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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서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온 해외여행객의 수는 2016년 2천만 명을
넘기에 이르렀고,1) 인터넷을 통한 여행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저가항공 시장의
확대·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비추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상은 국내여행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여행문화의 확대는 여행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여행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가져와 소비자는 다양화·다각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준에 이
르게 되었다.
거래 자체의 증가와 소비자의 향상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법적 다툼과 소비자 분쟁의 급증을 수반하였다.2) 그러나 여행에 관한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고,3) 여행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이 일반 재
화의 공급과는 완전히 다르고,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의 용역제공과도 다르
1)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국민 해외여행객은 2,007,035명에 이른다.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news/policy/board/view.kto?id=427708&isNotice=false&instanceId=4
20&rnum=4, 2017. 12. 15. 확인)

2)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4년 816건, 2015년 845건, 2016년 931건
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2016년 피해구제가 접수된 건 가운데 국외여행은 860건(92.4%),
국내여행은 71건(7.6%)로, 국외여행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유형별로 보
면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64건(8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2016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46-147면 참조.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사안의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약
관련*

부당
행위

품질·
A/S

안전
관련

가격·
요금

표시·
광고

약관

기타**

계

건수

764

88

36

24

11

5

1

2

931

* 계약관련: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채무불이행, 청약철회 등
** 기타: 거래관행, 단순문의·상담 등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2016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147면.

3) 「관광진흥법」에 일부 규정(같은 법 제12조 내지 제14조)만을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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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종래의 법규범이나 제도의 틀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민법의 입법자는 총괄단체여행(운송·숙박·관광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민법 제672조의2))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포함하는 계
약관계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
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여행계약
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율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안은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4)
(2) 여행표준약관 정비의 필요성
실제의 거래에서 여행업자5)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은 대부분 약관을 사용하여 체
결된다. 특히 종래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임의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행약관은 ‘당사자의 법’으로 기능하여 왔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약관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을 상대방, 특히 소비자에게 강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하
여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
이 적용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이 제정·개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있는
데, 이는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한 것을 공정거
래위원회 등이 심사한 후 승인·보급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작성·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7) 따라서 표준약관은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거래
관행, 거래의 목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약관규제법’
의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범위에서 작성된다. 이러한 범주에서 여행 분야에서도
‘국내여행표준약관8)’과 ‘국외여행표준약관9)’이 제정되었다.10)
4) 2015. 2. 3. 개정되고, 2016. 2. 4. 시행되었으며, 부칙(2015. 2. 3. 법률 제13125호) 제4조에 따라 여
행계약의 개정 규정은 2016. 2. 4. 이후 체결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된다.
5) 이하에서는 개정 민법에 따라 ‘여행주최자’라고 지칭할 것이나, 종래의 여행표준약관에서의 표현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라고 한다.
6) 법률 제14141호, 2016. 3. 29. 시행. 이하에서는‘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7) 최병규,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5. 8.,
249면.
8)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약관 제10020호로 여행업 표준약관 중 ‘국내여행표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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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여행 분야에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관광진흥법」
의 관련 규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및 그 기준11), 여행업계의 인증제도12) 등이 이
용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가 여행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여
왔다.13)
한편, 민법의 입법자는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를 여행주최자에 대한 관계에서 경제
적 약자로 판단하였고, 여행자 보호의 목적에서 여행계약의 대부분의 규정(민법 제
674조의3, 제674조의4, 제674조의6 내지 8)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구성하였다(민법
제674조의9).14) 그리하여 현행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이 단
순히 민법 개정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시간적 관점에서만 여행표준약관의 개정을 논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표준약관이 여행자 보호라는 민법 개정 취지에 부
합할 수 있도록 민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을 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15) 또한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완비된 상태에서 민법전의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된 임의규정인 일반 계약법상의 조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조치하
기 위해서도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여행표준약관 개선 방안의 제시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개정 민법의 내용을 현행‘국내여행

관’(2014. 12. 19. 개정)이다.
9)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표준약관 제10021호로 여행업 표준약관 중 ‘국외여행표준약
관’(2014. 12. 19. 개정)이다.
10) 위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의 제정 경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제
정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1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그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
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 한국여행업협
회의 여행불편처리센터와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규정 등이 있다. 김도년,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
로 인한 국내외표준약관의 개정방향”,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2016. 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30면, 각주 5) 참조.
12) 한국여행업협회가 자율규제의 맥락에서 운용하는 여행상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
한 우수여행상품 선정제도가 있다. 여행정보센터 사이트(http://www.tourinfo.or.kr)에서 선정된 우수여
행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2017. 12. 21. 확인).
13) 김도년, 주 11), 130면.
14) 권영준, 법무부 민법 채권편 개정시안 해설,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3, 242면.
15) 표준약관이 제·개정된 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관규제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4141호로 2016. 3. 29. 일부개정). 이에 따르면, 공
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제19
조의3 제3항), 사업자 등이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
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할 수 있다(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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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행
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정
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정된 민법 규정의 여행표준약관에의 반영 여부와 별도로 여행표준약관
은 여전히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계약 체결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약
관의 내용이 개정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계약관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적절한 표준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약관의 내
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여 여행표준약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실질적으로는 개정 민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여행표준약관의 모델을 작
성하고, 나아가 여행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지
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행 표준약관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할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에 관한 연구
먼저 현행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
은 제9절의2에 여행계약의 절을 신설하였으므로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은 모두 새로
운 것이다. 이에 입법 당시 논의되었던 기초자료 및 입법에 영향을 미친 재판례 등
의 분석을 통하여 입법취지 등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여행표준약관에 대한 연구
현재 여행 분야에서 사용되는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검토·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개별적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여 오다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약관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야 하는 사항 등을 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줄
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이에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구체적 내용을 차

- 4 -

례대로 검토한 후 이를 민법 규정과 비교·대조하여야 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다.
3) 외국의 여행계약과 여행표준약관에 대한 조사 연구
이 연구가 우리 민법의 개정 내용과 민법 개정 전에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
행표준약관의 정합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이 우리
보다 앞서 대중화·보편화된 문화권의 제도 내에서, 특히 민법에 여행계약을 전형
계약으로 규율하는 국가들에서의 민법의 내용과 여행표준약관의 정합성 정도를 가
늠해 볼 수 있다면 이 연구의 출발점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러한 예로서 독일·네덜란드·대만의 민법의 규정
과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조사하여 양자를 비교할 것이다.
민법과 무관하게 여행표준약관의 일반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우리의 여행표준약관 모델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전면적으로 개
정한 유럽연합의 패키지여행계약에 관한 지침을 소개하고, 우리와 매우 유사한 법
체계와 법해석학을 발전시켜 온 일본의 예도 소개할 것이다.
4) 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안
위 1) ~ 3)의 범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표준약관의 구체적인 개선 방
안을 제시한다. 2016년 개정 민법과의 정합성을 주된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 여행자
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소비자 분쟁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침으로 작용
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 국내외 문헌의 조사
여행계약에 관련한 우리의 문헌을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여
행관련 분쟁사례들을 찾아내어 검토·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여행표준약관에 제시하는 것이 의
미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일·네덜란드·대만·유럽연합·일본 등 여러 외국의 관련 문헌도 광범
위하게 조사하여 참고하려고 한다.

- 5 -

2) 여행업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약관은 약관사용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
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약관사용자, 즉 여행
주최자 측의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여행업계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실무가 및
약관의 상대방, 즉 소비자인 여행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초
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포럼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박희주 선임연구위원의 ‘민법 개정에 따른 여행표준약
관의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소
비자법학회 회장)와 안창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을 맡아 소비자 측의 의
견을 대변하였다. 또한 권오현 ㈜ 노랑풍선 재무지원실장의 ‘실무관점으로 접근한
여행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여행업계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과 이돈
영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각각 소비자 및 중립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외국
의 여행계약 규정 및 여행약관에 관한 선행 연구과정에서 대만이 우리와 유사하게
여행계약을 민법과 약관에서 규율함에도 양자 간에 불일치한 사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러한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포럼의 마
지막 주제로 선정된 ‘대만민법의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 여행표준약관과의 비교
검토’를 김성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였고,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와 우병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이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부
합하는 한도에서 충실히 반영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위 연구결과에 기초한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모델약관을 제시한다. 그 주된 내용은 ① 민
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약관에 반영하고, 종래의 약관 조항을 이에 따라 개
정하는 것과 ② 그밖에 전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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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법제도에 따른 여행계약관계의 규율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추가된 현행 민법에 따른 규율에서는 무엇보다도 민법의
규정(제674조의2 내지 제674조의9)이 여행계약에 관한 기초적 규범이기 때문에 민법
의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임의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 약관의 조항을 무효로 해야 하는 약관의 내용통제를 위해 요
구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행 민법에 의해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을 현재 여행업계에서 사용하는 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도
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현행 여행표준약관을 비교하는 데
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을 상세하게 살펴
본 후,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1.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

(1)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의 신설
2015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법적 규
제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여행업에 관한 규정16)이 유일하였다.17) 이 법률에
서는 기획여행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행업자에 대
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안전정보 서면 제공의 의무)을
두는 한편, 여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서류를 여행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
를 받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계약
자체에 관한 실질적인 규율은 여행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약
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고시한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
여행표준약관’이 있고, 특히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계약서 및 여행약관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여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여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후적
규율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이 간접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만 맡겨 두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특히 해외여
16) 「관광진흥법」 제2절 여행업에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제13조(국
외여행 인솔자)·제14조(여행계약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17) 이 법은 2017. 12.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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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경우 이른바 ‘패키지여행’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서 문제는 한층 복잡해지
게 되었다.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용역에 다수의 사람이 관여하게 되고 장
기화된 여정으로 인하여 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으로서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18)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인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업
자가 작성한 여행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기 보다는 민법에서 이를 규율하여 권위 있
는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설된 여행계약의 절(제9절의2)은 여행계약의 의의(제674조의2), 여행개시 전의
계약 해제(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제674조의4), 대금의 지급
시기(제674조의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6 내지 8), 강행규정(제674조의9)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특히 논의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 여행자가 여
행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제674조의3), ②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귀환운송·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한 점(제674조의4), ③ 여행주최자
의 담보책임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둔 점(제674조의6 내지 8) 등이다. 이에 관하여
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2) 여행계약의 내용
민법전의 여행계약 규정의 내용을 1) 여행계약의 의의, 2) 여행계약의 성립, 3) 여
행계약의 효력, 4) 여행계약의 종료로 나누어 이 순서에 따라 상술한다.
1) 여행계약의 의의
(가) 여행계약의 정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
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
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74조의2). 이러한 정의는 거래계의 이른바 ‘패키지여
18) 여행계약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로는 신동숙, “한국의 여행계약법 제정방향에 관한 실증
연구”, 관광연구 제11권(1998. 12), 대한관광경영학회, 150면 이하. 2013년 민법 개정 전에도 법무
부에서 2004년에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신설하려는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70611)을 발의하였
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그 정부안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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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19)을 규율의 대상으로 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민법에서의 여행계약은
국외여행·국내여행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획여행이라고 하여도 국외여행만
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내여행표준약관’은 여행의 종류를 일반모집여행·희망여행·위탁모집
여행으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은 패키지여행·희망여행20)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
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674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인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결합의 제공’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여행의 구
별 없이, 그리고 위 표준약관의 개념과 관계없이 여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나) 법적 성질
여행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
야 하는 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은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
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급부와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금이다.21) 또한 불요
식계약으로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는 여
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주최자와 여행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며,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여행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2) 그리고 여행 관련 용역을 제
공할 의무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한편, 여행계약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
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① 여행이라는 무형적 결과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23), ② 도급
19)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따르면,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
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
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
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패키지여행’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나, ‘패키지여행’은 여행업자가 다
양한 여행급부를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지(표준약관상의 일반모집여행 또는 패키지여행)
여부에 관계없이, 즉 여행자가 선택 가능한 여행 급부 중에서 여행급부의 결합을 선택하도록 하거
나(표준약관상의 희망여행), 여행자를 모집한 후 다양한 여행급부의 제공을 협의하는 방식을 포함
하여 여러 여행급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총체를 뜻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0) 이에 관하여는 여행표준약관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상세하게 논의한다.
21) 송덕수, 채권법각론(제3판), 박영사 (2017), 349면.
22) 「관광진흥법」제14조 제2항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업자가 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
여행서비스 내용을 기재한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의 증명서류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
고 있다.
23) 독일에서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통설과 판례(BGH, Urt. v. 18.10.1973 - VII
ZR 247/72, BGHZ 61, 275)의 입장이었다. 이은영, 채권각론, 1994, 409면.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
적 문제”, 비교사법 제9권 제1호(2002. 4.), 한국비교사법학회, 9-10면은 여행계약을 도급계약의 일

- 9 -

계약과 유사하지만, 다수의 서로 다른 급부로 구성된 점, 이들 상이한 급부의 실현
이 시간적·장소적·기능적으로 전체급부와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점, 일의 결과가
개개의 급부 및 시간적 연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정한 시점에 집중되지 않는
점에서 독립한 계약이라는 견해24), ③ 독자적 성질을 가지지만, 위임·매매·임대
차·도급계약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계약이라는 견해25)가 주장되었다. 입법
자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의 전형계약 중 도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9절
다음에 두어 도급계약에 가장 가까운 계약의 종류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한 전
형계약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6)
2) 여행계약의 성립
(가) 여행계약의 당사자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
공하는 여행주최자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행자이다(제674조의2).
가) 여행주최자
제674조의2의 규정이 운송·숙박·관광 또는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
기로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용역을 결합하여 자
신의 급부로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여행주최자이다. 제674조의2
에 따라 여행주최자는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한 여행을 여행자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여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
송·숙박·관광 등의 개별 용역을 여행주최자에게 제공하는 자(예. 운송회사, 호텔,
여행가이드 등)는 여행주최자가 아니다. 이때 개별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여행주최
종으로 파악하는 것이 여행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약관을 이용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지위로 한정하여 여행상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24) 서민, “여행계약의 법리 및 입법방향”, 민사법학 제15호(1997. 4.), 118면; 남효순, “여행계약”,
민사법학 제20호(2001. 7.), 166면; 이은영, 채권각론, 2007, 544면. 한편, 도급계약 또는 도급유사의
계약으로 보고 도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형적인 여행서비스의 제공
이라는 여행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는 집필대표 박
준서(구욱서 집필부분),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3판, 1999, 313면. 그리고 여행대금선급에 관한 약
관의 유효성 검토를 전제로 독자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2001. 1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6면·31-33면.
25) 우리의 문헌에서 이를 주장하는 견해는 찾을 수 없고, 독일에서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규정되
기 이전의 일부 견해가 이와 같이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여행계약이 도급·임대차·고용, 나아가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Teichmann, Die Entwicklung der Rechtsprechung zum Reiserecht von
1986 bis 1993 - Teil I, JZ 48, S. 823.
26)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4판, 2016, 419-420면(백태승 집필부분); 권영준, 주 14),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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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시에 따라 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일 수도 있고, 각
급부자가 독립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주최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이행
대행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27) 여행주최자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91조가 적용된다.28) 또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에 여행계약을 중개하는 여
행모집인(예. 여행사)도 여행주최자가 아니다. 여행자와 여행모집인 사이의 계약은
중개계약이기 때문이다.29)
나) 여행자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여행 관련 급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이다.30)
(나)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 구성부분은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과 여행대금이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보면, 제
674조의2가 운송·숙박·관광 또는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용역이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한
다. 이를 테면 운송과 숙박, 숙박과 식사제공, 운송과 관광, 숙박과 현지체험 등의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역 중 어느 하나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과 이론이 적용된다.31) 그 밖의 본질적 구성부

27)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논의를 참고하면,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이유는 개별급부자에게 발생한 여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여행주최자에게 모두 물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여행자에게
개별급부자에 대한 계약상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의 견해는 여
행주최자와 개별급부자간의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가 개별급
부자에게 가진 계약상의 청구권을 개별급부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독일 여행계
약법에서 개별급부자로서의 이행보조자는 일반적 의미의 이행보조자와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예
컨대, 일반적 의미의 이행보조자(예컨대 여행주최자가 보낸 여행안내자)의 경우에는 그의 경과실에
한해서 여행주최자의 책임감경의 합의가 가능하지만(개정전 독일민법 제651조의h 제1항 제1호). 개
별급부자에 대해서는 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여행주최자의 책임감경이 가능하다(개정
전 독일민법 제651조의h 제1항 제2호). 최홍섭, “여행계약과 그 입법론에 대한 몇가지 생각”, 법
학연구 제7집(2004),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62면 이하 참조.
2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은 패키지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여행서비스를 제
공한 현지 여행업자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
지 여행업자인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간접적 이행보조자(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채무자
가 이를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한 경우에는 간접적 이행보조자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민
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29) 송덕수, 주 21), 348면.
30)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1호에서 의미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행주최자가 상인이 아
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31) 송덕수, 주 21), 349면.

- 11 -

분으로서 여행주최자가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여행대금에 관한 당사
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여행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3) 여행계약의 효력
여행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여행주최자의 의
무와 여행자의 의무로 나누어 살펴본 후, 여행계약의 효력으로서 규정하는 여행주
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상술한다.
(가) 여행주최자의 의무
가) 여행 관련 용역의 제공의무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좇아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여행
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여행주최자의 계약상의 의무는 민법상 여행계약에 관한 규
정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청약시 유인이 되었던 여행안내서, 여행계약으로 유효하게
편입된 약관 조항, 여행계약 체결 당시 부수적으로 합의한 사항, 여행의 성격, 여행
지의 통상의 관행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제반 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와 여행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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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을 여행지까지 운송하여야 하고 여행종료시 귀환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약
정한 숙박시설에서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지에서의 여정 등을
기획·준비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타의 행위의무
여행주최자는 주된 급부의무인 여행 관련 용역 제공의무 외에 기타의 행위의무32)
를 부담한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지, 여행일정, 여행관련 서비스 기관의 선택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고, 현지의 여행가이드로 하여
금 안전배려의무를 지도록 하고, 여행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도 여행계약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여행주최자에게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를 인정한 바 있다.33)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결에
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하였다. 체약시 여행정보 등에 관한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
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
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
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
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34) 이때 여행주
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해당 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고 한다.35)

32) 판례는 이를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라고 표현한다.
33) 대법원 1998. 11. 14. 선고 98다25061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주 2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34)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주 3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주
3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주 2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
결(주 3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35)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주 33))은 여행주최자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안전배려의무
의 일환으로 여행자에게 위험한 놀이기구인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먼저 여
행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탑승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켜 이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아니함은 물
론 위험을 조우한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
건에서 여행주최자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트스키를 타도록 권유하였고 제트스키의 운전
자의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주 33))에서는 스키장 이용 패키지여행 사안에서 이 사건 스키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모집한 여행주최자에게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 운영실태,
지형지세 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판단하여 위 스키장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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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
다(제674조의5).
(다)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여행계약이 유상계약이므로 제567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
580조)이 이에 준용될 수 있으나, 입법자는 무형의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계약은 유형물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특별규정으로 두었다. 여행주최자의 무과실책임인 담
보책임의 내용으로는 ① 시정청구, ② 대금감액청구, ③ 손해배상청구, ④ 계약해지
가 인정된다.
가) 법적 성질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무과실의 담
보책임으로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 여부가 문제되지 않
는다.36)
나) 요건
여행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여행계약에서도 하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
지 않다. 이는 하자의 개념정의를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무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주 33))은 여행자(A)가 여행주최자의 현지인솔자가 안내한 식
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가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
을 주입하려다 A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
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여행자들로
하여금 알코올버너를 이용한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먼저 알코올버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 설명을 함과 아울러 여행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버너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잘 살펴 사
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하급심 판결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
고 2014가합25815 판결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가 포함된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지역이 여행경
보 3단계(여행제한)가 발령되었는데, 여행주최자는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그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이를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하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주 34)) 판결은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여행주최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주최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
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6) 주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38-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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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관계가 문제되는 다른 계약관계에서와 마찬가지의 태도이
다. 그리하여 여행계약에서의 하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매매에서와 같이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37) 하자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히 여행계약의 경우 제공하는
여행 관련 급부가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당사자가 정한 목적물의
사용목적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하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주관설이 타당하다.38) 즉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약정한 여행
의 내용과 품질이 판단기준이 되고, 당사자가 정한 것이 없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그 종류의 여행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과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행계약에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행설명서나 일정표 등에서
제시한 사항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결여된 경우, 여행 관련 급부가 갖추어야
할 내용과 품질을 갖추지 못하여 여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된 경우이다. 구체적 분쟁
에서 여행의 하자가 다투어진 경우가 아직 없어서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다투어지
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재판례에는 여행의 하자가 다투어진 사안이 다수 누적되어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를 일부 열거하면, ① 운송
과 관련하여 여행주최자가 광고한 항공사의 항공을 제공하지 않거나 약정한 등급의
좌석이 아닌 경우,39) ② 숙박과 관련하여 약정한 호텔 등급이나 객실의 위치가 아
닌 숙소를 제공40)하거나 냉방시설, 유아침대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
나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41), 바다전망을 특별히 강조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경
우42), ③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해변 접근성, 스키여행상품에서 경사의 정도, 서핑
여행상품에서 풍속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된 바와 다른 경우43) 등이 있다.44) 이에

