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 할 경우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희귀성 등 입장권의 2차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희귀성 등)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은 물론 공식 판매자의 관람권 판
매 영업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 가능
- 이에 최근 CGV를 비롯한 영화관에서 2차 시장을 통해 추가 요금을 붙여 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영업 방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부정한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매는 국제적으로도 규
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o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1인당 관람권 구매 수 제한’을 통해 직접
이용과 같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관람권 대량 구매를 제한
o 벨기에와 미국의 연방정부 및 일부 주 정부 등에서 시행 중인 ‘불법 프로그램’
이용 제한은 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관람권의 자동 대량 구매를 제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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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o 국내에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권을
다량 구매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영업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예정
- 이는, 공연 및 경기를 보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 관점의 규제가 딱히 존
재하지 않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1차 시장의 판매자가 단속하거나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재판매 시장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

나.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정보제공
☐ 공식적인 입장권 판매 시장(1차 시장)에서는 해당 입장권의 판매
를 위해 판매자가 공연․경기에 대한 상세 정보와 좌석 정보, 가격
정보 및 할인 정보, 취소․환불 규정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제공
o 공연-경기의 기획 목적, 내용 등에 따라 공연장의 위치 정보, 좌석 정보 등이 공
개되며 입장권의 가격 또한 액면가(정가)로 명시되고 일부 공식적인 할인 정책
등에 따라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함
- 특히, 최대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예매 시점에 따라 취소-환불 규정 등이 사
전에 공지되고 그 방법도 비교적 상세히 안내되는 편

☐ 재판매 시장(2차 시장)의 입장권은 특성 상 판매 가격 중심의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고 있음
o 실제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의 게시물을 확인 결과 상당수의 판매글이 ‘OO공연/
경기 XX만원’식으로 공연/경기명과 팔고자 하는 가격만 제시 중
- 상세 내용 중 좌석 정보가 제시되지만 해당 좌석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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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의 번호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
- 특히, 정상가격 및 본인의 구매가격 없이 단순히 판매하려는 가격만 제시함으
로써 가격 결정의 근거 제시는 다소 부족한 경우 존재
- 이는 대부분의 재판매 관람권 구매자는 사전에 해당 공연/경기의 정보를 숙지
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o 특히, 1차 시장의 공식 판매와 달리 재판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입장권 거래가
개인 간 거래로 일반적인 상거래의 거래 조건 및 정보제공의 책임 등에서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가 감내해야 할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
-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환불 조건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
어서의 정보제공 의무 등에서 모두 제외되는 참여자간(Peer to Peer) 거래로 여
겨지며 중요 정보 제공에 소홀하게 될 우려
- 2차 시장의 소비자는 결국 1차 시장에 비해 불리한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며 때로는 액면
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
o 일반적인 재화의 재판매(중고거래) 시에는 기 사용된 재화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가급적 상세히 제공하지 않고 판매 시 불완전한 정보로 구매자를 기만
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입장권과 같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의 판매 시에
판매자가 어느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 존재
- 판매자가 공연/경기명과 좌석번호 정도만 제시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본인이 구매 시 전달받은 관련 정보(교환/환불 정보, 금지
사항 등 기타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재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역시 불균형한 정보와 시장지배적
판매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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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연/경기의 인기와 입장권의
희귀성, 예매의 어려움, 좌석의 우월성 등을 토대로 결정되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1차 시장에서 입장권을 대량 구매 시 특정 판매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우려
- 1차 시장에서의 다량 구매, 주요 좌석에 대한 선점 등과 2차 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제시 역시 재판매 목적의 판매자들이 주도할 경우 1차 시장의 소비자 접
근성은 물론 2차 시장의 시장가격 결정력 역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감
- 특정인들의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매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권
및 구매권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재판매 시장에서조차 불리한 거래 조건 속에 공
정하지 않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 특히, 입장권 재판매 시장이 참여자간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정보제공 의무 등
여러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자나 시장지배자로 역할을 하는
재판매 목적의 판매자들이 소비자와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재판매 시장에 진
입하는 것은 부당

☐ 재판매 시장의 정보제공의 의무와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o 참여자간 거래라면 판매자는 미사용된 입장권에 대한 필수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무방
- 다만, 입장권 구매 시에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정보 등은 입장권의 가치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 필요
- 참여자간 거래 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취소/환불 기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개 플랫폼 역시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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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구매자가 2차 시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사업자 규
모의 대량 구매자의 재판매 시 일반적인 참여자간 거래 조건을 도입해도 되는지
에 대한 논의 필요
- 참여자간 거래의 조건은 양측이 시장에서 동등한 관계임이 전제되나, 재판매
목적으로 1차 시장에서 입장권을 소량/대량 구매한 경우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
정력 등에 있어 소비자와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재판매를 목적으로 1차 시장에서 선구매를 통해 입장권의 희귀성을 높이고 재
판매 시장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2차 시장 판매자에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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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입장권 재판매 시장은 더 이상 ‘암표’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야 함
o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한 2차 시장의 거래는 오프라인의 ‘암표’와 달리 비
교적 해당 입장권의 정보 확인 및 판매자/구매자의 이력 추적 등이 용이하여 불법
적인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o 특히, 소비자들이 취소/환불 조건 등에 따라 공식 판매처를 통한 취소보다 재판매를
통한 손해가 더 적을 경우 재판매 시장은 소비자에게 편익을 가져다 줌
- 이러한 재판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원하는 공연/경기를 관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여 마찬가지로 소
비자 편익이 발생

☐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입방법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시점
o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입은 실제 수요자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공연/경기 관람을 포기하거나 2차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및 불이익을 발생시
키는 원인
o 특히, 매크로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입 등 부정한 방법에 따른 1차
시장의 입장권 품귀는 단순히 1차 시장의 소비자에게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시장의 가격 결정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일반적인 재판매 시장의 전제 조건이 참여자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1차 시장의 구매자가 2차 시장의 판매자로 나설 시 2차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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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과 책임을 일반적인 소비자와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소비자 문제 예방을 위해 시장 참여자 조건과 역
할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
o 부정한 프로그램을 통한 1차 시장 입장권 구매는 공정 경쟁에 위배되므로 이를 배
제시킬 수 있는 규제 방안 모색
o 재판매 목적의 1차 시장 입장권 구매는 단순히 입장권 선점에 따른 실 수요자의 관
람을 방해함은 물론 2차 시장의 가격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해당 판매
자를 1-2차 시장에서 배제 시키거나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

☐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판매 시장의 양
성화를 통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
o 입장권 재판매 및 구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해당 시장은 보다
더 음성적으로 더 많은 위험요소를 지닌 채 운영될 확률이 높음
- 불법 행위에 대한 반향으로 판매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불법
시장에서의 소비자 역시 사기․기만행위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추가요금 요금을 부
담하더라도 공식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
o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는 입장권 재판매의
특성 상 거래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특성이 고려된 시장 참여 및 규
제 방안을 마련해 시장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
- 부정한 방법(매크로, 봇 사용 등)으로 1차 시장으로부터 입장권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여 1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판매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경쟁 환경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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