37)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하여 하자의 개념을 병존설로
파악한 것도 있고(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다수), 주관적 표준을 우선시키는 판
결도 있다(대법원ﾠ2002. 4. 12.ﾠ선고ﾠ2000다17834ﾠ판결 등).
38) 같은 취지: 송덕수, 주 21), 351면·197면; 주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39면. 이에 반하여 주관
적 하자개념과 객관적 하자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병존설로는 박재훈,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2011. 3.), 경
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37면.
39) LG Frankfurt a.M. NJW-RR 1991, 877; AG Bonn RRa 1997, 197; AG Bielefeld NJW-RR 2000, 786.
40) AG Düsseldorf MDR 1985, 232; AG Düsseldorf RRa 1997, 240;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례로는
AG Bad Homburg RRa 1998, 61; AG Hamburg RRa 1998, 111.
41) AG Düsseldorf RRa 2004, 14(냉방시설); AG Kleve RRa 1999, 148.
42) AG Baden-Baden RRa 2006, 163; AG Stuttgart NJW-RR 1996, 1398; AG Hamburg RRa 1998, 111.
43) LG Kleve RRa 1998, 15(해변 접근성); OLG Munchen RRa 2002, 57(스키여행지의 경사정도);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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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유럽 내 항공의 경우 4시간 이내의 지연45), 국제선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지
연46), 2주 기간의 여행에서 2-4시간의 비행중단47), 호텔객실 내의 전화 및 라디오의
고장48), 객실 내의 개미나 거미줄49), 모기50) 등 곤충의 출현, 식사 시 30분의 대기
시간, 1회의 정전51)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불편정도
에 그치는 경우는 것으로 보았다.52)
다) 책임의 내용
여행자는 하자의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각 청구권 중 행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다만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계약해지권의 경우에는 시정청구권이 효과
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다.
① 시정청구권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74조의6 제1항 본문). 하자의 시정을 청구하는 것은 본래 여행계약에 따
라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하자 없는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674조의6 제1항 단서).53)
여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제646조의6 제2항).
② 대금감액청구권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74조의6 제1항 본문).
대금감액청구권은 시정청구권과 경합하여 인정되므로 여행자는 두 권리를 선택적으
Verden RRa 1997, 21(서핑여행지의 풍속정보).
44)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으로는 Führich, Reiserecht, 7. Aufl., §7, Rn. 108 ff.
45) LG Frankfurt, Urt. v. 07.01.1991 - 2/24 S 299/90 - NJW-RR 1991, 630-631.
46) OLG Düsseldorf, Urt. v. 27.02.1992 - 18 U 173/91 - NJW-RR 1992, 1330-1332.
47) LG Darmstadt, Urt. v. 14.08.1975 - 6 S 556/74 - FVE Bd. 9 Nr. 924.
48) AG Düsseldorf, Urt. v. 23.05.1995 - 26 C 2315/95 - RRa 1995, 209-210.
49) AG München, Urt. v. 17.06.1993 - 113 C 8167/93 - RRa 1994, 85.
50) LG Frankfurt, Urt. v. 30.09.1999 - 2/24 S 391/97 - RRa 2000, 75-76.
51) AG Köln, Urt. v. 26.04.1984 - 128 C 1/84.
52) Steinrötter in: Herberger/Martinek/Rüßmann u.a., jurisPK-BGB, 8. Aufl. 2017, § 651c BGB, Rn. 36.
53) 이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추완청구권 규정에 상응하는 조항이다. 권영준, 주 14),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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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사할 수 있다.
대금감액청구권은 그 성질상 여행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성권으
로서 여행자의 감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여행주최자에게 도달하면 대금감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여행주최자는 이 부분만큼 대금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여행주최자
가 여행대금 전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는 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
환해야 한다.54)
③ 손해배상청구권
여행자는 시정 청구나 대금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청
구나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74조의6 제3항). 전자의 손해
배상은 시정청구나 대금감액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는 시정청구나
감액 청구로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55)
한편, 여행계약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명문화하지 않았다.56) 이는 일
반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인정의 문제이므로 여행계약에 한하여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서는 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고 학설·판례
에 맡기기로 하였다.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침해되었
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57)
④ 계약해지권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
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74조의7 제1항). 계
약해지권은 여행에 중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화된 요건 하에서만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
약관계의 소멸을 허용한다.

54) 송덕수, 주 21), 352면.
55) 권영준, 주 14), 232면.
56) 주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40면. 참고로 독일민법 제651조의f 제2항은 여행이 좌절되거나 현
저히 저해된 경우에, 여행자는 휴가기간이 무익하게 소모된 것에 대하여도 적절한 금전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7) 송덕수, 주 21), 352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5판), 홍문사 (2017), 1511-1512면; 장창민, “여행계약
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2017. 8.), 한국비교사법학회, 1252-1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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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제674
조의7 제2항). 이에 따라 여행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을 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674조의7 제2항 단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제550조), 계약관계의 청산
의무가 존재한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
를 지며, 일종의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제674조의7 제3항 제1문).58) 여행자의 귀환운송비용은 여행주
최자가 부담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674조의7 제3항 제2문).
라) 책임의 존속기간
여행자의 시정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지권은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74조의8).59)
4) 여행계약의 종료
여행계약은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즉 여행 관련 용역이 모두 제공
된 경우에는 여행계약은 종료한다. 그리고 민법은 여행계약에 대하여 계약 개시 전
의 해제와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를 규정한다. 이와 같이 해제와
해지에 의하여 여행계약이 종료하기도 한다.
(가) 여행 개시 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의3
본문). 이때 이로 인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제674조의3 단서).
여행계약은 보통 여행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체결되고, 계약체결 후 여행이 개
시되는 기간 동안에 여행자에게 예상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다.60) 그리고 이와

58) 주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43면; 지원림, 주 57), 1512면.
59) 민법은 여행종료일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여행종료일이 계약상의 종료일보다 늦은 경
우에는 여행자보호를 위하여 전자를 기산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라는 입법론이 있다. 송
덕수, 주 21),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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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며, 이는 여행
대금의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61)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의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제674조의4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
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74조의4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
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제674조의4 제2항).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
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제674
조의4 제3항).
(3)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성
민법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면
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계약관계를 규율한다. 여행계약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소
비자인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어
제674조의9는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
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보다 여행자보호에
더 미흡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여행계약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입법하였다.

2. 여행약관에 의한 규율

(1) 여행표준약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62) 여행 분야에서 표준으로 기능하는 약관으로서 ‘국내
여행표준약관(이하에서는 ‘국내약관’이라고 함)’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이하에서
는 ‘국외약관’이라고 함)’이 실제 여행계약 체결시 사용되고 있다.63) 국내약관은
60) 지원림, 주 57), 1512면.
61) 송덕수, 주 21), 354면. 독일민법 제651조의i도 참조.
62) 위 2-3면.
63)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제 계약에서 여행사에서 마련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업자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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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의 조항으로, 국외약관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약관에 여
행요금의 변경(제12조)과 손해배상(제14조)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조항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며, 다만 각 조항에서 국내여행과 국외유행에 특
유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내용을 대강 분류하면 ① 목적 및 정의 조항, ② 계약체결
에 관한 조항, ③ 계약의 효력(당사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시 책임·여행기간·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⑤ 기타 보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으로의 편입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
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 각 조항에 두어져 있다.
한편, 국내약관·국외약관은 민법에 여행계약의 절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4년 12
월 19일에 최종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민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여행표준약관의 개정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이므로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 과제
이다. 이하에서는 위 1. (2)에서 검토한 순서에 상응하여 표준약관의 내용을 살펴본
후, 민법 규정과 비교·검토한다.
(2) 여행표준약관의 내용
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국내·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
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1조).
1)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은 그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국내약관과 국외약관은 각각
다른 유형의 여행계약을 정의하고 있다.
(가) 국내약관에 따른 정의
국내여행계약에는 일반모집여행·희망여행·위탁모집여행이 있다. ‘일반모집여
행’은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고,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이다.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여행표준약관의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례
로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여행약관은 여행표준약관에서 ‘여행사’를 ‘당사’로 규정한 것
과 국외여행 약관 제20조 제3항(“이 약관은 기획여행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을 추가하고
있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동일하다. 따라서 실제 여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여행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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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가리켜 ‘위탁모집여행’이라고 한다(국내약관 제3조).
(나) 국외약관에 따른 정의
‘기획여행’이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
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
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다. ‘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으로 국내여행표준약관에서와 같으나 이에 운송·숙식·관
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국외약관 제3조).
기획여행과 희망여행의 구체적 차이는 계약체결 과정에 있다. 즉 기획여행은 미리
여행사가 결합시킨 여행상품 중에서 여행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희망여행은 여
행자와 여행사 간의 교섭에 의하여 여행상품의 내용이 결정된다. 그리하여 기획여
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계약 체결 이전에 예약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64)
(다) 민법 규정과의 비교
위에서 본 여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인 ‘운송·
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결합의 제공’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국
내·외 여행의 구별 없이 각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개념 모두 여행계약의 범주에 포
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행계약의 성립
(가) 여행계약의 당사자
가) 여행사와 여행자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개별 여행사와 여행자이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1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2조 제1항). 여행사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인 사업자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 여행자는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이고, 약관규제법상 사업자로부터 약
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고객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
나) 민법 규정과의 비교
국내약관·국외약관에서 규정하는 ‘여행사’가 운송·숙박·관광 또는 여행 관

64) 박희주, “민법 개정에 따른 여행표준약관 개정방안”, 여행표준약관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2017.
11.), 한국법학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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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의 여행계약에서 정하는 ‘여
행주최자’이다.65) 여행중개인인 여행사가 여행주최자가 아닌 점에 주목하면, 표준
약관에서도 여행사라고 하는 용어는 여행주최자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가) 여행계약의 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
서)를 그 내용으로 한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4조 제1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
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4조 제2항).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
며,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행사는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5조). 이에 관하여는 다음
의 나)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여행사의 서면 교부 의무
계약 체결시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6조).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이에 더
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66)를 제공하여야 한
65) 입법과정에서 여행계약의 한쪽 당사자를‘여행주선자’로 표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선자는
주로 중개역할만 하므로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여행주최자’라는 표현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주
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37면.
6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는 자연재해, 질병정보, 치안상태, 테러위험 등
에 관한 국가별 기본정보 및 여행경보 발령 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여행경보제도는
중·장기적인 여행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경보’와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 발령하는 ‘특별여행경보’로 구분된다.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
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로 구성되고, 특별여행경보는 특별 여행주의보(철수권
고)와 특별 여행경보(즉시대피)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종래 여행사 약관에서는 여행안전정
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위의 홈페이지 주소만을 적시하고 있어서 여행자 보호에 충
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
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및 12개 대형 여행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공
동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르면 (계약서 등에) 실제 여행국가·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표준안의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http://www.smartoutbo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여행업
자가 제공할 안전정보의 내용으로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
지하는 국가 목록,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제2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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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외약관 제6조).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이나 팩스 등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여행사가 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국내약관 제7조·국외약관 제7조).
위의 규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조건에 지나지 않는 약관이 고객을
구속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의 규정 및 이
를 실질적으로 강제화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요건으로 ①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
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것(약
관규제법 제3조 제2항), ② 사업자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
조 제4항). 종래부터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두고 있는데67), 그에
따르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 계약체결의 거절
표준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①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국
내약관·국외약관 제10조).
라) 민법 규정과의 비교
민법에는 계약의 성립 및 체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
여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표준약관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① 계약의 구성부분에 관한 규율, ②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관한 서면 작성 의무, ③
여행사의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규제법 및 「관광진흥법」

67)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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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근거를 둔 고객(여행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3) 여행계약의 효력
여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국내약관·국외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및 의
무 위반시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과 여행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은 여행계약의 효력에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파
악하였으나, 표준약관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두어져 있지 않다.
(가) 여행사의 의무
가) 여행서비스 제공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
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2조). 이에 따라 여행사는 주된 급부의무
로서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의 용역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여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
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된다. 특히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다(국내약관·국외약관 제4조 제2항).
나) 기타의 행위의무
여행사가 부담하는 기타의 행위의무로는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
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국내약관 제16조·국외약관 제
18조),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국내약관 제17
조·국외약관 제19조) 및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국내약관·국외약관 제
11조 제5항) 등이 있다. 또한 국내약관은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주의를 다할 여행사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한다(국내약관 제8조 제3항). 국외약
관은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도록 배
려하여야 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외약관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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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무위반시 책임
여행사가 여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의 법리로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나, 특히 국내약관은 문제되는 사항을 열거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행사는 ①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가 국
내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
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여행사의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
인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국내약관 제8조 제1항). ② 여행사는 항
공기·기차·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
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여행사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하면 면책된다(국내약관 제8조 제2항·국외약관 제14조 제3항). ③ 여행사나 그 사
용인은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
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8조 제3항).
이에 반하여 국외약관은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현
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국외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
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일반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국외약관 제8조).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국외약관 제14조 제1항), ②
여행사의 유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
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자는 여행
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 상당액을 여행자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국외약관 제14조 제2항). 그리고 ③ 운송기관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여행사에게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외약관 제14조 제3항).
라) 민법 규정과의 관계
민법에 따른 여행계약에서도 여행주최자는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
하고, 기타의 행위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기타의 행위의무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
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 민법 제2조의 일반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68)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6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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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69)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여행자의 의무
가) 대금지급의무
여행자는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준약관에 따르
면 여행대금에는 항공기·선박·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
항·역·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
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국내약관 제11조 제1항). 그리고 국외여행에는 관
광진흥개발기금이 추가된다(국외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
여야 하며, 이때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본다(국내
약관·국외약관 제11조 제2항).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
내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일까지(국내약관 제11조 제3항), 국외여행의 경우에
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국외약관 제11조 제3항). 지급방
식은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으로 가능하다(국내약
관·국외약관 제11조 제4항).
당사자가 약정한 여행조건이 변경70)되어 처음 약정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12조 제2항·국외약관 제13조
제2항). 특히 국외여행의 경우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
결시보다 5 %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증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을 증
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국외약관 제12조 제1항), 이 경우 여행사가 여행요
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이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외
약관 제12조 제2항).
나) 기타의 행위의무
여행자는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국내약관·국외약
관 제2조 제2항).
69)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주 34)).
70) 아래 (라) 여행계약의 변경 부분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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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 규정과의 비교
민법은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을 두고 있다(민법 제674조의 5). 이 규정은 거래계에서 여행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여행개시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입법한 것으로(고용계약
제656조 제2항),71)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한 규정(제665조 제2항)과 유사하다.
여행자의 기타의 행위의무는 위 여행주최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의칙의 일반 규
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변경에 따른 여행대금의 변경 및 여행조건의 변경에 따른 여행요금의 증감에
관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72)
(다) 여행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
국내약관은 여행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여행기간의 시기(始期)는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이고, 종기는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는 시점이다(국내약관
제15조). 국외약관은 탑승수속·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을 여행기간의 시기(始期)로
정하고,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을 종기로 규정한다. 다만 계약
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
과 도착시각으로 한다(국외약관 제17조).
민법은 여행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으면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자의 귀환운송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의 취지(민법 제674조의 7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통상의 경우에는 여행을 개시하는 시점을 여행의 시기(始期)로, 여정에 따른
최종목적지로 돌아온 때를 여행기간의 종기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여행계약의 변경
표준약관은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71) 백태승, “여행계약 입법안”, 민사법학 제62호(2013. 3.), 한국민사법학회, 155면; 주석민법 채권각
칙(4), 주 26), 437면. 한편, 여행계약의 민법에의 편입 이후에도 대금 선납에 관한 약관의 유효성을
논하는 견해로는 안병옥/박수곤,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선납에 관한 법적 문제”,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2017. 9.),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326면 이하.
72) 이에 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물건의 용익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와 비교
해볼 때 기간을 장기로 요하지는 않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을 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
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권영준, 주 14), 226-227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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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에
서 정하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국내약관 제12조 제1항·국
외약관 제13조 제1항). 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처음 약정한 여행요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앞에서 기술하였다.73)
이외의 경우에도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다(국내약관 제12조 제3항·국외약관 제13조
제3항).
민법은 계약내용의 변경, 여행대금의 변경, 여행자의 변경 모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계약내용 중 여행일정의 변경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서 하나
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하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관
광진흥법」 제14조 제3항).74)
4) 여행계약의 종료
여행계약은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즉 여행 관련 용역이 모두 제공
된 경우에 여행계약은 종료한다. 그리고 표준약관은 계약 개시 전의 해제와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를 규정한다. 이와 같이 해제와 해지에 의하여
여행계약이 종료하기도 한다.
(가)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의 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75)에 따라 산정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국내약관 제13조 제1항·국외약관 제15조 제1항). 이때 손해배상액은 여행
출발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12조 제3항·국외약관 제13조 제3항).
가)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73) 위 (나), 가) 대금지급의무, 6면.
7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
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
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
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7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30. 여행업(2개 업종), 부록 B,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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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 출발 전에 해제할 수 있다. 일반적 사유로서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
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
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여행자 개인에 해당
하는 사유로서 ③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
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내약관 제13조 제2항·국외약관 제15조 제2항).
그밖에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행사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한다. 국내약관에 의하면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여행사는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
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국내약관 제9조 제1항).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않고 계
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의 100 %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
상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9조 제2항). 국외여행에서도 최저행사인원의 미충족시 여
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
행사인원의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이행 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국외약
관 제9조 제1항). 이때 7일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고 해제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환급 외에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
지시 여행요금의 50 %를 배상하여야 한다(국외약관 제9조 제2항).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 사유로서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
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
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여행자 개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③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④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⑤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
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이 여행자인 때76), ⑥ 여행사

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7. 선고 2014나71599 판결. 여행자와 여행사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
하였고, 출발일 5일 전 신부가 사고로 부상(전치 5주)을 당하였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여행자는 사고 발생 2일 후, 즉 출발일 3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여행사는 환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해당 약관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부터 출발 당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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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여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내약관 제13조 제
2항 제2호·국외약관 제15조 제2항 제2호).
(나) 여행 출발 후 여행계약의 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내약관 제14조 제1항·국외
약관 제16조 제1항).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국내약관 제12조 제3항·국외약관 13조 제3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유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국내약관 제14조 제2항·국외약관 제16조 제2항).
(다) 민법과의 비교
민법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하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민법 제674
조의3). 여행주최자에게는 이러한 사전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77) 그러나 약관
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의 사전해제권도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 해제가
가능하기도 하다.
여행 개시 후의 해지에 관하여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
자·여행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74조의4 제2항),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74조의4 제3항).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제5조)과 위 ④, ⑤규정(약관
제15조)이 있었다. 제2심 법원은 여행자가 여행출발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약관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약관의 제5조는 약관규제법 제9
조 제5호(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는 한편, 약관
제15조에 따라 여행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
다.
77) 여행계약 신설과정에서 여행주최자의 경우에는 유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
므로 사전해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석민법 채권각칙(4), 주 26), 431면. 권영준, 주 14),
218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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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비교
이상에서 논의한 바에 기초하여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을 비
교하여 보면 크게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민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여행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그리고 ② 민법에서 편면적 강
행규정으로 입법한 규정인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여행주
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6 내지 8),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 및 비용청구에 관
한 규율은 여행표준약관에는 두어져 있지 않다. 그밖에 ③ 최저참가인원 미달로 인
한 계약해제와 여행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여행계약에서 전혀 규율하지 않
고 있거나 임의규정으로 규율하는 사항이 여행표준약관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간단하게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행표준약관

민법 제9절의 2
여행계약

목적 규정

국내여행

국외여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의무)

제674조의 2
[여행계약의 의의]

신의칙 규정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규정

정의)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주최자의
의무

제674조의 2
[여행계약의 의의]

제4조(계약의 구성)

제5조(특약)

제5조(특약)

제6조(계약서 및 약관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등 교부)

제7조(계약서 및 약관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등 교부 간주)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제10조(계약체결 거절)

계약의 체결

계약의 효력: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제8조(여행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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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제8조(여행사의 책임)
제14조(손해배상)

여행표준약관

민법 제9절의 2
여행계약

국내여행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계약의 효력:

제674조의 5

여행자의 의무

[대금의 지급시기]

제11조(여행요금)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국외여행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제11조(여행요금)
제12조(요금의 변경)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제674조의 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계약의 효력:
여행주최자의

제674조의 7

X

X

계약의 효력: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여행 기간

종료)

종료)

제13조(여행출발 전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계약해제)

[여행 개시전의 계약

제14조(여행출발 후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의 해제·

해제]

계약해지)

계약해지)

해지

제674조의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제9조(최저 행사인원

제9조(최저 행사인원

계약 해지]

미충족시 계약해제)

미충족시 계약해제)

담보책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해지권]
제674조의 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 3

기타

제674조의9
[강행규정]

제16조(설명의무)

제18조(설명의무)

제17조(보험가입 등)

제19조(보험가입 등)

제18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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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외국에서의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

1. 서설

(1) 외국에서의 규율 검토의 필요성
여행이 우리보다 앞서 대중화·보편화된 문화권의 제도 내에서 여행에 관한 법률
관계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서구문화권에서는 여행문화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이미 70년대부터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규율하여

왔고,

1990년에

유럽경제공동체

입법지침

(Richtlinie 90/314/EWG)78)이 제정되면서 유럽 각국은 이 지침에 따른 여행계약에 관
한 국내법 규율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2)에서 개관한다.
여행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율하는 입법례에서 민법의 내용과 여행표준약
관의 정합성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이 연구의 목적인 우리 민법과 현행 여
행표준약관을 일치시키는 데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독
일·네덜란드·대만의 민법 규정과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조사하여 양자를 비교하
려고 한다.
한편, 민법과 무관하게 여행표준약관의 일반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
으면 우리의 여행표준약관 모델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특히 최근에 전면적
개정을 하여 패키지여행 및 연계 여행급부를 제공하는 법률관계 전반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그럼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선진적 모습을 보이는 유럽연합의 지침79)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규율방식은 다르지만 우리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와 법해
석학을 발전시켜 온 일본의 예도 살펴볼 것이다.
(2) 유럽 입법상황의 개관
유럽에서는 유럽연합(과거에는 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체)의 입법지침이 제시되

78) 1990년 6월 13일의 패키지여행에 관한 이사회 지침(Richtlinie 90/314/EWG), ABl. L 158 vom 23. 6.
1990, S. 59.
79) Richtlinie (EU) 2015/23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15
über Pauschalreisen und verbundene Reiseleistungen,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und der Richtlinie 2011/83/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0/314/EWG des Rates, ABl. L 326/1 vom 11.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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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이를 각 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
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지침을 먼저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각 국의 입법상황을 보
는 것이 입법상황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연
구의 주된 대상인 민법 규정과 표준약관의 정합성 검토의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국
가 중 독일과 네덜란드를 먼저 살펴보고, 유럽연합 지침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2015년 개정지침을 이하 2.에서 상세하게 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그 외의 유럽의
입법례에 관하여 개관하는 데에 그치기로 한다.
프랑스법은 여행계약을 계약법의 범주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위의 유
럽연합 지침(90/314/EWG)에 따라 ‘여행 또는 체재의 주최 및 매매에 관한 활동의
수행조건’을 규율하는 1992년 7월 31일 법률 제645호가 제정되었고, 이 법률 제31
조의 적용에 의해 1994년 6월 15일의 법규명령(Décret) 제490호가 제정되었다.80) 이
후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관련된 내용은 「관광법」에 편입되
었다. 이후 유럽연합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17년 12월 20
일 최종 개정된 법률은 201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여행
계약에 관한 구체적 법률관계는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한다.81)
오스트리아는 위 90/314/EWG 지침에 따라 여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보호
법」 제31조의b 내지 제31조의f에서 규율하는 한편, 여행주최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여행대리점업을 위한 영업규정」에, 파산시 보호규정은 「여행대리점 담보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15/2302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전환에 따른 조치로서 「패
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연방법률」82)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은 2018년 7
월 1일 시행된다.
스페인에서는 위 90/314/EWG 지침의 국내법전환에 따라 1995년 7월 6일 「패키지
여행의 규율에 관한 법률」83)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법률이 2007년 12월 1일 폐지
되었고, 관련되는 내용은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84)에 편입되었
다. 2017. 11.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에서 패키지여행에 관한 규
정은 유럽연합지침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졌다.85)
80) 이에 관하여는 문성제, “프랑스법상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과 책임법리 – 기획여행계약을 중심으
로-”,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2014. 11.), 한국비교사법학회, 1606-1611면 참조.
81) 문성제, 주 80), 1606면.
82) Bundesgesetz über Pauschalreisen und verbundene Reiseleistungen (Pauschalreisegesetz – PRG)
BGBl. I Nr. 50/2017
83) Ley 21/1995, de 6 de julio, reguladora de los Viajes Combinados.
84)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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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1993년 6월 18일 「패키지여행에 관한 스위스연방법」을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영국에서는 1992년 12월 22일 「1992년
패키지여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그 다음 날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여행
업협회의 ‘여행주최자행위규약’, ‘추가요금기준’, ‘여행안내서 기준’을 개정
하였다.
이들 국가는 아래 2.에서 살펴보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현행 여행에
관한 법제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행계약을 직접
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는 국가의 경우
이하에서는 여행계약을 민법 내에 전형계약으로 규율하는 독일, 네덜란드, 대만의
경우를 조사하여 각 국가의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여행표준약관의 내용을
비교한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언어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법의 여행계약
조문만을 소개하는 데 그친다.
(1) 독일
1) 개관
(가)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
「2015년 11월 25일의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15/2302/EU)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2017년 7월 17일의 여행법 규정의 개
정을 위한 제3차 법률’86)에 의해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여행계약에 관한 제2관의 규정이 제4관87)에 두어지게 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2018년
7월 1일 시행된다.
(나) 여행표준약관
독일

여행업협회(Deutscher

Tourismusverband)에서는

여행표준약관의

예시

(Muster-Reisebedingungen für Pauschalangebote)를 마련하여 여행업자들로 하여금

85)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07-20555 (2018. 3. 13. 최종방문)
86) BGBl. 2017, 2394.
87) 민법 제9절의 ‘도급 및 이에 유사한 계약’하에 제1관 도급계약법, 제2관 설계기술 도급계약, 제
3관 건축도급계약, 제4관 여행계약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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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 내용에 기초하여 약관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88) 독일 민법의 여
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표준약관도 최근 개정되었으며,89) 이하에
서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고객의 의무, ② 대금의 지
급, ③ 여행 출발 전의 계약의 변경(여행대금과 관계없는 내용의 변경) 및 여행대금
의 변경, ⑤ 여행 출발 전 고객에 의한 해제 및 최저참가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여
행주최자에 의한 해제, ⑥ 예약의 변경, ⑦ 고객에게 사유 있는 해지 및 고객/여행
자의 의무, ⑧ 손해배상시 책임제한, ⑨ 대안적 분쟁해결, 준거법과 재판관할 등이다.
2) 주요 내용의 비교
이하에서는 개정 독일 민법의 규정과 표준약관의 조항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독일 민법 규정의 편제에 따라 비교할 것이나, 표준약관의 용어가 민법 규정의
정의에 따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우선 민법에 따
른 정의규정을 본 후 (나)에서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가) 개념 정의
가) 여행급부
‘여행급부’란 ① 사람의 운송, ② 거주목적이 아닌 숙소의 제공, ③ 자동차 등의
임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관광급부를 말한다(독일 민법 제651조의a 제3항).
나) 패키지여행 및 패키지여행계약
‘패키지여행’이란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조
합된 것이다(독일 민법 제651조의a 제2항). 또한 ① 여행자의 요청 또는 선택에 따
라 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가 조합된 경우, 또는 ② 여행주최자가 제공하는 여행급
부 중에서 계약 체결 후에 여행자가 선택할 권리를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부여하
는 형태의 여행급부의 제공도 패키지여행에 해당한다(독일 민법 제651조의a 제2항 제
1호·제2호).
‘패키지여행계약’이란 사업자인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약정한 여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
약을 말한다(독일 민법 제651조의a 제1항).

88) 회원이 아닌 자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다.
89) 2018.7.1.이후 예약절차를 진행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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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행자·여행주최자 등
여행주최자는 사업자로서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을 제공하는 자이고, 여행자는
패키지여행계약에 기하여 여행할 권리를 가지는 자이다(독일 민법 제651조의a 제1항).
여행중개인은 여행주최자가 조합한 패키지여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공하는 자
로서 여행주최자가 아닌 자이다.
(나)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여행주최자는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민법시행법 규정90)에 따른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공된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또한 서면교부의무가 있으며,
여행주최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
민 법

여행표준약관

1.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고객의 의무
제651조의d [정보제공의무, 계약내용]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계약의 의사

1.1. 모든 예약방법에 다음의 사항이 적용

표시를 하기 전에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여행자에게

된다.
b) ○○○의 여행확인서의 내용이 예약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행주최

내용과

자는 이로써 제651조의v 제1항 제1문의

새로운 청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행중개인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는 □□일의 기간 동안 이

③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3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따라 제
공된 사항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
러나 양 계약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후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6조에 따라 계약서의 사

다른

경우에는

○○○의

청약에 구속된다. ○○○가 새로운
청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알리고,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
하고, 고객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에게
승낙을 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에
기초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본이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

c) ○○○가 계약체결 전에 제공한

행주최자는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

여행급부의 본질적 성질, 여행대금,

7조에 따라 여행이 개시되기 전 적절

모든 추가비용, 지급방법, 최소참가

90) 민법시행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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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여행표준약관

한 시기에 여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인원 및 취소수수료에 관한 정보(민

전달해야 한다.

법시행법 제250조 제3조 제1호, 제

④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해 정보제공

호 내지 제5호, 제7호)는 당사자들

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한다.

에 한하여 패키지여행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다) 여행개시 전의 계약의 변경
가) 계약의 이전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e [계약의 이전]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제3자가
여행계약상의 권리·의무에 있어 자
신을 갈음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

5.7. 민법 제651조의 e에 따라 ○○○에

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여행개시 7일
전에 여행자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대하여 저장매체에 의한 통지로써 제
3자가 여행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
여 자신의 지위에 갈음할 것을 청구

적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고객의 법적 권리는 위
② 제3자가 계약상 여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제3자의
계약인수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러한 의사표시는 ○○○에게 여행개
시 7일 이전에 도달하면 적시에 이루

③ 제3자가 계약을 승계한 경우 제3자
(양수인)와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해
여행대금과 제3자의 계약인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로서 책임을 진다. 여행주최자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에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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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이다.

민 법

여행표준약관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여행주최자는 제3자의 계약인수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의 금액에 관한
증명자료를 여행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나) 여행대금의 변경
민 법

여행표준약관

4. 대금 증액, 대금 감액
제651조의f [계약변경의 유보, 대금 감액]

4.1. ○○○는 민법 제651조의f, 제651

① 여행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의g 및 이하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을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

a)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용

1. 계약에서 변경가능성을 예정하고,

증가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

그 외에 제4항 제1문에 따른 여행
대금

감액에

대한

b) 관광세, 공항·항구에서의 출입국

여행주최자의

수수료 등의 세금 및 약정된 여행

의무와 여행대금 변경의 산정에 관한

급부에 대한 그 밖의 비용의 증가,

정보가 명시되고,

c) 해당 패키지여행에 적용되는 환율

2. 계약체결 후에 a), b), c)의 사유로

의 변동이 여행대금에 직접 영향을

인한 직접적 결과에 의해 여행대금이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

증가한 경우.

계약에서 약정한 여행대금을 증액

a)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용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
b)

관광세,

항구·공항의

할 수 있다.
4.2. 여행대금의 증액은 ○○○가 여행

출입국

자에게 서면의 형식으로, 명확하고

수수료 등 약정된 여행급부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대금 증액과 그 사유

세금 및 기타 비용의 인상,

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산정방식에

c) 해당 패키지여행에 적용되는 환율
의 변동.

관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3. 대금 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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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여행표준약관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증가된 금액 및 그 근거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a) 4.1.a)에 따른 운송에 대한 대금 증
액시 ○○○는 여행대금을 다음의
산정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하고 이때 대금증액의 산정에 관하여도

좌석과 관련된 증액시 ○○○는 고

통지하여야

객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여행자에게 여행개시 20일 전

그 외의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운송

까지

수단별로 요구한 추가적 운송비용

통지된

경우에만

대금증액의

효력이 있다.

을 약정된 운송수단의 좌석수로 나

④ 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증액 가능성을

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개별 좌석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문 제2호

에 대하여 증액된 금액을 고객에게

에서 정하는 대금, 비용 또는 환율이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여행개시 전에 변경

b) 4.1.b)에 따른 세금과 기타 비용의

되었고 이로 인해 여행주최자가 부담

상승의 경우 여행대금은 해당 금액

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때에는

에 비례하여 각자의 부분만큼 증액

여행자는 여행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될 수 있다.

수 있다. 여행자가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초과금액을 상환
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상환해야

c) 4.1.c)에 따른 환율의 상승의 경우
이로 인하여 ○○○에게 여행의 금
액이 상승된 범위에서 여행대금이
증액될 수 있다.

할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관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는 4.4. 4.1.a) 내지 c)에서 규정하는 대금,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비용의

비용 또는 환율이 계약 체결 이후 여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행개시 전에 변경되고 이로 인해 ○
○○가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
는 경우에는, ○○○는 여행자의 감
액청구가 있는 경우 감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금
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은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
○○는 상환해야 할 차액에서 실질적
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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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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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는 여행자가 청구하는
경우 발생한 관리비용을 증명해야 한다.
4.5. 대금 증액은 여행자에게 있어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 중대한 변경
민 법

여행표준약관

4. 대금 증액, 대금 감액

제651조의g [계약의 중대한 변경]

① 제651조의f 제1항에 따라 계약에서 4.6. 대금 증액이 8%를 넘는 경우에는
유보하고 있는 대금증액이 여행대금 고객은 ○○○가 변경의 통지와 동시에
의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주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안된 변경을
최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승낙하거나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이에 해당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객이 ○
하는 대금의 증액을 제안하고, 여행 ○○가 정한 기간 내에 그에게 명시적
자에 대하여 여행주최자가 정한 상당 으로 패키지여행계약의 해제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을 승낙한 것으

한 기간 내에

1. 대금 증액에 대한 제안에 승낙하 로 본다.
거나,
2. 계약의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
해 여행급부의 본질적인 특징을 중대
하게 변경하거나(민법시행법 제250조
의 제3조 제1호) 계약의 내용이 된
여행자의 특별한 요구와 다르게 하는
조건 하에서만 여행주최자가 패키지
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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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이 대금증액 이회의 계약변경에
준용된다. 여행개시 20일 후에는 대
금증액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고,
여행개시 이후에는 그 밖의 계약변경
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다.
② 여행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증
액 또는 그 밖의 계약변경에 대한 제안
에서 선택적으로 다른 패키지여행(대체
여행)에 참가할 것을 여행자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게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10조에 따라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
주최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
금증액 또는 그 밖의 계약변경에 대한
제안은 승낙된 것으로 본다.
③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51조의h 제1항 제2문 및 제5항이 준
용된다. 이때 제651조의i 제3항 제7문에
따른 여행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
지 않는다. 여행자가 계약변경이나 대체
여행 참가에 대한 제안에 승낙하고 그
패키지여행이 본래 계약의 내용인 성상
과 비교하여 최소 동등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651조의m의 규정을 유
추적용한다. 동등한 성상을 갖추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
에는 차액과 관련하여 제651조의m 제2
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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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행개시 전의 해제 및 철회
① 여행자에 의한 해제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h [여행개시 전의 해제]

5. 여행개시 전 고객에 의한 해제/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비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가 계

5.1. 고객은 여행개시 전에 언제든지

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약정한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아래에 기재된

상실한다. 그러나 여행주최자는 손해

주소로 ○○○에 대하여 하여야 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여행이 여행중개인을 통해 예약
된 경우에는 여행중개인에 대해서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고객
에게는 해제를 서면의 형식으로 할
것이 권고된다.
5.2. 고객이 여행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
거나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는 여행대금 청구권을 상실한
다. 그러나 해제가 ○○○에게 책임있
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여행목
적지 및 인접지역에서 불가피하고 예외
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패키지여행의 실
행이나 여행목적지로의 운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란 ○○○에 의해 통제될 수
없고 모든 기대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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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주최자에 의한 해제
민 법

여행표준약관

7. 최저참가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④ 여행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

해제

개시 전에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정한 최소참가인원보다

7.1. ○○○는 최저참가인원의 미달시

적은 인원인 경우로, 이 경우 여행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주최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a) 최저참가인원과 ○○○로부터 고

늦어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해

객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

제하여야 한다.

기한은 각 계약전 설명사항에 포함

a) 6일을 초과하는 여행의 경우 여

되어야 한다.
b) ○○○가 최저참가인원과 해제기

행개시 전 20일,
b) 2일 내지 6일의 기간 동안 진행
되는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전 7일,
c) 2일 미만의 여행의 경우 여행개

한을 여행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
다.
c) ○○○는 최저참가인원의 미달로
인하여 여행이 실행될 수 없음이

시 전 48시간.

확정되면 고객에 대하여 여행 거절
2.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
여 여행주최자가 계약의 이행에 장

의 의사를 지체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애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여행주
최자는 해제 사유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d) 여행개시 [ ]주 전 이후에는 ○○
○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7.2. 이와 같은 사유로 여행이 실행되지
약정된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여행대금으로

실한다.

지급한 것을 지체 없이 반환받는다.

⑤ 해제의 결과 여행주최자에게 여행대
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 후 14일 내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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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5.6.을 준용한다.

(라) 여행계약의 이행
가) 여행에 하자 없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여행의 하자 없이 패키지여행을 제공해야 한다.
나) 여행의 하자의 의미
패키지여행의 약정된 성상을 갖춘 경우 패키지여행은 여행의 하자가 없다. 성상
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패키지여행이 계약상 전제된 이용에 적합한 경우,
② 패키지여행이 통상의 이용에 적합하고, 동일한 종류의 패키지여행에서 통상적이
고 여행자가 패키지여행의 종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상을 갖춘 경우에는 패키
지여행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한편, 여행주최자가 여행급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지체하여 제공한 경
우에도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다)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의 권리
① 시정청구(제651조의k 제1항), ② 여행자가 직접 시정하고 비용상환을 청구(제
651조의k 제2항), ③ 대체여행에 의한 시정청구(제651조의k 제3항), ④ 숙박 비용의
청구(제651조의k 제4항 및 제5항), ⑤ 계약해지(제651조의l), ⑥ 대금감액의 청구(제
651조의m), ⑦ 손해배상청구(제651조의n·제284조)를 할 수 있다.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여행주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51조의o 제1항).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 여행
주최자가 시정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여행자는 대금감액(제651조의m)에 기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제651조의n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시정청구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k [시정]
① 여행자가 시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의 하자를 제거해야

9.2. 하자통지/시정청구

한다.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a)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에는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2. 하자의 규모 및 해당 여행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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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가치를

고려하여

여행표준약관

상당하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② 자기의 시정 및 비용상환청구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k [시정]
② 여행주최자가 제1항 제2문의 예외를
유보하여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
행자는 스스로 시정을 하고 이에 필
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음)

여행주최자가 시정을 거절한 경우 또
는 즉각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경우에는 기간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여행에 의한 시정청구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k [시정]
③ 제1항 제2문에 따라 여행주최자가
여행의 하자의 제거를 거절할 수 있
고 여행의 하자가 여행급부의 중대한
부분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
자는 적절한 대체급부에 의한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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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안해야 한다. 대체급부의 결과 패
키지여행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인 성
상과 비교하여 최소 동등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상당하게 감
액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정
도는 제651조의m 제1항 제2문에 따
른다. 대체급부가 계약에서 약정한
급부와 비교불가능하거나 여행주최자
가 제안한 여행대금의 감액이 상당하
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대체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또는 여행
주최자가 대체급부를 제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해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651조의l 제2항과 제3항이 적
용된다.

④ 숙박 비용의 청구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k [시정]
④ 출발지 또는 당사자에게 적합한 다
른 장소로의 운송(귀환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불가피하고 특
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가능하다면
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동일한 등급의
숙박시설에서, 최장 3박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숙박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⑤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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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민 법

여행표준약관

는 제4항에 따른 최장 3박으로 기간
을 제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1.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급부제공자가 여행자
에게 숙박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제
공해야 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여행자가 이하 a) 내지 d)의 인적
범위에 속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
개시 전 48시간 이내에 여행자의
특별한 요청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a) 「장애가 있는 항공여행자 및 거
동에 제한이 있는 항공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2006년 7월 5일의 유
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

(1107/2006/EG)」91) 제2조 a호에서
정하는 거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
및 그 동행자
b) 임산부
c)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d) 특수 의료적 조력을 필요로 자.

⑤ 계약해지권
민 법

여행표준약관

8. 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해지
제651조의l [해지]

8.1. 여행자가 ○○○의 계고에도 불구

① 패키지여행이 여행의 하자로 인해

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즉시

91) ABl. L 204 vom 26.7.2006, S. 1; L 26 vom 26.1.2013,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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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여행표준약관

중대하게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주

계약을 해소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최자가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계약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동안에 시정을 하지 않고 이 기간을

○○○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패키

헛되이 보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지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651조의k

계약위반행위가 ○○○의 정보제공의

제2항 제2문을 준용한다.

무 위반으로부터 비롯하는 경우에는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그렇지 않다.

이미 제공했거나 제3항에 따라 패키 8.2. ○○○가 해지하는 경우 ○○○는
지여행의 종료를 위하여 제공해야 할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약정된 여행대

그러나 ○○○는 지출을 면하게 된

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651

비용의 가치 및 급부제공자가 상환한

조의i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가 청구되지

여행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급부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취득

않는다.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여

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행급부와 관련하여 약정된 여행대금
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청구권은 소멸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금
액은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소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
담하고, 특히 계약이 여행자의 운송
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
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
담한다. 이를 위한 운송수단은 계약
상 약정된 것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
다. 귀환운송에 드는 추가비용은 여
행주최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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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금감액의 청구
민 법

여행표준약관

9.2. 하자통지/시정청구

제651조의m [대금감액]

a) 제공된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

① 여행의 하자가 존속하는 동안 여행

행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은 감액된다. 대금감액의 경우
여행대금은 계약체결시에 하자 없는

b) ○○○가 하자통지의 유책한 부작

상태의 패키지여행의 가치와 실체의

위로 시정을 할 수 없는 한, 여행자

가치 사이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는 독일 민법 제651조의m에 따른

대금감액은 사정(査定)이 필요한 때에

감액청구권이나 제651조의n에 따른

는 이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여행자가 감액된 여행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주
최자는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46조 제1항과 제347조 제1항은 이
에 준용된다.

⑦ 손해배상청구권
민 법

여행표준약관

9.2. 하자통지/시정청구
제651조의n [손해배상]
a)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
① 여행자는 대금감액 또는 해지와 관

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b) 책임있는 사유로 하자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 ○○○가 시정을 할 수

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는 민법
1. 여행의 하자가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651조의m에 따른 감액청구권이나
제651조의n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급부제공자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
로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여행
급부의 제공에 관여하지도 않고, 여
행주최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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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할 수 없다.

민 법

여행표준약관

할 수 없었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3.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② 여행이 좌절되거나 중대하게 방해를
받은 경우 여행자는 휴가기간이 무익
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금전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여행주최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여행자의 하자통지의무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o [여행자에 의한 하자의 통지]
①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의 하 9.2. 하자통지/시정청구
자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a)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

②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
지를 하지 않은 결과 여행주최자가
시정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여행자는

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b) 책임있는 사유로 하자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 ○○○가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는 민법

1. 제651조의m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
사할 수 없거나

제651조의m에 따른 감액청구권이나
제651조의n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제651조의n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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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여행주최자의 조력의무
민 법

여행표준약관

제651조의q [여행주최자의 조력의무]
① 여행자가 제651조의k 제4항의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곤란한 겪고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특히 다음 각 호
에 의해 지체 없이 여행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의료 서비스, 현지 관청, 영사관의
지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2. 원거리통신수단의 조성 지원
3. 다른 여행가능성의 검색 지원. 제
651조의k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않
는다.
② 여행자가 조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
을 여행자의 유책사유로 야기한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비용이 상당하고
그에게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 법

여행표준약관

10.1.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부
제651조의p [여행주최자의 조력의무]

터 발생하지 않고, 유책하게 야기되

① 여행자가 제651조의k 제4항의 경우

지 않은 손해에 대한 ○○○의 계약

또는 다른 이유로 곤란한 겪고 있는

상 책임은 여행대금의 3배로 제한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특히 다음 각 호

다. 몬트리올 협약내지 항공기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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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여행표준약관

에 의해 지체 없이 여행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에 따른 그 밖의 청구권은 이 책임제
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의료 서비스, 현지 관청, 영사관의 10.2. 급부가 여행설명서 및 여행확인서
에 명시적으로, 중개한 계약상대방의

지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인적 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타인의

2. 원거리통신수단의 조성 지원

급부로서 분명하게 표시되어 여행자
3. 다른 여행가능성의 검색 지원. 제
651조의k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않
는다.

가 ○○○의 패키지여행의 구성부분
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분리하여 선택된 경우에 ○○○는 타

② 여행자가 조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

인의 급부로서 중개된 것에 지나지

을 여행자의 유책사유로 야기한 경우

않는 급부(예. 중개된 여행, 스포츠

에는 여행주최자는 비용이 상당하고

경기, 극장 방문, 전시)와 관련한 인

그에게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않는다. 민법 제651조의b, 제651조의
c, 제651조의w 내지 제651조의y는 이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자의 손해가 ○○○의 고
지의무, 설명의무, 주관의무의 위반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
○○의 책임이 있다.

(2) 네덜란드
1) 개관
1838년 제정·공포된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프랑스 민법전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1947년 새로운 민법전의 제정 작업이 시
작되어 오랜 기간의 작업 결과 제1편(인법 및 친족법)이 1970년에, 제2편(법인)이
1976년에 시행되었고, 제8편(운송법)의 상당부분이 1991년 1월 1일, 제3편(재산법 총
칙)·제5편(물권법)·제6편(계약법 총칙)·제7편(전형계약)의 일부가 1992년 1월 1일
에 시행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신민법(Nieuw Burgerlijk Wetboek)」이 효력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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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어 제4편(상속법)이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제10편(국제사법)이 추
가되어 201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제7편·제8편에는 지속적으로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민법은 제7편(전형계약)에 14가지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92) 그 중
제7절의A에서 여행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 유럽경제공동체 입
법지침(Richtlinie 90/314/EWG)93)의 국내법 전환에 따른 입법조치이다.
2) 주요 내용
제7절의A에서 여행계약(Reisovereenkomst)의 표제 하에 14개의 조문(제500조 내지
제51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대강 분류하면 정의규정·여행주최자의 정보제공
의무·여행 개시 전의 계약해제·여행계약의 변경·여행주최자의 계약에 좇은 이행
및 이행책임·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여행주최자의 이행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강행규정이다. 이들 규정의 특이점은 제7절의A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모두 편면
적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제513조).
한편, 여행약관은 우리와 같은 표준여행약관이 제정되어 보급된 것은 아니고, 여
행서비스업협회에서 여행약관의 시안94)을 작성한 것이 있으나, 언어적 접근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는 대신, 참고자료에 원문을 소개
하는 정도로 그친다.
이하에서는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가) 정의 규정
가) 여행계약
‘여행계약’이란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숙박 또는 24시간 이상의 기간
을 포함하고, ① 운송 ② 숙박, ③ 운송 및 숙박과 관련되지 않은 여행 관련 용역이
나 여행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중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용역을 직접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00조 제1항 b호). 이에 따르면 민법상 여
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여행주최자가 여행에 관련된 용역을 직접 제공하
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2) 종래 규정된 전형계약을 삭제하고 새로운 전형계약을 추가하는 입법작업이 계속 행해지고 있다.
93) 1990년 6월 13일의 패키지여행에 관한 이사회 지침(Richtlinie 90/314/EWG), 주 65).
94) 여행업협회에서 2017년 2월 작성한 여행약관(Algemene voorwaarden)이다. (http://www.anvr.nl.
2017. 12. 20.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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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주최자와 여행자
여행계약의‘여행주최자’란 영업으로써 공중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된
총괄여행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
행계약의‘여행자’는 ① 여행주최자의 상대방이거나 ② 여행계약을 작성하고 계약
에 대하여 승낙한 자, 또는 ③ 여행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여행주최자와의 법률관계
가 이전된 자를 말한다. 즉 여행계약의 법률관계 내에서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정보제공의무·서면 교부의무
유럽연합 지침에서 규정하는 입법지침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다. 제501조에 따르
면, 여행주최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 기타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가격 및 기타 유럽연합의 명령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기
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행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서면 또는 기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여행개시 72시간 전에 체결된 여행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하
지 않아도 된다(제501조 제3항).
제502조에 따라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의 체결시 지체 없이 계약서 및 약관의 사
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여행개시 전에 계약상대방 또는 여행자의 지위
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 기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연합 명령
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해지
가) 여행자의 계약의 해제·해지
여행자는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03조 제1항). 여행자가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계약 해제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여행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제
503조 제2항). 한편, 여행자가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는 여행자는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여행
이 이미 개시된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
급을 면할 수 있다(제503조 제3항).
나) 여행주최자의 계약해제·해지
여행주최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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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하는 때에 한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04조 제1항).
여행자가 유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동
등 또는 상등품질의 여행을 제안하여야 하는데, 여행자가 이 제안에 승낙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
다. 여행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여행대금의 반환이나 지급을 산
정한다.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금전손해 및 여행의 이익을 상실
한 데에 대하여 여행주최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자가 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
의 통지를 받은 때, ② 초과예약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사람의 의
사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전의 주의
를 하더라도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504조 제3항 b).
(마) 계약의 변경
가) 여행의 본질적 부분의 변경
여행주최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여행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이에 대
하여 여행자는 해당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제505조 제1항). 이 경우 여행주최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계약
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여행자는 변경에 의하여 중대한 불이
익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제505조 제2항).
여행주최자는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연료비·기타 에너지원 비용 또는 환율을 포
함한 운송요금의 변경에 관련하여 여행대금을 증액할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
다. 이 약정을 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증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행자
는 증액을 거절할 수 있다(제505조 제3항). 이에 대하여 여행자가 거절하는 경우에
는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자는 - 여행이 이미 개시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거절한 후에 계
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504조 제3항을 준용한다(제505조 제4항).
나) 계약의 이전
여행개시 전 적절한 시기에는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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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여행주최자와의 법률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여행개시
7일 전까지이다(제506조 제1항).
법률관계의 이전은 이를 목적으로 한 제3자와의 계약 및 양도여행자에 의한 여행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한 통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여행자와 제3자는 여행
대금 및 양도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506조 제2항).
(바) 여행주최자의 의무 및 채무불이행 책임
가) 여행주최자의 계약상 의무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에 좇아 여행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여
행계약을 수행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07조 제1항).
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
① 여행계약의 불이행
여행계약의 불이행이란 여행계약에 좇아 여행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
식으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여행주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여행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 ②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예측불가능하고 제거불가능하거나, 여행계약에 포함된 용역제공과 관계없
는 제3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 ③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제504조 제3항에서 정
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또는 여행주최자 및 그의 이행보조자가 가능한 주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
507조 제2항).
② 손해배상의 범위
여행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
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제508조 제1항).
여행주최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제509조 제1항).
한편,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08
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여행대금의 3배의 금액으로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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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제한할 수 있다(제509조 제2항).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금
전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실이 여행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도에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510조). 그리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는 여행대금을 한도로 한
다(제511조).
(사) 여행주최자의 담보제공의무
여행주최자는 재산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여행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계약상 채무가 이행될 것, 또는 - 여행이 이미 시작되는 때에는 그 비
율에 따라 - 여행대금을 반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자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여행계약에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환운송을 보장되어야 하고(제512조 제1항), 이러한 조
치에 대하여 설명·공개하여야 한다(제512조 제2항).
(아) 강행규정
제513조는 여행계약에 관한 절의 모든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한다.
(3) 대만

1) 개관
대만민법은 27개의 전형계약95) 가운데 여행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행계
약이 민법 제정 당시부터 전형계약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비전형계약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
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가 있었다. 그리하여 1999
년 민법 개정에서 계(契)계약, 신원보증과 함께 여행계약이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
다.96) 이때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도급에 관한 절 다음인 제8절의 1에서
旅遊라는 표제 하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도입 이후 2017년 말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95) 민상법통일법전주의를 채택한 대만민법상 전형계약으로는 (절의 순서에 따라) 매매, 교환, 상호계
산, 증여, 임대차, 대차, 고용, 도급, 여행, 출판, 위임, 지배인과 대리상, 중개, 위탁매매, 임치, 창
고, 운송, 운송주선, 조합, 익명조합, 계,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종신정기금, 화해, 보증, 신원보증이
있다.
96) 김성수, “대만민법전의 재산편 개정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4권 4호(2007. 12.), 한국비교사
법학회,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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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행에 관한 표준약관97)은 여행업관리규칙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만
교통부 관광국(交通部觀光局)이 정하고 있다.98)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의 여행업표준
약관처럼 여행지를 기준으로 하여 약관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만의
여행에 관한 표준약관은 국내여행표준약관99)과 국외여행표준약관100)으로 2종이 있
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여행의 유형에 따라 약관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약관의
내용에서도 여행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여행을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다루면서,
이에 관한 표준약관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법무부의, 여행에 관한 표준약
관은 교통부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법률과 약관의 소관부처가 다른 점은 우
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각각의 규율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에 해
당하는 법률과 약관101)이 공통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비교·대조
함으로써 양자의 정합성 유무를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법률이나 약관에만 규정
되어 있는 사항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일러두기로
한다. 대만의 법률과 약관은 주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대만민법은 旅遊營業人으로, 약관은 旅行
業으로 표현하고 있다. 논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에 소개된 법률 번역102)을 기준으로 하

97) 대만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정형화계약조항’이란 ‘기업경영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동종의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제출한 사전 계약조항’을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서
규정한 ‘정형화계약’이란 ‘기업경영자가 제출한 정형화계약조항을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해당 부분의 번역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것을 참조하였
다). 다시 말해서 대만의
은 우리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약
관’이라 칭하기로 한다.

定型化契約

旅行業管理規則 第24條 ③ 旅行業將交通部觀光局訂定之定型化契約書範本公開並印製於旅行業代收
轉付收據憑證交付旅客者，除另有約定外，視為已依第一項規定與旅客訂約。
99) 현재 통용되는 2016년 12월 12일 개정된 표준약관의 정식명칭은 國內旅遊定型化契約範本이다. 이
98)

하에서는 ‘국내여행표준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國外旅遊定型化契約範本

100) 이 표준약관의 정식명칭은
이다. 이하에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별다른 지시 없이 ‘약관’이라고 표현한 경우에는 그것은 ‘국내여행표준
약관’을 지칭한다.
101) 2종의 약관은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하에서는 규정을 더 풍부하게
두고 있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국내여행표준약관의 조항은 부기하기로 한다.
102) 김성수 역, 대만민법전, 민속원, 2012, 266-271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 문헌이 번역한
원칙에 따라 약관도 번역한다. 즉 역어는 우리 민법의 용어를 따르고, 조문번호는 제○조로 하되,
항은 ①②(대만에서는 항 구분 없이 문장을 바꾸어 써서 이를 나타냄), 호는 1, 2(대만에서는 호에
대하여 一, 二로 표기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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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약관에서 자못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한 법률과 동일한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103)
2) 주요 내용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여행주최자의 의무, 여행자의 의무, 여행계약의
변경, 여행계약의 종료,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
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약관 조항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법률과 약관
간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및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
은 항목에서 논의하겠지만, 내용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 여행주최자의 의무
대만민법이 규정하는 여행주최자의 의무에는 서면교부의무, 협조의무,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여기에서는 서면교부의무와 협조의무를
기술하고,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아래의 (다)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여행계약의 당사자 중 다른 일방인 여행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3) 여행계
약의 해제·해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서면교부의무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2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청 제3조(여행단체명․여정과 광고책임) ①
구에 따라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 이 여행의 단체명은 ___________(으)로
항을 기재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다.
1. 여행지역 (국가․도시 또는 관광지
1. 여행주최자의 명칭 및 주소
점)：________
2. 여행자 명단
2. 여정(여행개시지점․도착지점․날
3. 여행지역과 여정
짜․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볼거
4.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교통, 숙식, 가 리․쇼핑 스케줄 및 그에 수반되는 서
旅遊營業人

103) 앞의 예에서 대만민법에서는 여행계약의 당사자 중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이라
고 표현한다. 이에 비하여 여행표준약관에서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둘은 동일
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용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김성수 역, 주
102), 266면 이하에서 사용하는 ‘여행주최자’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여행계약의
당사자 중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여행대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대만민법이나 여행표준
약관 모두 旅客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성수 역, 주 102), 266면 이하에서는 여행자와 여객을 혼용하
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법에서와 같이 ‘여행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旅行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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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와 그 품질
5. 여행보험의 종류와 그 금액
6. 기타 관련 사항
7. 발행 연월일

비스 설명) : ______________
② 이 계약에 관련한 부가 조건․광고․
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
회의 설명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로 본
다. 을104)은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보장
하여야 하며, 광고내용보다 갑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은 광고․홍보 자
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회의 설
명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내용이나
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
는 설명회의 설명내용과 어긋나는 내
용은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여행주최자의 책임보험 및 이행보
증보험 가입 의무）① 을은 주무기관
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과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가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 법령 규정에 따름
2. □ 법령 규정보다 높은 금액인 경
우:
⑴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사망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⑵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신체 상
해에 대한 의료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⑶ 국내 여행 후 처리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⑷ 여행자 1인당 증빙자료 분실로 인
한 손해 배상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
러 ___________위안
② 을이 전항의 보험가입규정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여행 사고발생 또는 보
증 이행 불가능에 대하여 을은 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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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규정하는 보험가입 최저 금액으
로 계산한 배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단체여행 개시 전 가입한 관련
여행책임보험의 보험회사명과 연락방
식을 갑105)에게 고지하고, 갑이 보험을
조회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7조(그 밖의 협의 사항）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의 준수를 동의한다.
1. 갑은 을이 같은 단체의 다른 여행자
들에게 성명을 제공하는 데
□ 동의함 □ 동의 안 함
2.
3.
② 전항의 협의사항이 이 약관의 그 밖
의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부 관광
국의 승인(核准)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갑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
는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3조(여행단체명·여정과 광고책임), 제26조(여행주최
자의 책임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제32조(그 밖의 협의사항)

대만민법은 여행주최자에게 여행계약과 관련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 서면교부의무는 여행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한다(대만
민법 제514조의 2). 여행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으로는 여행주최자의
명칭 및 주소, 여행자 명단, 여행지역과 여정,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교통, 숙식, 가
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와 그 품질, 여행보험의 종류와 그 금액, 기타 관련 사
항, 발행 연월일이 있다.
이에 비하여 약관은 여행주최자의 서면교부의무 자체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약관 서문에서 여행주최자의 회사명 및 영업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약관 제37조 제1항에서 여행자 명단 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
104) 여행주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5) 여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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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관 제3조 제1항에서는 여행지역과 여정을 표기하도록 하고, 약관 제31조는 여
행주최자의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말미에 계약일자를 적도록 하고
있어서, 대체로 대만민법 제514조의 2의 ‘서면’에 포함될 각 호의 사항을 여행자
에게 제공될 약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나) 사고 발생시 협조의무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10 ① 여행 중 여행자에게 신 제27조(책임의 귀속 및 처리 협조) 여행
체사고 또는 재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간에 을의 유책사유 없이 갑이 탑승
여행주최자는 필요한 협조와 처리를 할 항공기․선박․기차․MRT․케이
하여야 한다.
블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인하여 손
② 전항의 사고가 여행주최자의 유책사 해를 입은 경우, 각 해당 서비스를 제
유가 없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비용은 공한 자가 직접 갑에 대하여 책임을
여행자가 부담한다.
부담한다. 다만,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갑이 처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 ① 갑에
게 여행 중 신체 또는 재산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필요한 협조 및
처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을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발생으로 인한 비
용은 갑이 부담한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22조(책임의 귀속 및 처리 협조), 제25조(여행주최
자의 협조의무)

법률과 약관은 공히 여행 중 여행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 여행주최자는 사고를 처리하고 그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사고
발생에 대하여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용 부담자를 여행자로 정하
고 있다. 즉 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에 관하여 약관은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
고 있다. 나아가 약관은 탑승이 계획된 교통수단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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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106)
(나) 여행계약의 변경
여행계약의 변경에는 계약당사자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에서도 계약당사자에는 여행주최자와 여행자가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서 변경이 가
능하다. 아래에서는 법률과 약관이 어느 범위에서 여행계약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계약당사자의 변경
① 여행자 변경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4 ① 여행개시 전 여행자는 제18조(여행자 변경) ① 갑이 여행개시일
제3자가 여행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 로부터 ___일 전에 사고로 인하여 여
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는 정당한 이유 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
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자가 여행에 참여하도록 변경할 수 있
② 제3자가 전항에 의하여 여행하는 때 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에 비용107)이 증가하면 여행주최자는 할 수 없다.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감 ② 제1항에 해당하여 비용을 추가해야
소하면 여행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 하는 경우 을은 해당 사항의 변경 후
다.
의 제3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감소된 경우에 갑은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후 ___일 내에 해당 제3자가 을의 영
업소재지에 가서 계약 승계절차를 처
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승계하는 제3자는 갑-을과
의 승계절차가 처리되면 이 계약에 대
한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6조(여행자 변경)

대만민법은 여행개시 전이라면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여행자 변경이 가능하고,

106) 약관 제27조.
107) 우리법상 대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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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108) 그리고 여행자
에게는 비용지급의무109)가 있는바, 여행자 변경으로 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증가액에 대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감소하더
라도 원래의 여행자는 감소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110)
반면 약관은 ‘여행개시일 ○일 전에’ ‘사고로’여행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여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111) 다시 말해서 여행자의 변경권은
그 시기와 사유에 있어서 법률보다 축소하여 인정된다. 여행자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감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부가하여 계약양도와 관련
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여행주최자 변경

관련 규정 없음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9조(여행업무의 양도) ① 을이 여행개
시 전 이 계약을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은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며, 을은 즉시 갑이 이미 납입한 여행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은 손
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갑이 여행개시한 후 이 계약이 이미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양도된 것을 발
견하거나 고지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여행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손해
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한 여행주최자 또는 해당 여행의
이행보조자가 여행의무의 이행에 관하
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8) 대만민법 제514조의 4 제1항.
109) 우리법상 대금지급의무를 의미한다.
110) 대만민법 제514조의 4 제2항.
111) 약관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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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양도한 여행주최자가 책임을 부
담하게 할 수 있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7조(여행업무의 양도)

대만민법은 여행자의 변경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여행주최자의 변경에 관련해
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약관은 여행주최자의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행개시
전이면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그 업무를 양도할 수 있고, 여행
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112) 여행개시 후라면 여행자
는 원래의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나아가 양수한 여행주최
자(또는 그 이행보조자)에게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여행주최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13)
③ 여행내용의 변경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5 ① 여행주최자는 부득이한 제2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
사유가 아니면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행내용의 변경) ① 여행 중의 숙식․
없다.
교통․관광장소 및 볼거리 항목 등은
② 여행주최자가 전항에 의하여 여행내 이 계약이 정하는 등급과 내용에 따라
용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감소한 처리하여야 하고, 갑은 변경을 요구할
비용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요구에 동의
증가한 비용은 여행자에게 수취할 수 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없다.
니하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③ 여행주최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여정을 한다. 이 계약의 제14조 또는 제26조의
변경한 때 여행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떠한 사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도 여행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을
④ 여행자가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정하
한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비용을 체당 는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거리 항
하여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 목 등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갑
을 청구할 수 있다. 도착한 후 여행자 은 을에게 각 해당 차액의 2배에 해당
는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하는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112) 약관 제19조 제1항.
113) 약관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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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행 중 불가항력 또는 여행주최
자의 유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
여 여행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① 여
행 중 불가항력이나 을의 유책사유 없
이 예정한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
거리 항목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단체의 안전 및 이익 보호를 위하
여 을은 여정․볼거리 항목 및 숙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증
가하여도 갑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으
며, 감소된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과 같이 여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원래의 여행개시지로 돌
아가기 위해 체당한 비용은 연이율
____％의 이자를 붙여 을에게 상환한
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8조(여정내용의 이행 및 예외), 제21조(여행 중 여
행주최자의 유책사유 없이 여행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대만민법에 따르면 여행주최자는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
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
다.114) 여행주최자가 제안한 여정 변경을 여행자가 수용해서 그 내용의 변경으로 인
하여 비용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비용이 감소한 경우에만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
게 감액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115) 만약 여행자가 여행내용의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16) 이러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대신 비용
을 부담하여 귀환운송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117) 한편 법률에서는 여행자에게 여
행내용의 변경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114) 대만민법 제514조의 5 제1항.
115) 대만민법 제514조의 5 제2항.
116) 대만민법 제514조의 5 제3항.
117) 대만민법 제514조의 5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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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르더라도 여행자는 여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여행주최자가
그에 응하여 변경해주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
다.118) 한편 여행주최자도 원칙적으로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여행주최자가 불가항력이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여정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내용(여정·교통·숙식·볼거리)을 변경할 수 있다.119) 이처럼
약관은 법률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정한 것을 여행주최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여행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법률과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다.120)
요약하면 여행자의 변경요구권은 법률이나 약관 모두 인정하지 않으나, 약관에서
는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법률에 의하
면 여행주최자의 변경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행사
할 수 있는데, 약관은 불가항력이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즉 약관이 법률보다 더 제한적으로만 여행주최자에게 변경권을 부여하
는 것이어서 이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보다 약관이 여행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다) 여행주최자의 책임
여행주최자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인 여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하자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본 다음, 여행주최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다루고,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기
로 한다.
가) 여행서비스의 내용: 하자의 판단기준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6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여행 제2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
서비스는 그 통상의 가치와 약정한 품 행내용의 변경) ① 여행 중의 숙식․
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교통․관광장소 및 볼거리 항목 등은
이 계약이 정하는 등급과 내용에 따라
118) 약관 제22조 제1항 제2문.
119) 약관 제26조 제1항 제1문.
120) 약관 제26조 제1항 제2문,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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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야 하고, 갑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8조(여정내용의 이행 및 예외)

대만민법 제514조의 6은 여행서비스의 내용이라는 표제 하에 여행주최자가 제공
하는 여행급부의 하자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행서비스의 통상의 가치와 약정
한 품질이라고 하여 객관적 표준과 주관적 표준에 의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도
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의 가치란 여행자가 지급한 비용(여행대금)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가지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말하며,121) 약정한 품질이란 금전으로 평
가하기 힘든 여행서비스의 수준으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 기준을 말한다.122) 한편
여행주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내용을 변경한 경우(대만민법 제514조의 5 제1
항)에는 여행자는 변경된 여행서비스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123)
약관에서 여행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그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제22조 제1항 제1문이다. 여기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은 여행 중 숙식·교
통·여정·관광장소·볼거리 항목 등 여행서비스의 이행은 약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도록 한 것인데,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하자의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
나)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개선(改善)·비용감액·해지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7 ① 여행서비스가 전조의 가 관련 규정 없음
치 또는 품질을 가지지 못한 경우 여
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이를 개선(改
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주최
자가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 때 여행자는 비용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 예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121) 통상의 가치에 관하여는 대만민법 제200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여행주최자는 적어도 증등 품
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김성수, “대만민법의 여행계약의 담보책임: 여행표준약관과의 비교 검토”,
여행표준약관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2017. 11.), 한국법학원, 94면.
122) 약정한 품질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가 게시한 광고, 홍보문서, 여행일
정표, 설명서 등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성수, 주 121), 94면.
123) 김성수, 주 121),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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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
행서비스가 전조의 가치나 품질을 가
지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비용의 감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
를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그 발생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
담한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없음

대만민법은 여행서비스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하자의 유무는 제514조의 6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
한다. 여행서비스의 통상의 가치와 약정한 품질이라는 기준에 따라 하자가 있는 것
으로 판명되면 여행자는 개선청구권,124) 비용감액청구권,125) 계약해지권을 가진다.
우리 민법은 시정청구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126) 대만민법은 여행자에게 우선 개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여행주최자가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감액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
다.127) 그리고 여행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128)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와 같이 개선청구·비용감액청구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서비스가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비용감액
청구나 계약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29) 이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여행서비스
의 하자로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계약상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130) 이 경우 귀환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부담자는 여행주최자이다.131)

124) 우리법상 시정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125) 우리법상 대금감액청구권을 의미한다.
126) 송덕수, 주 21), 352면.
127) 대만민법 제514조의 7 제1항 제1문.
128) 대만민법 제514조의 7 제1항 제2문.
129) 대만민법 제514조의 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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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다)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8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제2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
여행자가 약정한 여정을 진행하지 못 행내용의 변경) ① 여행 중의 숙식․
한 경우 여행자는 그 시간의 낭비를 교통․관광장소 및 볼거리 항목 등은
일(日)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이 계약이 정하는 등급과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일 배상액 처리하여야 하고, 갑은 변경을 요구할
은 여행주최자가 수취한 여행비용의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요구에 동의
총액의 일일 평균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제14조 또는 제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떠한 사유
로도 여행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을
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정하
는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거리 항
목 등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갑
은 을에게 각 해당 차액의 2배에 해당
하는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차액 산정에 대하여 설
명하여야 하고, 차액 산정에 대한 설명
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위약금은 최소
한 전체 여행비용의 100분의5로 계산
해야 한다.
③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여행자가 억류된
경우) ① 여행단체가 여행을 개시한
후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비자․항공권 또는 그 밖의 문제
˙ ˙ ˙
130) 대만민법 제514조의 7 제3항 제1문. 반면 우리 민법 제674조의 7 제3항은 여행주최자가 계약상
˙
˙
˙
˙
˙
˙
˙
˙
˙
˙
귀환운송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31) 대만민법 제514조의 7 제3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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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행의 일부를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갑
이 다음 여행지에 가서 해당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만나도록 하여야 한
다. 여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단체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원래 계약조건
에 상응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여행으
로 대신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음
여행지가 없는 경우, 갑이 귀국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일정을 주선하는 기
간 동안 갑에게 발생하는 숙식․교
통․그 밖의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을이 교통을 주선하는 데
게을리 한 경우, 갑은 원래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등급의 교통수단을 타고 다
음 목적지로 가거나 귀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을이 부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상황에서 을이 교통
또는 대체 여행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여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갑
에게 반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징벌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의 유책사유로 테러리스트에
게 억류되거나 현지 정부에게 체포․
구속․유치된 경우, 을은 갑에게 1일당
신(新) 타이완 달러 2만 위안을 체포․
구속․유치일수로 곱하여 계산한 값을
징벌적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책임을 지고 갑이 귀국하도록 주선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을이 부
담하여야 한다. 체류시간이 5시간 이상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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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 ① 을의 유책사유로 인
하여 여행이 지연된 경우,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의 시간을 낭
비한 경우, 일수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일당 배상금액은 전체 여행
비용을 총 여행일수로 나누어서 계산
한다. 다만 여행이 지연되어 낭비한 시
간은 총 여행일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② 전항에서 1일당 여행 지연에 대한 시
간 낭비가 5시간 이상이고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③ 갑이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한다.
제25조(여행주최자가 여행자를 방치하거
나 체류하게 한 경우) ① 을이 여행
중 고의로 갑을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에는 방치 또는 체류 기간 동
안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갑이 완료하지 못한 여정
에 대하여 실제로 계산한 비용, 여행개
시지에서 첫 여행지 및 마지막 여행지
로 되돌아가는 교통비용 외에도, 여행
비용 전액을 전체 여행일수로 나눈 다
음 방치 또는 체류일수로 곱하여 계산
한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한으로 하여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여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
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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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여행 중 과실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
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
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산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3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
는 시간이 5시간 이상에서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을은 여행
계획에 따라 여행을 하거나 갑이 귀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선하여
야 한다.
⑤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8조(여정내용의 이행 및 예외), 제19조(여행주최자
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 제20조(여행주최자가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
하게 한 경우)

대만민법 제514조의 8은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약정한 여정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산
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낭비한 일수×일일 배상액〕으
로 산정하고, 이때 〔일일 배상액<총 여행비용의 일일 평균액〕이어야 한다.
약관은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
다. 여행주최자의 의무 중 주된 급부의무(여행서비스의 제공)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에 대하여 약관 제22조·제23조·제24조가 규율하는 반면, 기타의 행위의무와 관련
된 책임은 약관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살펴본다. 이 경우에 약관은 위약금을 정하고 있
는데,132) 그 액수는 불이행한 급부에 해당하는 차액의 2배로 한다. 이때 차액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 여행주최자가 이를 밝히지 않은 경
우에는 위약금은 전체 여행비용의 5% 이상으로 산정한다.133) 그리고 이 경우 여행

132) 약관 제22조 제1항.
133) 약관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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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4) 두 번째로는 여행주최
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추완과 여행자가 억류된 경우의 손
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여행표준약관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국외
여행표준약관에만 특별히 두어진 규정이다. 여행급부가 미완인 경우에 계약당사자
인 여행주최자가 직접 추완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급부를 대체하여 제공할 자를
주선하게 할 뿐이다.135) 여행자가 테러리스트에게 억류되거나 현지 정부에게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징벌적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136) 세 번째로는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에 대하여 규율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동안 여행자
의 숙식비용이나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여행비용 전액÷전체 여행일수×지연일수)을 청구할 수
있다.137) 그리고 여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완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
고 동일한 금액의 징벌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138) 마지막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사안에 대한 정함이 있다. 이는 다시 여행주최자
에게 고의, 중과실,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행주최자가 여행 중
고의로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의 숙식비용, 그 밖
의 필요비용, 미완 여정에 대한 실제비용, 귀환운송비용139) 외에 위약금(≧여행비용
전액÷전체 여행일수×방치·체류일수×5̇)을 배상하여야 한다.140) 여행주최자가 여
행 중 중과실로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는 ⓐ 외에 위약금(≧여행비
용 전액÷전체 여행일수×방치·체류일수×3̇)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141) 여행자가
여행 중 경과실로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는 ⓐ 외에 위약금(≧여행
비용 전액÷전체 여행일수×방치·체류일수)을 배상하여야 한다.142) 그 외에 여행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143)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률은 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율하면서 그 배상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약
134) 약관 제22조 제3항.
135) 약관 제23조 제1항.
136) 약관 제23조 제4항.
137) 약관 제24조 제1항.
138) 약관 제23조 제3항.
139) 밑줄 그은 부분을 ⓐ라고 한다.
140) 약관 제25조 제1항.
141) 약관 제25조 제2항.
142) 약관 제25조 제3항.
143) 약관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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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여행자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약관은 여행주최자가 유책사유로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
우에서의 손해배상을 규율함으로써 법률보다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위약금의 성격은 약관 제22조 제
3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5항의 존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위약벌과 같은 성
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144)
라) 여행 중 물건매매 관련 특칙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11 여행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제32조(물건 구매 및 하자에 대한 손해
물건 구입하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계 처리 방식) ① 여행자의 편리한 구매
획하고, 그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를 위하여 을이 갑의 기념품 구매를
경우 여행자는 구입한 물건을 수령한 주선한 경우, 이 계약 제3조에 열거한
후 1월 내 여행주최자에게 그 처리의 여정에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야 한다. 을은 여행 중 갑자기 물건을
구매하도록 주선할 수 없다. 다만, 갑
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도
록 주선하여야 한다. 구매 물품의 가격
및 품질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가 있는 경우, 갑은 구매한 물품을 수
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을이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갑에게 물품을
대리 운반하여 귀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14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판례공보 2016하, 1123면)은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데, 실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의 존재나 그와 별
도의 위약금 조항의 존재는 해당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위약벌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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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27조(물건 구입 및 하자에 대한 손해 처리 방식)

대만민법은 여행주최자가 특정 장소에서의 물건 구입을 여행계획으로 세운 경우,
그 일정 중에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45)
약관은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146) 물건 구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더
두고 있다. 사전에 여행자가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주최자가 여
행 중 갑자기 물건 구매와 관련된 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여행자에게 물품의 대
리운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47)
(라)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한
다. 이하에서는 여행계약에 특유한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서 여행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겠다.
가) 여행자의 임의해제·해지권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9 ① 여행이 종료하기 전 여 제4조(집합․여행개시의 일시 및 장소)
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갑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다. 다만 여행주최자가 계약의 해지로 ____분에 시간을 준수하여 __________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에서 집합하여 출발한다. 갑이 시간을
② 전항의 경우 제514조의 5 제4항을 준수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집합하
준용한다.
지 아니하여 개시할 수 없거나 중도에
여행을 추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 을은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여행개시 전 여행자의 임의해제
및 그 책임) ① 갑은 여행을 개시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을이 제공
하는 영수증에 따라 행정비용을 납부
145) 대만민법 제514조의 11.
146) 약관 제32조 제2항.
147) 약관 제3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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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을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행개시일로부터 41일 전 계약을 해
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를
배상한다.
2. 여행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4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
분의 10을 배상한다.
3. 여행개시일로부터 21일에서 3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
분의 20을 배상한다.
4. 여행개시일로부터 2일에서 2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
분의 30을 배상한다.
5. 여행개시일로부터 1일 전 계약을 해
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0을
배상한다.
6. 여행개시 당일 계약을 해제하는 경
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0을 배상한
다.
② 전항에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인 여
행비용은 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
한 금액이다.
③ 을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여행개시 후 여행자에 의한 계약
의 임의해지) ①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여행의 대열을 이탈한 경우, 을에게
여행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만, 을은 갑의 여행 중단 후, 절감하거
나 지급하지 않게 된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이 대열을 이탈
하여 여행개시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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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소 및 교통을 주선하여야 하고,
갑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이 계약이 정
한 여정에 따른 시간에 맞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
하였다고 의제하고, 을에게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4조(집합·여행개시의 일시 및 장소), 제12조(여행개
시 전 여행자의 임의해제 및 그 책임), 제23조(여행개시 후 여행자에 의한 계약의 임
의해지)

대만민법은 여행자에게 임의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여행자는 여행종료 전이
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48) 다만 이로 인해 여행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을 청구할 수 있다.149)
약관도 여행자에게 해제·해지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 있어서 여행개시
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달리 규정한다. 여행개시 전에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50) 이 경우 약관에 손해배상액이 예정
되어 있는 것에 특색이 있는데, 이는 여행개시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정률화되어 있다. 그 밖에 그 배상예정액보다 실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실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다.151) 여행개시 후 여행자에 의한 해지
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여행자는 본인이 지급한 여행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여행자의 임의종료로 여행주최자에게 이득이 발
생한 것은 반환하도록 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한다.152) 여행자가 여정의 일부를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153) 한편 여행개시 후 해지한

148) 대만민법 제514조의 9 제1항.
149) 대만민법 제514조의 9 제2항 및 제514조의5 제4항.
150) 약관 제13조 제1항. 여행개시 전이므로 ‘해제’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151) 약관 제13조 제3항. 참고로 우리의 판례는 채권자가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
명하여도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6 판결(대법원판결집
제18권 3집 민사, 215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증명하여 실손
해를 청구할 수 있다. 송덕수, 주 21), 194면 참조.
152) 약관 제29조 제1항.
153) 약관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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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귀환운송의 주선에 관하여는 여행주최자가 귀환을 위한 숙소·교통을 주선할
의무가 있고 여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154)
요컨대 법률과 약관 모두 여행자의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점, 해지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 귀환운송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관은 미리 정률로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었다는 점, 여행개시 후 여행자가
여행을 임의종료한 경우 여행자의 청구를 요하지 않고서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과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해서는 여행
자의 증명 여하에 따라 실손해를 배상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여행자에게 불리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 역시 법률에 비하여 여행자
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여행주최자의 법정해지권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3 ① 여행이 여행자의 행위가 제6조(여행자가 여행비용 지급을 지체한
있어야 완성되는데 여행자가 그 행위 경우의 효력) 갑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비용의 지급이 지체되어 을이 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여행자에게 이 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지급을 최
를 최고할 수 있다.
고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갑이 기한을
② 여행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그 행위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계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비
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로 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처리하여야 한다. 을에게 그 밖의 손해
③ 여행개시 후 여행주최자가 전항에 의 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있다.
는 여행주최자에게 비용을 체당하여 제7조(여행자의 협력의무) ① 여행은 갑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
행위가 있어야만 완성되는데 갑이
구할 수 있다. 도착한 후 여행자는 이 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상당
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를 최고할
수 있다. 갑이 기한이 지나도록 행위하
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4) 약관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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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개시 후 을이 전항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비용을
체당하여 그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하
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도착
한 후 을에게 연이율 ____％의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6조(여행자가 여행비용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
력), 제7조(여행자의 협력의무)

대만민법에 따르면 여행자와 달리 여행주최자에게는 임의해지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그런데 법정해지권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의 절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행주최자의 여행급
부에 대해서 여행자가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여행주최자에게
법정해지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행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있으면 여행주최자는 일
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55) 이 경우 여행주최자는 손해배상도 청
구할 수 있다. 여행 중 여행자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여행자
는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체당금은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
여야 한다.156)
위와 같은 내용을 약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여행자의 주된 급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여행주최자의 법정해지권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여행자
가 여행주최자에게 여행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이다.157) 이때 여행주최자에게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
담한다. 이는 비록 법률의 여행계약에 관한 절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2
편 제1장 통칙 제3절 채권의 효력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
가 도출될 것이다(같은 법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제254조 참조).
대만민법 제514조의 3은 여행자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한 데 의의가 있고 그 위반
의 효과로서 법정해지권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해당 법률조문과 약관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
렵고 채무불이행 규정도 고려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만민법

155) 대만민법 제514조의 3 제1항 및 제2항.
156) 대만민법 제514조의 3 제3항.
157) 약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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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더라도 여행자가 자신의 의무, 즉 여행비용지급의무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에게 법정해제·해지권이 발생할 것이다. 그 권리는 최고를 거
쳐서 행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약관은
여행자가

여행비용의 지급의무와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해지권

이 발생하며, 그 행사방법은 법률과 동일하다. 결국 법률과 약관은 여행주최자의 법
정해지권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이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양 당사자의 해제권

관련 규정 없음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여행개시 전 법정사유로 인한 계
약해제) ① 불가항력이나 양 당사자의
유책사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체당한 행정비용
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이미 지
급한 필수비용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사실 확인 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여행의 불가능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가 지체되어 상
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
임을 진다.
④ 이 계약상 여행단체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을이 제1항에 따라 계
약을 해제한 후에는 여행단체에 유리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개시 전 객관적 위험으로 인
한 계약해제) 여행개시 전 이 여행 단
체의 목적지인 여행지 중 하나에 여행
자의 생명․신체․건강․재산․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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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만, 해제한 당사자는 여행비용의 100분
의 _____(을)를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한다(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제13조(여행개시 전 법정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제14
조(여행개시 전 객관적 위험으로 인한 계약해제)

대만민법은 일반적 법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54조,158) 제255
조,159) 제256조160)), 여행계약에만 특유한 법정해제권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을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될 것
이다.
한편 약관은 여행계약에 특유한 해제권을 2가지 인정하고 있다. 해제권의 발생원
인 중 하나는, 불가항력이나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불이행될 수 있는 경우이다.161) 다른 하나는, 여행지 중 일부 지역에서 여행자의 생
명·신체·건강·재산·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162) 두 해제권 모두 여행
개시 전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된다.163)

158) 대만민법 제254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급부를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불이행한 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원문:
254
，
，
，
). 대
만 민법조문의 번역은 김성수 역, 주 102)을 인용한다(다만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함). 이하
같다.

第 條 契約當事
人之一方遲延給付者 他方當事人得定相當期限催告其履行 如於期限內不履行時 得解除其契約

159) 대만민법 제255조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급부가 그 계약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기간에 따라 급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
방은 전조의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원문:
255
，
，
，
，
).

第 條 依契約之性質或當事人之意思表
示 非於一定時期為給付不能達其契約之目的 而契約當事人之一方不按照時期給付者 他方當事人得
不為前條之催告 解除其契約
160) 대만민법 제256조 채권자는 제226조의 사유가 있는 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원문: 第 256
條 債權人於有第二百二十六條之情形時，得解除其契約.).
161) 약관 제14조 제1항.
162) 약관 제15조 제1항.
163) 약관 제14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조문제목에서 “여행개
시 전 법정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라고 하여 그 원인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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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멸시효

민법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14조의 12 본 절이 정하는 비용의 증 관련 규정 없음
가, 감소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
구권, 체당비용의 상환청구권은 모두
여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한다.
□ 국내여행표준약관 관련 규정 : 없음

대만민법은 일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164) 여행계약
으로 발생한 비용의 증가, 감소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체당비용의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165)
약관에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바) 그 밖의 사항
이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즉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약관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약관은 서문 및 말미에서 계약체결자(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의 신상, 계약일자 및
계약체결 장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을 두고 있다. 약관은 제2조(적용범위 및
절차), 제5조(여행비용 및 지급방식), 제8조(여행비용으로 충당할 항목), 제9조(여행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는 항목), 제10조(단체여행 최저 인원수), 제11조(비자대행·항
공권 구매 상담), 제1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행의 불성립), 제16조(가
이드), 제17조(증빙자료의 보관 및 반환), 제20조(국외 여행업자의 책임 귀속), 제21
조(배상의 대위), 제28조(여행자의 계약해지 후 귀환여정에 대한 주선), 제33조(신의
성실의 원칙), 제34조(소비자분쟁의 처리), 제35조(개인자료의 보호), 제36조(관할법
원의 지정에 관한 합의), 제37조(그 밖의 협의사항)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64) 대만민법 제125조 본문.
165) 대만민법 제514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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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교·검토

대만민법

정의
여행주최자의
서면교부의무
여행자의

제514조의 1

제514조의 2

국외여행

정합성

표준약관

평가*

제1조

×

(간접적 규정은 존재)

×

제514조의 3

제6조, 제7조

◎

여행자 변경

제514조의 4

제18조

△

여행내용의 변경

제514조의 5

여행서비스의 내용

제514조의 6

-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514조의 7

-

×

협력의무 등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

제514조의 8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

여행자의 임의해지

제514조의 9

제13조, 제29조

△

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

제514조의 10

제27조, 제30조

◎

제514조의 11

제32조

◎

제514조의 12

-

×

물건 구입 관련
특칙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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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

국외여행

정합성

표준약관

평가*

* 정합성 평가
유사도

표시

유사도

표시

전부 일치+α

◎

전부 일치

○

부분 일치

△

불일치

×

3) 소결: 우리법에의 시사점
앞의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 여행표준약관은 대체로 민법상 여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여행주최자의 서면교부의
무나 여행의 하자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은 전혀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행자 변경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행자의 임의해지에 관한 규정은
부분적 일치만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법 규정보다 더 상세히 규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약관의 조항으로는 여행내용의 변경, 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 물건 구입 관련 특칙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이 오래
된 대만에서 이와 같이 법률과 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이유, 특히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추측해보건대, 민
법상 여행에 관한 규정(이는 우리와 달리 임의규정에 해당한다)이 거래계의 실상과
맞지 않아서 약관으로 도입할 수 없다거나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민법상 여행에
관한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약관에 우선하여 민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의 관
련 규정들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와 같이 민법과 다르
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의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만의 약관 내용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약관에의 도입을 검토
해볼 만한 것으로는, ① 서문이나 말미에서의 여행주최자의 (여행업) 등록번호 기재,
② 여행주최자의 책임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기재,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재, ④ 강제쇼핑 강요 금지 명문화 등이 있다.

3.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지 않는 입법례
위 2.에서는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독일·네덜란드·
대만)에서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정합성 여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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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여행계약 등 여행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유럽연합의 지침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례
의 검토가 우리의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일반적 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고, 여행표준약관의 개정방안 뿐만 아니라 향후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
이 필요한 경우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유럽연합 지침
1) 개관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으로 2015년 11월 25일 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에 시행된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15년 11월 25일 지
침」166)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패키지여행계약 및 연계 여행급부의
중개에 관한 계약을 규율함에 있어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내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67) 이 지침에 의하여 종래의 유럽공동체 명령인(EG)
Nr. 2006/2004168),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11/83/EU)169) 및 유럽경제공동체 이사
회 지침(90/314/EWG)170)은 폐지된다.
이 유럽연합의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며171),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
까지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나 명령, 행정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2018년
7월 1일까지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172)
2) 지침의 내용
166) Richtlinie (EU) 2015/23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15 über
Pauschalreisen und verbundene Reiseleistungen,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und
der Richtlinie 2011/83/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0/314/EWG des Rates, ABl. L 326 vom 11.12.2015, S. 1-33.
167) 제1조 [규율대상].
168) 2004년 10월 27일의 소비자보호법률 시행을 관할하는 각 국의 행정관청의 협업에 관한 유럽 의
회 및 이사회의 명령, ABl. L 364 vom 9.12.2004, S. 1.
169) 2011년 11월 25일의 소비자 권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ABl. L 304 vom 22.11.2011,
S. 64.
170) 1990년 6월 13일의 패키지여행에 관한 이사회 지침(Richtlinie 90/314/EWG), ABl. L 158 vom 23.
6. 1990, S. 59.
171) 제31조.
172)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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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제1장(규율대상, 적용범위, 정의 및 통일성의 정도), 제2장(정보제공의무 및
패키지여행의 내용), 제3장(패키지여행 개시 전 계약의 변경), 제4장(계약에 좇은 급
부의 이행), 제5장(파산시의 보호), 제6장(연계 여행급부), 제7장(일반규정), 제8장(종
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
우 해당 부분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검토한다.
(가) 개념 정의
지침 제3조는 정의규정으로서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한다. 주요 개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여행급부
‘여행급부’란 ① 사람의 운송, ② 숙박의 제공(본질적 부분이 사람의 운송이 아
니고 거주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함), ③ 자동차 등의 임대173), ④ 본질적 부분
이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관광급부를 말한다.174)
나) 패키지여행 및 패키지여행계약
‘패키지여행(package, Pauschalreise)’이란 둘 이상의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① 다수의 급부를 위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행자의 요청이나 선택에 따라 다수의 급부가 사업자에 의해 조합된 것, ② 각각
의 개별 여행급부의 제공자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 하나의 판매소에서 구매되고 여행자가 지불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급부가 선택되는 경우, ㉡ 일괄 또는 전체가격으로 제공 및
판매되고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 ‘패키지여행’ 혹은 유사한 표현 하에 광고
및 판매되는 경우, ㉣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 중에서 선
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의 체결 후에 그 선택한 급부로써 여행이 조합된 경우,
㉤ 여행자의 성명, 결제정보, 이메일 주소가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다
른 사업자에게로 전송되는 온라인 예약절차를 통해 각 개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
고, 그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이 최초 여행급부예약의 확인 이후 늦어도 24시간 내
에 체결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패키지여행계약’이란 패키지여행 전체로서의 계약을 의미한다. 다만 패키지여
행이 각각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에는 패키지여행으로 포함되는 여행
173) 자동차 임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7/46/EG」 제3조 11호에서 정하는 차량 또는
운전자가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2006/126/EG」 제4조 제3항 c호에 따른 A등급 운전면허를 소
지하여야 하는 오토바이의 임대(제3조 제1호 c)).
174) 제3조 제1호 a)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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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에 있어 그에 관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다) 연계여행급부
‘연계여행급부’는 패키지여행이 아닌 것으로서,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구매되어, 각각의 개별적인 여행급부 제공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
자가 자신의 영업소에 한 번의 방문 또는 연락의 기회를 통해 여행자에 의한 각 여
행급부의 분리된 선택 및 분리된 결제를 주선하는 경우, 또는 ② 사업자가 목적에
따라, 최초 여행급부 예약의 확인 이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는 한, 그 다른 사업자로부터 추가된 하나 이상의 여행급부를 취득하도록
주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패키지여행에 대한 급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구매된 경우, 후자의 급부
가 그 결합된 가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 않고, 여행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광
고되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도 그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계여행급부가 아니다.
라) 여행자·여행주최자 등
① 여행자
‘여행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여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
미한다.
② 여행주최자
‘여행주최자’는 패키지여행을 구성·판매하거나, 패키지여행의 판매를 직접하
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여행
자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1조 제2항 b), v)에 따라 전송하는 사업자를 의미한
다.
‘사업자’란 이 지침에 의하여 포섭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상·영업상·상업
상·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사법인·공법인 포함)
이다. 이때 사업자의 활동에는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그의 이름으
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자가 여행주최자, 여행중개인, 연계된
계약급부를 주선하는 사업자 또는 개별 여행급부제공자든 상관없다.
③ 여행중개인
‘여행중개인’은 여행주최자가 조합한 패키지여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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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서 여행주최자가 아닌 자이다.
(나) 여행주최자의 정보제공 의무
지침은 제2장에서 여행주최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패키지여행의 내용에 관하여 상
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의 체결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행자에게 지침의 별표175)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표준적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여행급부의 본질적 특징에 관한 정보
여행급부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하는 정보로는 ㉠ 여행의 목적지·날짜를 포함한
여행일정표 및 체류기간, 숙소가 포함된 경우 숙박일수, ㉡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특징 및 등급, 출발·귀환의 장소·날짜·시각, 중간정착지 연결편 등의 대기시간
및 장소(정확한 시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은 여행
자에게 출발·도착의 대략적 시각을 알려주어야 함), ㉢ 여행 장소 및 특징, 목적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숙소의 분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식사일정, ㉤ 경유지나 당
일여행 등 패키지여행에서 약정된 총액에 포함된 기타 서비스, ㉥ 제반 사정으로부
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급부가 여행자에게 단체의 일부로서 제공되는지 여부
및 단체의 대강의 규모(가능한 경우에만), ㉦ 필요한 경우 급부가 제공되는 언어, ㉧
이동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절한 여행인지의 여부 및 여행자의 요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개별 여행자에게 적합한 여행인지에 관
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176)
② 계약체결에 관련된 정보
㉠ 여행주최자의 회사, 주소(여행중개인이 있는 경우 여행중개인의 주소), 전화번
호, 이메일, ㉡ 세금을 포함한 패키지여행의 전체 가격(계약체결 전까지 이러한 비
용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적인 수수
료·요금·비용을 명시해야 함), ㉢ 지급방식(계약금·잔금의 지급시기·여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방식 포함), ㉣ 패키지여행이 진행될 수 있는 최저행사
인원 및 제12조 제3항 a)에 따른 기한,

최저행사인원의 미충족시 패키지여행의 개

시 전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고지, ㉤ 목적지 국가의 여권과 비자의
175) [별표 1] 의 A부 또는 B부.
176) 제5조 제1항 a호.

- 90 -

필요여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비자취득의 예정일자 및 건강관련 절차 포함), ㉥ 여
행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는 상당한 해제수수료 또는 여
행주최자가 요구하는 일괄금액의 해제수수료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고지, ㉦ 여행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비용 또는 사고, 질병, 사망의 경우
(귀환까지 포함)에 그 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선택적 혹은 필수적
인 보험에 대한 정보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 및 계약정보를 전송받은 사업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각각의 여행급부
에 관계 되는 한 위의 정보를 여행자가 계약 및 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받기 전에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 구속력 및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제5조 제1항에 따라 여행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패키지여행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 계약당사자가 명확하게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내용
으로 약정할 수 없다.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은 계약체결 전의 정보에 발생한
모든 변동사항을 패키지여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가능하
며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177)
다) 서면 교부의무
① 여행주최자의 서면 교부의무
패키지여행계약은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
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가독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중개인은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시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확인서를 지속적 자료저
장장치의 형태로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패키지여행계약이 당사자와 대면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78)
② 계약의 내용
패키지여행계약서 또는 확인서에는 계약의 내용 전체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에는
여행주최자(여행중개인)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제7조 제
2항). 다음의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하며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① 여행자가 특별히 요청한 사항으로서 여행주최자가 승인한 것, ② 여행주최자

177) 제6조 제1항.
178)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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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계약상 여행급부의 이행에 따르는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여행급부의 적법한
이행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및 여행자가 곤란을 겪을 시 여행주최자가 조력할 의무
가 있다는 내용, ③ 파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명 및 주소를 포함한 그 기관
의 연락정보, 회원국이 관할관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청명 및 연락정보, ④ 여행자
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력을 요청하거나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인지한 장애
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여행주최자의 현지 담당자 및 여행자가 여행
주최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지점 등의 명칭, 주소, 전화번
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⑤ 여행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패키지여행의 이행
중 알게 된 모든 급부장애에 관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⑥ 부모의 일방 또는
권한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숙박을 포함한 패키지여행계약에 기
초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거주
하고 있는 곳에 책임있는 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⑦ 운영되고 있는 내부의
고객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및 유럽연합의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3/11/EU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사업자에 적용되는 ADR 기
관에 관한 정보 및 유럽연합 명령 Nr. 5d24/2013에 따른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에
관한 정보, ⑧ 제9조에 따라 다른 여행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여행자의 권
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79)
그밖에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적시에 필요한 영수증,
바우처, 승차권, 입장권, 출발시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탑승 수속 시간 및 중간 기착, 환승연결, 도착시각도 제공해야 한다.180)
라) 증명책임
제8조에 따르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의 변경
계약의 변경에는 계약의 당사자 중 여행자의 변경, 여행대금의 변경, 여행대금 외
의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으며, 여행 개시 전 해제 및 철회도 여기에서 규율한다.
가) 계약의 이전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자가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여행주최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패키지여행계약의 모든 조건을 갖춘 다른 여
행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7일까
179) 제7조 제2항.
180)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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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패키지여행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여행대금 중 잔금의 지급 및 계약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요금, 비용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때 비용이
적적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계약의 이전으로 인해 여행주최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
용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요금,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양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81)
나) 여행대금의 변경
제10조는 여행대금의 변경에 관하여 규율한다. 제1항은, 대금 증액의 가능성이 계
약에 명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제4항은 여행자에게 대금감액청구
권이 있음을 명시한다. 계약에서 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패키지여행계약 체결 후 대
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대금변경의 산정 방법이
패키지여행계약에 제시되어야 한다. 대금증액은 ①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
용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감, ② 계약의 구성부분인 여행급부의 금액의 변동, 제3자
가 징수하는 것으로 패키지여행의 이행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세금 및 비용으로
여기에는 관광세, 체류세, 공항·항구에서의 출입국 수수료 등의 변동, ③ 패키지여
행에 관계되는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패키지여행계약에서
대금 증액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결 후 여행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유에 따른 비용의 감액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
대금 증액이 패키지여행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된다.182) 이에 관하여는 아래의 다)에서 논의한다.
대금 증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증가된 금액 및 산정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20일까지 지속적 자료
저장장치의 형태로써 고지한 경우에만 대금의 증액이 가능하다.183)
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일반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그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184)

181) 제9조 제2항·제3항
182) 제10조 제2항.
183) 제10조 제3항.
184)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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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① 여행주최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서 유보하고, ② 그
변경이 중대하지 않은 것이고, ③ 여행주최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여행자
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지속적 자료저장장료의 형
태로 고지한 경우에는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 여행주최자가 제10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185)
여행의 개시 전에, 여행주최자가 부득이하게 제5조 제1항의 a)에 따른

여행급부

의 본질적 특성을 현저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a)에 따른 특
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8%의 한도를 초과
하여 패키지여행의 대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가 명시
한 상당한 기간 내에 ① 제안된 변경을 승낙하거나, ②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
행주최자가 대체할 수 있는 패키지여행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이때 대체여행은 동등 또는 상등 품질의 패키지여행으로 제공될 수 있다.186) 계약이
해제되었고, 여행자가 대체여행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지급한 여행대금을 지체 없이 14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187)
그리고 패키지여행계약의 변경 또는 위의 대체여행의 결과가 하등품질이거나 더
낮은 비용의 패키지여행으로 되는 경우, 여행자는 적절하게 대금을 감액할 권리가
있다.188)
라) 해제 및 철회
여행의 개시 전에는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가 여행계
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해제수수료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패키지여행계약에는 여행 개시 전 계약의 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표준 해제수수료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여행급부를 다른
곳으로 전용함으로써 절감되거나 취득되는 예상비용도 명시할 수 있다. 표준 해제
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여행 급부의 전용에 따라 절감
된 비용 및 수익을 공제한 패키지여행의 대금과 일치해야 한다.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해제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189)
185) 제11조 제1항.
186) 제11조 제2항.
187) 제11조 제5항.
188)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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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행목적지 및 인접지역에서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여행급
부 또는 여행자의 운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의 경우에는 여행자는 패키지여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적 전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190)
일정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 ①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인
원이 계약상 명시된 행사최저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계약
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만 일정 기간까지 이를 통
지하여 해제할 수 있고,191) ②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여행주최자가 계
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여행 개시 전에 여행자에게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점의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여
행자가 사유 없는 경우에도 14일의 기간 내에는 패키지여행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192)
(라) 여행급부의 이행
계약에 따른 패키지여행급부의 이행책임과 채무불이행시의 효과로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그밖에 여행중개인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193)와 여행
주최자의 조력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가) 계약에 좇은 급부의 이행에 대한 책임
제13조는 여행주최자가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여행급부의 이행에 대하여 책
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여행급부가 여행주최자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또는
개별 여행급부 제공자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나아가 여행중개인도
패키지여행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194)
여행자는 여행급부가 이행되는 동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알게 된 계약위반에
189) 제12조 제1항.
190) 제12조 제2항.
191) ① 6일을 초과하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20일, ② 2일 내지 6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7일, 2일 미만의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48시간이다.
192) 제12조 제5항.
193) 제15조.
194) 제13조 제1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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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지체 없이 여행주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행급부가 패키지여행계약에 좇
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하자를 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정이 불가
능하거나 하자의 정도와 해당 여행급부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여행주최자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스
스로 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여행주최자
가 계약위반의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
자는 위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195)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여행급부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 약정된 것과
동등 또는 상등 품질의 대안적 약정을 제안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행자의 귀환운송
이 처음에 약정한 바와 같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시된 대안적 약정
의 결과가 패키지여행계약에서 명시된 것보다 하등품질인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적절한 금액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196)
계약위반이 패키지여행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안적 약정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여행자가 제안된 대안적 약정을 제5항 제3문에 따라 거절한 경우에,
여행자는, 해당되는 경우,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14조에 의하여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패키지여행이 운
송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 2문의 경우에 여행주최자는 동등한 수준의 교통수
단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리고 여행자에게 추가 비용 발생 없이 귀환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197)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여행자가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안은, 여행주최자는, 가능하다면 동일한 등급의 시설로,
여행자 1인당 최장 3일의 기간 동안 필요한 숙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행객
의 귀환운송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승객권리규정에서 더 기간
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된다.198)

195) 제13조 제2항·제3항·제4항.
196) 제13조 제5항.
197) 제1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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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여행자는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여행자가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여행주최자
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한다.199)
그러나 ① 여행자가 계약위반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② 계약위반이 패키지여행
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서 기인하며, 그것이 예측불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계약위반이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
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계약위반이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200)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연합에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이 패키지여행의 일
부인 여행급부를 이행하는 제공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제한이 여행주최자에게 적용된다. 유럽연합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국제조
약이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에 따른 여행주최
자의 배상책임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의 제한이
신체적 손해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지 않고 패키지여행의 전체 가
격의 3배보다 적은 금액이 아닌 한, 패키지여행계약으로 여행주최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에 대한 권리는 다
른 유럽연합 규정 및 국제조약에 따른 여행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
행자는 이 지침, 유럽연합 규정 및 조약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이 지침, 유럽연합 규정 및 조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은
양자가 동시에 청구된 경우에는 이중의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이행 받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에서 공제된다.201)
다) 여행주최자의 조력의무
여행자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제17조 제3항) 여행주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지체 없이 여행자를 적절하게 조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서비
스, 현지 관청 및 영사관의 지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여행자가 원
거리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가 대안적 여행계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여행자의 곤란함이 여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여
198) 제13조 제7항.
199) 제14조 제2항.
200) 제14조 제3항.
201) 제14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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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최자는 그러한 조력에 관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정구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주최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202)
(마) 기타
그 밖에 여행주최자의 파산을 우려하여 여행관련 용역의 이행 및 금액반환에 대
하여 담보를 제공할 담보제공의무(제17조·제18조), 연계여행급부의 경우 파산에 대
비한 담보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제19조) 등이 두어져 있으며, 계약법상의 일반
원칙과 이 지침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는 규율(제7장 일반규정), 지침의 국내
법 전환 등 효력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규율(제8장 종결규정)이 두어져 있다.
(2) 일본
1) 개관
일본은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민법에서 여
행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여행업자)203)
간의 여행계약 중 발생하는 민사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
과 관련된 여행에 관한 약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약
관의 내용이 여행업법에 의하여 분류된 여행계약의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인 여행업법의 내용 및 그에 의한 여행계약의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하에서는 우선 여행업법상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여행계약의 유형 중 우리 민
법이 성문화한 패키지여행과 유사한 여행계약을 중심으로 그 법적 성질 및 해당 약
관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다음, 우리 표준약관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일본 여행업법의 내용
(가) 여행업법에 의한 여행계약 및 여행약관의 규율
여행업법은 여행업자의 등록제도, 여행보증금제도,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제도, 여
행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여행업협회 등 주로 여행업과 관련된 행
202) 제16조.
203) 우리법상 여행주최자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여행업자’라는
일본 여행업법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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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204) 여행계약과 관련해서 여행업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5)
여행업법에서 규정한 약관206)에 관한 내용은 해당 약관이 인가사항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행업자는 여행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여행업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은 관광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207)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약관을 인가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6호). 이처럼 인가받지 않은 약관의 사용은 여행업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계약내용으로서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208) 그렇지만 여행자 보
호를 위해 여행업약관제도를 두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표준여행업약관보다 여행자
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무인가 약관조항은 소비자계약법 제10조209)에 반하여 무효로
되고, 여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0)211)
한편, 여행업자가 관광청장관 및 소비자청장관이 정하여 공시한(이를 변경하여 공

204) 일본 여행업법은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아울러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조직하는 단체의 적정한 활
동을 촉진하는 것에 의하여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의 공정을 유지하고 여행의 안전을 확보하며 여
행자의 편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같은 법 제1조 참조).

浦本真希, 旅行業法の概要と旅行契約の種類, 国民生活. ウェブ版: 消費者問題をよむ・しる・かん
がえる(38), 2015. 09, 37頁에 의하면, 여행업법은 이른바 영업과 관련된 법(業法)이고 여행자와 여

205)

행업자와의 간의 여행계약에 관한 민사적 규율이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업자에게는 여
행업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여행자와의 분쟁해결의 지표로 되는 기본법이라고 한
다.
206) 여행업법상 정식명칭은 ‘여행업약관’이다.
207) 이 경우 약관의 인가기준은 ① 여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금전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과 함께 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배여행, 모집형기획여행 등의
구별에 따라 명확하게 정할 것이다(여행업법 제12조의2 제2항).
208)

浦本真希, 주 205), 40頁.

209) 소비자계약법 제10조는 민법, 상법(明治 32년 법률 제48호) 기타 법률의 공공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의 적용에 의한 경우에 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
계약조항으로, 민법 제1조 제2항(신의성실의 원칙)에 규정한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0)

浦本真希, 주 205), 40頁.

211) 최근 일본 민법의 개정으로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제548조의2-제548의4)이 신설되었다. 여기에서
의 논의와 관련된 조항은 - 소비자계약법 제10조와 유사한 - 제548조의2 제2항으로 보인다. 구체적
으로 그 조항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조항 중에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대방
의 의무를 가중하는 조항으로서, 그 정형거래의 태양 및 그 실정,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민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한다고 인정되는 것
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소비자계약법이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
과 달리, 해당 조항에 대하여 합의가 불성립한 것으로 보는 듯하다. 앞에서 일본 민법 개정조문의
번역은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
)”, 민사법학 제79호(2017. 6.), 한국민사법
학회, 210-212면 참조.

試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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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경우도 포함) 표준여행업약관과 동일하게 약관을 정하였다면 그 약관은 인가
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같은 법 제12조의3). 즉 개별 여행업자가 표준여행업약관
과 동일한 내용의 약관을 해당 회사의 약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212) 현재 고시된 표준여행업약관은 2014년 4월 21일 개정되어 2014년 7
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여행계약의 유형들을 비롯하여 도항
수속대행계약의 부(部), 여행상담계약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다.213)
(나) 여행업법 및 표준여행업약관에 따른 여행계약의 유형
여행업법은 기획여행계약과 수배여행계약이라는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 그런데 국토교통성이 고시한 표준여행업약관에서는 기획
여행계약을 다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과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행자와 여행업자 간에 체결된 여행계약은 수배여행계약, 모집형 기획여
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수배여행계약이란 여행자 자신이 여행계획을 작성하고 여행업자는 여행자로
부터 의뢰를 받아 항공기나 호텔 등의 수배를 개별적으로 하는 여행을 말한다.214)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각 서비스를 수속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
은 수속절차를 처리한다.
기획여행계약은 여행업자가 여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여행이고,215) 여기에서
212) 그런데 표준여행업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도 개별 약정과 관련하여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준여행업약관을 사용하였으나 개별계약에서 약관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표준여행업약관 각 계약의 부의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무효로
될 것이다. 즉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표준여
행업약관보다도 불리한 특약이 무효로 된다.
, 주 205), 40 .

浦本真希

頁

213)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ryokogyoho.html (2017. 12. 29. 최종 방문)
214) 여행업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수배여행계약이란 제2조 제1항 제3호(여행자를 위한 운송 등 서
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 매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4호(운송 등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해 여행자에 대한 운송 등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거
나 매개하는 행위), 제6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를 위해 운송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에 대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 매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 제7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부수하여 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해 여행자에 대한 운
송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및 제8호(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의 안내, 여권의 수급을 위한 행정청 등에 대한 절차의
대행 기타 여행자의 편의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여행업무 취급과 관련하는 것으로 여
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15) 보다 정확한 기획여행계약의 정의는 제2조 제1항 제1호(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지급해야 할 대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여
˙ ˙ ˙ 또는 여행자에게서
˙ ˙ ˙ ˙ ˙ ˙ 의뢰를
˙ ˙ ˙ 받아
˙ ˙ 작성한 경우에 해
행에 관한 계획을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 사전에
당 계획에 정한 운송 등 서비스를 여행자에게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운송
등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계약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
하는 행위), 제3호(여행자를 위한 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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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의 내용으로는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숙박서비스의 내용,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이 있다. 기획여행
계약 중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여행업자에 의해 사전에 여행계획이 작성되고 광고
에 의해 여행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216) 이른바 기획여행이 이에 해당한다. 한
편, 수주형 여행계약이란 여행자의 의뢰를 받아 order-made방식으로 여행계획을 작
성하는 것을 말한다.217) 예를 들면 회사의 수련회나 학교의 수학여행을 의뢰받아 여
행업자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이다.

모집형 기획여행
(Package Tour)

기획여행
수주형 기획여행

여 행

(Order-made Tour)

수배여행

[여행계약의 종류]

(다) 여행계약의 유형별 법적 성질
여행계약상 여행업자의 의무나 책임의 내용은 결국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표준여행업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행계약의
유형별로 간단하게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수배여행계약의 경우 여행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행업자의 역할은 대리, 매개
또는 중개에 제한된다. 그 법적 성질은 위임이고, 그 결과 여행업자는 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민법 제644조)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18) 따라서
여행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숙박시설이 만실이어서 예약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19)

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 및 제8호(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의 안내, 여권의 수급을
위한 행정청 등에 대한 절차의 대행 기타 여행자의 편의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여행
업무 취급과 관련하는 것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자와 체결한 계약이다. 여행업법 제2조
제4항 참조.
216) 여행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사전에” 부분).
217) 여행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후단(“여행자에게 의뢰를 받아” 부분).
218) 鹿野菜穂子(內田貴·大村敦志編), 役務契約(2) 旅行契約, 民法の爭点, 有斐閣, 2007, 254頁.
219) 鹿野菜穂子(內田貴·大村敦志編), 주 218), 2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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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기획여행계약에서는 여행업자가 제1차적 서비스를 조율하고, 특히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기획의 입안부터 실시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할은 대리나 매개 등에 머무르지 않는다.220) 이 점에서 종래부터 모집
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하여 제1차적 서비스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나 예정된 제1차적 서비스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여행업자의 법적 책임이 계약의
법적 성질이나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학설에서는 패키지여행계약
의 법적 성질을 도급계약이나 매매계약으로 구성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가 주장되었다.221) 이에 비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여행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위임으로 파악하는 듯하다.222) 그런데 1995년 여행업법
개정 및 여행업약관의 개정으로 여정보증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급적 성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23)
3) 일본 표준여행업약관 중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부분의 주요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표준여행업약관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部),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部), 수배여행계약의 부(部), 도항수속대행계약의 부(部), 여행상
담계약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리 민법에 편입된 패키지여행과 관
련된 여행계약의 유형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다. 이하에서는 표준여행업약관 가
운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계약의 성립 및 변경
가) 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신청서 및

220) 鹿野菜穂子(內田貴·大村敦志編), 주 218), 255頁.
221) 이에 반하여 최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질을 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鹿野菜穂子(內田貴·大村敦志編), 주 226), 255頁에 따르면,
종래 학설이 정책적 관점도 근거로 하여 여행업자에게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론을 전
개해온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행자의 이익 보호는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근거할 것이 아니
라 여행업자의 채무가 수단채무인 것을 인정한 뒤 여행업자의 의무의 내용과 정도의 정밀화나 과
실의 추정 등을 통하여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더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여행업자에게
제1차적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일종의 대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그 밖에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자세하게 소개한 문헌으로는 岡林伸幸, 非典型契約
の総合的検討(12) 旅行契約, NBL 941号(2010.11.15.), 49-51頁이 있다.
222) 静岡地判 昭和 55年 5月 21日 判タ 419号 122頁은 해외단체여행에 참가하여 해외에서 버스사고
로 부상당한 사안에서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도급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한 급부담당자와 여
행업자간의 사용관계도 부정하여 여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이 판결을 위임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본 견해로는 岡林伸幸, 주 221), 49頁.
223) 岡林伸幸, 주 221), 49-5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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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을 여행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224) 여행업자가 그 청약을 거부하지 않
고225) 승낙하면 계약이 체결된다.226) 이때 계약은 여행업자가 신청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227)
계약이 성립한 후, 여행업자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
용, 여행대금 등 여행조건 및 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228)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여정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다.229)
그리고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까지 여
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30)
나) 계약의 변경
여행계약은 주체와 내용 측면에서 변경될 수 있다. 표준여행업약관에서는 주체의
측면에서 여행자의 교체를, 내용의 측면에서 계약내용의 변경과 대금의 변경을 규
율하고 있다.
우선 여행자의 교체에 대해서 보면, 여행자는 계약상대방인 여행업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231) 이러한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여
224)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5조 제1항.
225) 여행업자가 체약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응모여행자 수가 예정모집인원에 도달한 경우,
③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 여행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무효로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도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계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⑤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관계자, 폭력단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
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될 경우, ⑥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
래에 관한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여행자가
풍설(소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7조 참조).
226)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8조 제1항.
227)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8조 제1항. 그러나 통신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여행업자가 계약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 것으로 본다.
228)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9조 제1항. 한편,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
송기관 또는 숙박시설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 이용예정의 숙박시설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다음,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한 후 여행개시
일의 전일(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 해당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 확정된 상황을 기재한 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0조 제1항 참조).
229)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9조 제2항. 한편,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기재된 것에 여행서비스의 범위가 특정된다(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0조 제3
항 참조).
230)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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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자의 승낙이 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계약의 양수인인 제3자는 여행
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232)
내용의 측면에서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인 여행일정 및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즉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
숙박시설 등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본래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기타 여행업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
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여행자에게 사전에233) 해당 사유
가 관여될 수 없는 이유 및 그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경우에 제한하여 여행
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234)
여행자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여행대금에 대해서도 사정변경
이 있는 경우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운송기관의 운임·요금이 변경된 경
우,235) 위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행의 실비용이 증감되는 경우,236) 운송기
관·숙박시설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
한 경우237)가 그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변경 중 주체의 변경은 여행자만이 할 수 있
고, 계약내용의 변경은 여행업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표준여행업약관은 여행업
자의 변경이나 여행자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나) 계약의 해제
우리 민법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이 인정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 표준여
행업약관에서는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에게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 여행자의 해제권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표준여행업약관 별표 제1에 정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해제권을 인정한다.238)

231)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5조 제1항.
232)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5조 제3항.
233)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3조 단서).
234)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3조 본문.
235)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4조 제1항.
236)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4조 제4항.
237)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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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여행계약 취소일

취소수수료의 상한

20일 전 이후 ~ 8일전 이전

여행대금의 20%

7일전 이후 ~ 2일전 이전

여행대금의 30%

1일전

여행대금의 40%

당일

여행대금의 50%

여행개시 후 해제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여행대금의 100%

40일전 이후~31일전 이전

무료. 다만 성수기에는
여행대금의 10%

30일전 이후~3일전 이전

여행대금의 20%

2일전 이후 ~ 당일 여행개시 전

여행대금의 50%

여행개시 후 해제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여행대금의 100%

해외여행

[표] 표준여행업약관이 정한 취소수수료239)

여행자가 위의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여행개시 전에는, 회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표준여행업약관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여행대금이 증액된 경우,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
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경우,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표준여행업약관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
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여행자는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
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40) 그리고 ⓑ 여행개시 후에는, 해당 여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여행업자가 그
취지를 알린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에서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41)
238)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6조 제1항.
239) 金﨑正行, 旅行契約の成立·手配債務, 国民生活. ウェブ版: 消費者問題をよむ・しる・かんがえる
(40), 2015. 11, 39頁.
240)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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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업자의 해제권
여행개시 전에는, 여행업자는 일정한 사유242)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여행자에
게 설명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43) 또한 여행자가 계약서면에 기재된 날짜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날 여행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여행자는 취소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244)
여행개시 후에도, 여행업자는 일정한 사유245)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일부를 해
제246)할 수 있다.247) 이와 같이 여행개시 후에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여행
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248) 그리하여 여행업자의
이행된 여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49) 그러나 여
행업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여행서비스 부분에 대한 여행대금에서 해당 여행서비
스에 대한 취소수수료·위약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50)

241)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6조 제3항.
242) 표준여행업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①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②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를 불
편하게 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여행자가 계약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⑤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출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실시조건이고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것이 성취하지 않을 우려가 극히 큰 경우, ⑥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큰 경우, ⑦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여행자가 가진 신
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
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⑧ 여행자가 계약체결의 거부사유 중 일부(제7조 제5호
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가 있다.
243)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7조 제1항.
244)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7조 제2항.
245) 표준여행업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①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②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여행사
직원(가이드) 그 밖의 자에 의한 여행업자의 지시에의 위배, 이러한 자 또는 동행한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
를 방해하는 경우, ③ 여행자가 계약체결의 거부사유 중 일부(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
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가 있다.
246) 정확하게는 해지를 의미한다.
247)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8조 제1항.
248)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8조 제2항 제1문.
249)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8조 제2항 제2문.
250)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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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행대금의 환급
여행자 또는 여행업자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제되어 여행자에 환급할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여행개시 전 해제에 의한 경우에는 해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여행개시 후 해제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51) 그리고 여
행대금의 반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52)
라) 계약해제 후 여행업자의 귀환운송의무
계약해제로 인한 여행업자의 귀환운송의무는 위의 모든 해제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업자가 여행개시 후에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
의 사유로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와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
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인하여 해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253) 이 경우 귀환운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
다.254)
(다) 여정 관리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행자가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55)
또한 여행자가 여행 중 질병, 상해 등에 따른 요보호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든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다.256)
반대로 여행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위한 여행업자의 지시를 준수해
야 할 의무가 있다.257)
(라) 여행주최자의 책임

251)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9조 제1항.
252)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19조 제3항.
253)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0조 제1항.
254)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0조 제2항.
255)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3조. 여행업자는 여행내용에 따라 가이드 등을 동
행시켜 여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5조
제1항).
256)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6조.
257)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4조.

- 107 -

가) 손해배상책임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위임으로 파악한다면 과실이 있어야 여행업
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표준여행업약관도 여행계약을 이행하는 데 여행
업자나 수속대행자가 유책사유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58) 일정한 사유259)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여행업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여행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260)
위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여행자가
여행업자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261)
나) 특별보상
표준여행업약관에서는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 생명, 신체, 수하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여행업자가 그 법적 책임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보상제도를 두고 있다.262)
위의 손해에 대해 여행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면 표준여행업약관 제27
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는 위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
금으로 의제된다.263)
다) 여정보증
1995년 표준여행업약관의 개정으로 도입된 여정보증제도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일
정한 계약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소정의 비율로 변경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264) 그런데 여정보증책임은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 특색
이 있다.265) 다만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시설 등의 여행

258)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7조 제1항 본문.
259)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
타 여행업자 또는 그의 수속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260)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7조 제2항.
261)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7조 제1항 단서. 다만 수하물의 경우에는 손해 발
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여
행업자에게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엔 한도(여행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로 배상한다.
262)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8조 제1항.
263)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8조 제2항.
264)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9조 제1항.
265) 岡林伸幸, 주 221), 5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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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여행참가자
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기한 경우에는 면책된다.266)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 표준여행업약관 제27조 제1
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변경보상금을 여행업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여행업자는 그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여행자가 반
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267)
(마) 여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여행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268)
또한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서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인식한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
게 그 취지를 여행업자나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해야 한다.269)
4) 소결: 우리법에의 시사점
(가) 일본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약의 유형별로 광고방법,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서면의 교부, 계약내용의 변경, 취소수수료 등에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
문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수배여행계약을 각각 별도의 약관
으로 정하고 있다.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여행업자가 미리 작

§

§

여행자로부터의 의뢰

수배여행계약
§

여행의

목적지·일정,
운송·숙박서

성한 여행계획을 표

에 의해 여행계획을

제공된

시한 팜플렛 등에 의

작성하고 실시

비스의 내용, 여행대

여행자 자신이 희망

금 등 구체적 사항을

수를 모집하고 실시

하는 지역, 분야 등

광고할 수 없음

여행의

목적지·일정,

을 광고할 수 있는

제공된

운송·숙박서

해 광고로 불특정다

광고
방법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것에 그침

비스의 내용, 여행대
금을 표시하여야 함

266)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9조 제1항.
267)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29조 제3항.
268)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30조 제1항.
269)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약관의 부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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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

원칙적으로 여행업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원칙적으로 여행업자

수배여행계약
§

원칙적으로 여행업자

가 여행자로부터 받

가 여행자로부터 받

가 여행자로부터 받

은 신청금을 수리한

은 신청금을 수리한

은 신청금을 수리한

시점

시점

시점

통신계약의 경우 여

§

통신계약의 경우 여

§

통신계약의 경우 여

행업자의 승낙의 의

행업자의 승낙의 의

행업자의 승낙의 의

사표시가 있었던

사표시가 있었던

사표시가 있었던

때
§

계약의
성립
시기

때

단체·그룹계약에서는

§

때

신청금의 수수 없이

계약책임자와 계약을

수배여행계약이 성립

체결한 경우로 신청

된다는 취지의 특약

금 지급 없이 계약이

을 한 겨우는 그 서

성립된다는

면에 기재된 시기

취지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

단체·그룹계약에서는

여행업자가 계약책임

계약책임자와 계약을

자에게 교부한 때는

체결한 경우로 신청

신청금의 수수 없이

금 지급 없이 계약이

해당 서면을 교부받

성립된다는

은 시점

기재가 있는 서면을

취지의

여행업자가 계약책임
자에게 교부한 때는
신청금의 수수 없이
해당 서면을 교부받
은 시점
§

계약성립 후 신속하

§

게 교부

계약성립 후 신속하

§

게 교부

계약성립 후 신속하
게 교부

§

다만 수배에 관련된
모든 여행서비스에서
승차권류, 숙박권 기

계약
서면의
교부

타 여행서비스의 제
공을 받는 권리를 표
시한 서면을 여행자
에게 교부한 때는 계
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계약
내용의
변경

§

여행자는 변경 불가

§

여행자가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내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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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가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여행내용의 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수배여행계약

경을 요청하는 것이

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여행업자

는 가능한 한 그 요

는 가능한 한 그 요

청에 응해야 함

청에 응해야 함

변경에 필요한 비용

§

은 여행자의 부담
§

취소시점에 따라 단

§

여행업자

취소시점에 따라 단

변경에 필요한 비용
은 여행자의 부담

§

여행자가 이미 제공

계적으로 정률의 취

계적으로 정률의 취

받은

소수수료가 정해짐

소수수료가 정해짐

비용, 여행자가 아직

취소수수료가 발생하

제공받지 않은 여행

기 이전에 해제가 있

서비스의 비용, 여행

었더라도 여행업자가

업무의 취급료, 수배

계약서면에서 기획요

취소 사무 절차에 대

금의 금액을 명시한

한 대가의 합계액

§
취소수수
료

여행서비스의

경우에는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취
소수수료 발생
[표] 여행계약의 주요 차이점270)

우리의 여행업 표준약관은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표준약관으로 준별하고, 각
약관에서 여행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271) 그런데 국내여행표준약관에서는 희망여행
은 여행요금(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 관하여만 특칙을 두고 있고, 위탁모집여행의
경우에는 약관 본문에서 정의규정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국외여
행표준약관에서도 동일하다. 즉 희망여행은 여행요금에 관한 사항에서 2번 등장하
고,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은 용어의 정의 외에는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굳이 여행계약의 유형을 일본에서와 같이 구별하여 약관에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우리의 여행업 표준약관은 여행계약의 내용, 계약서 교부,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여행자 교체에 의한 계약의 변경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민법상
계약인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분쟁을

木村裕介 受注型企画旅行·手配旅行, 国民生活. ウェブ版: 消費者問題をよむ・しる・かんがえる
頁.

270)
,
(43), 2016. 2, 39

271) 각 여행업 표준약관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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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행자는 계약해제권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여행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 일본의 표준여행업약관은 계약해제시 취소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약관 별표에
서 규정하고 있어서 여행자가 약관에서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의 여행업 표준약관은 여행자 또는 여행사가 여행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발
생한 손해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
다. 그 내용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여행자에게 약관 외에 별도로 그 자료를 찾
아보게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개정되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그 손해액에 관한 기
준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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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행표준약관의 개정 방안
이 장에서는 Ⅱ. 및 Ⅲ.에서 논의한 사항에 기초하여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 방안은 연구의 목적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① 민법의 여행
계약에 관한 규정 중에서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규율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민법의
규율에 좇은 조항으로 이를 개정하고, 현행 여행표준약관에 규율이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② 그밖에 신설된 민법 규정과
관계없는, 여행표준약관의 전반적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1. 민법의 여행계약 규율내용의 반영과 2. 그 밖의 개선 사항으로 나누
어 기술하기로 한다. 다만,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규정이 대부분
유사하여, 이를 개정 방안에서 모두 논의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명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대상으로 구체적 개정 방안을 제
시한다.272)

1. 민법의 여행계약 규율의 반영
Ⅱ.에서 비교·검토한 바와 같이273)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현행 여행표준약관의 규율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민법에서 정
의하는 용어와 여행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 그리고 민법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입법한 규정인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자의 범
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 및 비용청구에 관한 규율은
여행표준약관에는 두어져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제시
한다.
(1) 민법 규정의 반영에 따른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개정
1) 정의 등 용어의 통일
민법은 여행계약의 절을 신설하면서 ‘여행계약’, ‘여행주최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민법전 내에 도입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274) 여행표준약관에서 정
272) 이하에서는 여행표준약관으로만 지칭한다. 추후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안이 확정된 후 이를 국내
여행표준약관의 개정 작업에 반영하는 작업은 간단하다.
273) Ⅱ. 3., 30면 이하.
274) Ⅱ. 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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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여행의 종류를 불문하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인 ‘운송·숙
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의 결합의 제공’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국
내·외 여행의 구별 없이 각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개념 모두 여행계약의 범주에 포
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는 여행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여행표준약관에서도 통일적으로 사
용하는 것이 거래에서의 혼동을 피하고, 유사개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275) 합리적
으로 용어를 선택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표준약관의 ‘여
행사’는 ‘여행주최자’로 변경한다(예.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조 개정시안).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주최자인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민법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의 내용 중 ‘시정청구(민법 제674조의
6)’와 계약 해지시의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674
조의7 제3항)’라는 용어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여행계약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민법전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다. 그리고 종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자체가 두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이다.276)
그러나 민법 제674조의6·제674조의6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들 규
정은 반드시 여행표준약관에 편입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민법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아래 (2)에서 검토하
고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275)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을 중개하는 여행사 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할 수 있는 현지여행사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선택된 개념이다. 주 51) 참조.
276)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은 여
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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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권자 범위의 제한
민법은 여행 개시 전의 해제권을 여행자에게만 인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여행주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민법 제674조의3).
이 규정에서 여행주최자의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여행주최자에게 유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사전해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277)
한편, 약관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의 사전해제권도 규정하고 있으며, 소
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
고서 해제가 가능하기도 하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 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배상합니다.

고시)에

따라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277) 주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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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
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
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
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
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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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4조의3은 여행 개시 전의 해제권자로서 명시적으로 여행자만을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을 여행주최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다. 민
법에서 여행주최자와 여행자의 여행 출발 전 합의해제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행주최자의 여행 개시 전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를 여행조건의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의 사항(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에서
규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해제사유 중 라목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
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곧바로 여행사의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이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행지체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을 해제하는 것으로278)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일
수 있는데, 여행대금의 선지급에 관한 약관의 유효성은 차치하더라도,279) 이러한 특
약이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지 의문이다. 이 점
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해제사유에 기한 여행주최자의 사전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 그 밖에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와 합의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 요
건 및 요금 등의 정산의 사항에서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 쟁 해결 기 준’( 공정 거 래위 원 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78) 민법 제544조.
279) 이에 관하여는 안병옥/박수곤,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선납에 관한 법적 문제”, 경희법학 제
52권 제3호(2017. 9.),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326면 이하(주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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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
망한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
가능한 경우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
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
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
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
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
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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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5.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
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민법 규정의 반영에 따른 새로운 조항의 신설
1)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
민법은 여행계약의 절을 신설하면서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하자 있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여행자의 시정청구권을 규정하
였고,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674조의6). 그리고 여행에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민법 제674
조의7).
한편, 여행표준약관은 종래 담보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규
율은 여행 개시 후 계약해지 규정에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
조). 그리고 여행표준약관 제2조에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의 불이행에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의 면책조항이 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8조). 나
아가 여행조건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어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규율한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지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할 뿐이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여행표준약관에 여행자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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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시정청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시정청
구권의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예. 시정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담
당자의 지정, 상당 기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시정 조치 후 여행주최자의 처리과정
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80) 이에 관한 조항의
위치는 민법전과 마찬가지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조항 다음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제17조에서 여행 기간을 정하고 있
으므로, 여행 기간 동안의 여행계약의 이행에 대한 담보책임의 의미에서 제17조의
다음에 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이에 앞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은 여행계약의 하자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문제일
것이다. 그리하여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하자 있는 이행이 무엇인지 이를 열
거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281)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8조 내지 제20조(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18조(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정 없음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280) 김도년, 주 11), 141면.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비자 분쟁 담당기관 및 여행사의 업무처리 현
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쟁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
기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만 언급하기로 하고, 보다 상세한 지침의 마련은 담당기관에 미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81) 이에 관하여는 대만 민법 및 표준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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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
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
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제19조(여행주최자의
여행자의 해지권)

담보책임과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
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
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
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
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
야 합니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
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
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8조 · 제19조의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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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 귀환운송의무 및 비용에 관한 조항
민법은 여행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
약상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가 여
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74조의4·제674조의9).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민법 제674조의4 제3
항).
이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여행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7).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조항과 담보책임 중 해지 조항에서 나누어 규율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가운데 후자는 앞서 제시를 하였고, 전자에 대해서는 표
제에서 계약해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혀 해지사유의 유형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
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제16조(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여행
주최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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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
가 부담합니다.

한쪽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
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
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
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
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
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
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
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그 밖의 개선 사항
위 1.에서 논의한 사항과 별도로 기타 현행 여행표준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는 위 1.에서 논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
외여행표준약관의 조항 순서대로 다룬다.
(1) 특약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조항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
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특약 조항은 관계법규, 즉 민법과
「관광진흥법」의 해석범위를 넘는 특약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특약이 있음
을 설명하면 가능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여행주최자가 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내용으로의 편입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관한
효과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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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표준
약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약
관규제법 제3조 제3항)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
장할 수 없는 효과(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를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이다. 즉 특약
의 허용으로 표준약관 제정의 의미를 몰각시킬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다.282)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5조(특약)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
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① 여행주최자와 여행자는 관계법
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②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여행주
최자가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
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표준약관
이 적용됩니다.

(2) 최저참가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시 통지기간의 연장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주최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
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283) 외에도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여행주최자

282) 서희석, 여행표준약관 개선방안, 2017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법팀 포럼 자료집, 41면.
283) 일반적 사유로서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
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여행자 개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③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⑤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
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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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여행주최자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한 상
황일 수 있으나, 그 결과 여행자는 여행을 포기하여야만 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행
주최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대금을 반환받지만, 여행 개시 7일 전까지의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다는 점, 여행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여행계약 체결 후 여
행 개시 7일 전의 기간 동안 여행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
려하면 여행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여행주최자가 그 불이익을 여행자에게 전가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여행 개시 7일 전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해
제 조항에 대해서는 ‘7일 전’이라는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여행주최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사유로 인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14일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현행과 같이 ‘7일 전’인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로 하여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여행주최자가 쉽게 해제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284)

<국외여행표준약관 제9조(특약) 개정시안>
현행

개정시안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
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① 여행주최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14일전
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상환하
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여행주최자가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84) 여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고려하여 양자에 차이가 있다. 부록 B. 3.
16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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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
요금의 50%
현행

개정시안

③ 여행주최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의 상환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
요금의 50%

(3) 계약체결 거절의 사유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① 다른 여행자
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
을 때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중 ③의 경우
에는 원시적 이행불능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①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이고, ②의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①의 사유는 소비자분쟁에서 문제되
는 상황을 조사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
리고 ②의 사유는 차별행위에 관한 행정법상의 규제 등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관광활동의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이 있었다. 2017년 9월 19일에 개정되어 2018년 3월 20일 시행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활동에서 장애인 차
별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조의 2), 이에 반하여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경
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43조), 과태료(제50조) 등의 행정법적 제재는 물론 형사법
적 제재(제49조)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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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대금 선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행대금의 선납을 규정한 조항(국외여행표준약관 제11
조)은 상당한 이유 없이 여행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약관규제
법 제11조 제1호의 불공정사유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민법규정(제674
조의5)의 도입으로 인하여 표준약관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까지 제기되
고 있다.285)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 및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사용하는 개별 여행사의
여행약관 모두가 여행대금의 선납을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과 여행대금의 선납
및 이에 따른 환불 등에 관한 문제가 소비자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
려하여야 하고,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포함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에 관한 개정안의 마련
은 후속 연구에서 이에 관하여 심도 높은 연구를 진행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5)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에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
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
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여
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여행요금에 관한 약정 사항은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고, 그 증액은 여행자가 반드
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그리고 증액에 이르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
보를 제공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요금이 증액하게 된 사
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85) 이병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2016.
2.), 재산법학회, 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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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
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
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
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
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주최

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
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
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
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
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그
사유와 산정근거를 명시하여 여
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는 여행조건의 변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사유 및 여행대금의 증감에 대한 정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 14조 제3항286)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제2항부터 제4항287)까지
286) 제14조(여행계약 등)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87) 제22조의4(여행지 안전정보 등)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
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
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
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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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 시작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변경일시, 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여정변경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자필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여정변경 및 그에 따른 여행대금 변경에 관하여 문서
화해두는 것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
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의 2(여행일정의 변경시 여행자의 동의)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조의 2(여행일정의 변경시 여
행자의 동의) ① 여행주최자는
제4조에서 계약내용으로 하는 여
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
여행설명서)에 명시된 여행일정
(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
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서면동의서에는 일정
변경의 내용 및 그에 동의함을
<신 설>

표시하는 여행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여행주최자가 사전에 서면동의서
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최자는 일정변경에 관한 서면동
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주최자는 사후에 서면
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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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시안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시안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현행

개정시안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주최자인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

제2조(여행주최자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안전
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
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
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
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
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
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주최자의 여행질서 유지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
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여행주최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
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
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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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
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
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
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
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
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
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
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
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
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
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
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
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
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
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
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주최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
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
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
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
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
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
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
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
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
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
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주최
자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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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약)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
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① 여행주최자와 여행자는 관계법
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와 여

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
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 게재된 여
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 게재된 여
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
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
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
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
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
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
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
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
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
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
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주최자

②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여행주
최자가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
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표준약관
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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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
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
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
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

2. 여행주최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
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

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
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
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주최자가 전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
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
우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
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
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
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
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
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
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
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
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
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제8조(여행주최자의 책임) 여행주
최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
까지 여행주최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
용인 등(이하 ‘이행보조자’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주최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
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
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
약해제) ① 여행주최자는 최저행
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
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
발 14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
행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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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
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
요금의 50%

② 제1항의 경우에 여행주최자가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주최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의 상환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
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주최자
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
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
이 초과되었을 때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
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
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
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
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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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
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
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
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
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
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
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
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
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
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
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
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
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
행주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
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
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
발 7일전까지 여행주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
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
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
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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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
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
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
에는 그 사유와 증액의 산정근
거를 명시하여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
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
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
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
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
방이 합의한 경우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
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
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
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
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
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
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
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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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
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
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
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
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
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
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주최자에
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
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
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신 설>

제13조의 2(여행일정의 변경시 여
행자의 동의) ① 여행주최자는
제4조에서 계약내용으로 하는 여
행계약서(여행약관·여행일정표·
여행설명서)에 명시된 여행일정
(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
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서면동의서에는 일정
변경의 내용 및 그에 동의함을

- 137 -

현행

개정시안

표시하는 여행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여행주최자가 사전에 서면동의서
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최자는 일정변경에 관한 서면동
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주최자는 사후에 서면
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
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
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주최자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② 여행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여행
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
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
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
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
행주최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
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
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주최자는 항공기, 기차, 선
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
다. 다만, 여행주최자가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④ 여행주최자는 자기나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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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

보조자가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
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
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
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
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

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니다.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
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②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
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
망한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
가능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
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
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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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
니한 경우

5. 여행주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
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사유가 있는 경우

6.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
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
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
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
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한 계약해지)
① 여행
주최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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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
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
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

가 부담합니다.

습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
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
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
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
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
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
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
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
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
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
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
니다.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
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
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
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
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
니다.
제18조(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
행자는

<신 설>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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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
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
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제19조(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
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
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
<신 설>

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
야 합니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
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
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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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

18조·제19조의 권리는 여행 기
<신 설>

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
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
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
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
니다.

제21조(설명의무) 여행주최자는 계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제22조(보험가입 등) 여행주최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
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
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
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

제23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
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
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
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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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여행의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법의 입법자는 총괄단체여행과 같
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포함하는 계약관계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여행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율하는 방안을 선
택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정안은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다.
(2) 실제의 거래에서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은 대부분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다.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이 제정·개정되고 있다. 표준
약관은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거래관행, 거래의 목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범위에서 작성된다.
여행 분야에서도 이에 따라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제정
되어 사용되고 있다.
(3)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개정 민법의 내용을 현행‘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
외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 내
용을 살펴보고 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개정된
민법의 반영과 별도로 여행표준약관은 여전히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계약 체
결시 중요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이 개정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적절한 표준을 제
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
행표준약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신설된 여행계약의 절(제9절의2)은 여행계약의 의의(제674조의2), 여행개시 전
의 계약 해제(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제674조의4), 대금의 지
급시기(제674조의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6 내지 8), 강행규정(제674조의
9)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도록 한 점(제674조의3), ②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귀환운송·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규율한 점(제674조의4), ③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별도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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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점(제674조의6 내지 8)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5) ‘국내여행표준약관’과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여행 분야에서 표준으로 기
능하는 약관으로서 실제 여행계약 체결시 사용된다. 국내약관은 총 18개의 조항으
로, 국외약관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약관에 여행요금의 변경(제
12조)과 손해배상(제14조)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조항은 모두 동
일한 내용을 규율하며, 다만 각 조항에서 국내여행과 국외유행에 특유한 사항을 규
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내용을 대강
분류하면 ① 목적 및 정의 조항, ② 계약체결에 관한 조항, ③ 계약의 효력(당사자
의 의무 및 의무위반시 책임·여행기간·계약 변경)에 관한 조항, ④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조항, ⑤ 기타 보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
으로의 편입을 위한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 각 조항에 두어
져 있다.
(6) 민법의 여행계약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을 비교하면, ① 민법에서 정의하
는 용어와 여행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다르다. ② 민법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입법한 규정인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여행
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 및 비용청구에 관한 규율은 여행표
준약관에는 두어져 있지 않다. 그밖에 여행계약에서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거나 임
의규정으로 규율하는 사항이 여행표준약관에 두어진 조항으로는 ③ 최저참가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와 여행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이다. 기타 부수적 차이
는 약관규제법의 규율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규율(설명의무 등)이 있는 점이다.
(7) 입법례로는 민법에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로서 독일·네덜
란드·대만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민법의 규정과 여행표준약관의 조항의 정합성 정
도를 판단해 보았다. 독일의 경우 양자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행규정에
관한 전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입법된 네덜란드의 경우 완전히 일치하였다.
대만의 경우 여행표준약관에서 여행계약의 하자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물건
의 매매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는 점에서 우리의 민법 개정 및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에 시사점을 주었다.
(8) 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과 무관하게
여행표준약관의 일반적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우리의 여행표준약관
모델의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지침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전면적 개정을 하여 특히 패키지여행 및 연계된 개별 여행급부
를 제공하는 법률관계 전반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그럼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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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습을 보이는 유럽연합의 지침은 이 연구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일
본의 경우 계약의 유형별로 광고방법,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서면의 교부, 계약내용
의 변경, 취소수수료 등에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수배여행계약을 각각 별도의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일
본의 표준여행업약관은 계약해제시 취소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약관 별표에서 규정
하고 있어서 여행자가 약관에서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법을 운
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9) 이상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①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 중에서 현행 여
행표준약관의 규율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민법의 규율에 좇은 조항으로 이를 개정
하고, 현행 여행표준약관에 규율이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
고, ② 그밖에 신설된 민법 규정과 관계없는, 여행표준약관의 전반적 개선사항을 검
토하는 방법으로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0) 국외여행표준약관의 개정시안을 제시하였고, 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① 민법의 여행계약 규율내용을 여행표준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 정의
등 용어를 통일하고, ㉡ 여행 개시 전 계약의 해제권자 범위를 여행자로 한정하였
으며,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과 ㉣ 귀환운송의무 및 비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시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법 개정과 관계없는 ② 일반 개선
방안으로는, ㉠ 특약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 및 위반시 효과에 관하여 명시하고, ㉡
최저참가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시안을 제시
하였다. 그밖에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선행연구가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문제만을 제기한 사항으로 ㉢ 여행주최자의 계약체결 거절의
사유와 관련한 장애인차별법상의 문제점, ㉣ 여행대금 선납 관행의 문제점, ㉤ 여행
요금의 변경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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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여행표준약관 등
1. 국내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
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
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
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
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
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
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
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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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
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
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
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
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
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
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
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
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
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
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
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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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
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
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
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
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
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2.
3.
4.
5.
6.
7.
8.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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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
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
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
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
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
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
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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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
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
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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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
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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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여행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
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
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
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
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
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
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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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
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
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
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
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
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
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
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
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
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
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
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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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
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
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2.
3.
4.
5.
6.
7.
8.
9.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
부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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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
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
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
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
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
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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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
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
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
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
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
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
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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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
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
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
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
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
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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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
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
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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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일부개정]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31. 여행업(2개 업종)
국내여행
분
1)

쟁

유

(1 - 3)

형

해 결 기 준

비

인한 피해

고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동일하게 규정함.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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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2 - 3)
분
-

쟁

유

형

해 결 기 준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o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o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o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o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o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o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o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o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3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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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30% 배상

비

고

국내여행
분
<

쟁

유

(3 - 3)

형

해 결 기 준

비

고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o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o 계약금 환급 및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o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o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여행자의 피해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o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피해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o 여행자가 입은 손해
* 운송수단의 고장,
배상
운송 미완수
교통사고 등 운수
업체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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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분
1)

쟁

유

외

여

형

행(1 - 2)
해 결 기 준

인한 피해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30)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29 ～20)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9～ 8)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7～ 1)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30) 통보 시

o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9～ 8)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7～ 1)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o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o 계약금 환급
통지 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o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o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o 계약금 환급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o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
o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등 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o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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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국
분

4)

쟁

유

외

형

여

행(2 - 2)
해 결 기 준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 o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

비

고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
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o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
비용이 적게 든 경우

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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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외국의 여행계약 관련 법령
1. 독일 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8장 개별적 채권관계
제9절 도급 및 이에 유사한 계약
제4관 패키지여행, 여행중개, 연계여행급부의 중개288)

제651조의a [패키지여행계약에서의 전형적 의무]
① 패키지여행계약에 의하여 사업자(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약정한 여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② 패키지여행은 두 종류 이상의 다른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조합된 것
이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패키지여행이다.
1. 여행자의 요청 또는 선택에 따라 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가 조합된 경우, 또는
2. 여행주최자가 제공하는 여행급부 중에서 계약 체결 후에 여행자가 선택할 권리를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부여한 경우.
③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여행급부는 다음의 각 호이다.
1. 사람의 운송
2. 거주목적이 아닌 숙소의 제공
3. 다음 a), b)의 임대
a) 2017년 3월 23일의 명령(BGBl. I S. 522) 제7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2011년 2월
3일의 유럽공동체 차량허가에 관한 명령(BGBl. I S. 126) 제3조 제1항에 따른 4륜차
b) 2017년 5월 18일의 명령(BGBl. I S. 1282) 제4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2010년
12월 13일의 운전면허에 관한 명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A 등급의 운전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

288) 「2015년 11월 25일의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5/2302/EU)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2017년 7월 17일의 여행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법
률’(BGBl. 2017, 2394)에 의해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여행계약에 관
한 제2관의 규정이 제4관에 두어지게 되었다. 개정된 민법은 2018년 7월 1일 시행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여행급부가 아닌 모든 관광급부
본질에 있어 다른 여행급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여행급부는 제1문에 따른 여행급부가
아니다.
④ 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여행급부 중 하나의 종류만이 제3항
제1문 제4호에서 정하는 하나 이상의 관광급부와 조합되고 그 관광급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패키지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광급부가 조합에 따른 전체 가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조합의
본질적 특징도 아니며 본질적 특징으로서 광고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제3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여행급부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 선택
되고 약정된 경우.
관광급부가 제1문 제1호에서 의미하는 조합에 따른 전체 가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구성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광급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액의 25 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⑤ 패키지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여행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기회가 있는 경우에만,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
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또는
2. 24시간 미만의 기간으로, 숙박을 포함하지 않고(당일여행), 여행 대금이 500유로
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3. 업무상 여행의 조직을 위한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사업자인 여행자와 여행자의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제651조의b [여행중개와의 구별]
① 제651조의v와 제651조의w의 규정과 별도로 여행급부의 중개에 대하여는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행자에게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여행급부를 제공
하기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모든 여행급부 또는 개별
여행급부를 수행하기로 한 사람(개별급부자)과 계약을 주선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1. 여행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일한 영업점에서 동일한 예약
절차의 범주 내에서 여행급부들을 선택하고,
2. 사업자가 총액으로 여행급부들에 대하여 총액으로 청약하거나 그와 같이 제공
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고려하는 경우, 또는

3. 사업자가 여행급부들을 ‘패키지여행’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는 여행주최자이다. 여행자가 여행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를 받거나 여행상품에 관해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제2문 제1호의 예약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는다.
② 이 법률의 영업점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영업점 및 이동이 가능한 영업점,
2. 전자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판매플랫폼,
3. 전화서비스.
제1문 제2호에 따른 복수의 웹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판매플랫폼에서
단일한 화면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영업점이다.
제651조의c [연계된 온라인 예약절차]
① 온라인 예약절차로 여행자와 여행급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계약을 중개한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로 본다.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예약절차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자에게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에 관한 한 건 이상의 계약을
중개하고,
2. 사업자가 여행자의 이름, 지급정보, 메일주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3. 최초의 여행급부에 관한 계약 체결이 확인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추가적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에 관한 한 건의 계약이나 하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에 관한 여러 건의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제651조의a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체결한 여러 건의 계약은 모두 제651조의a 제1항의 패키지여행으로
본다.
③ 제651조의a 제5항 제2호는 여행대금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651조의d [정보제공의무, 계약내용]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행주최자는 이로써

제651조의v 제1항 제1문의 여행중개인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② 여행자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수수료, 대가, 기타 비용에 관하여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담
한다.
③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3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따라 제공된 사항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양 계약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후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6조에 따라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7조에 따라 여행이 개시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여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④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⑤ 제651조의c에 따른 패키지여행의 경우에 여행주최자로 간주되는 사업자와 제651조의c
제1항 제2문에 따라 정보를 전달받은 다른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4조 및 제8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그밖에 ① 내지 ④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제651조의e [계약의 이전]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제3자가 여행계약상의
권리·의무에 있어 자신을 갈음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여행
개시 7일 전에 여행자에게 도달하면 의사표시는 적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② 제3자가 계약상 여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제3자의 계약
인수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계약을 승계한 경우 제3자(양수인)와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
대금과 제3자의 계약인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여행주최자는 추가비용이 상당하고 실제로 그에게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여행주최자는 제3자의 계약인수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의 금액에 관한 증명
자료를 여행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651조의f [계약변경의 유보, 대금 감액]
① 여행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대금을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변경가능성을 예정하고, 그 외에 제4항 제1문에 따른 여행대금 감액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의무와 여행대금 변경의 산정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고,
2. 계약체결 후에 a), b), c)의 사유로 인한 직접적 결과에 의해 여행대금이 증가한
경우.
a)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용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
b) 관광세, 항구·공항의 출입국 수수료 등의 약정된 여행급부에 대한 세금 및
기타 비용의 인상,
c) 해당 패키지여행에 적용되는 환율의 변동.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증가된 금액 및 그 근거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대금증액의 산정에 관하여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여행자에게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지된 경우에만 대금증액의
효력이 있다.
② 여행대금 이외의 계약조건은 이에 대한 변경이 계약에 예정되어 있고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여행주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강조하여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변경사항에 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여행개시 전에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의 효력이 있다.
③ 제308조 제4호와 제309조 제1호는 서식으로 작성된 계약조건을 통해 약정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유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증액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문 제2호에서
정하는 대금, 비용 또는 환율이 계약 체결 이후 여행개시 전에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때에는 여행자는 여행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자가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초과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상환해야 할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비용의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제651조의g [계약의 중대한 변경]
① 제651조의f 제1항에 따라 계약에서 유보하고 있는 대금증액이 여행대금의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
에게 이에 해당하는 대금의 증액을 제안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주최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1. 대금 증액에 대한 제안에 승낙하거나,
2. 계약의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여행급부의 본질적인 특징을 중대하게 변경
하거나(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3조 제1호) 계약의 내용이 된 여행자의 특별한 요구와
다르게 하는 조건 하에서만 여행주최자가 패키지여행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문이 대금증액 이회의 계약변경에 준용된다. 여행개시 20일 후에는 대금증액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고, 여행개시 이후에는 그 밖의 계약변경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다.
② 여행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증액 또는 그 밖의 계약변경에 대한 제안에서
선택적으로 다른 패키지여행(대체여행)에 참가할 것을 여행자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
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10조에 따라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주최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금증액 또는 그 밖의 계약
변경에 대한 제안은 승낙된 것으로 본다.
③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51조의h 제1항 제2문 및 제5항이 준용된다.
이때 제651조의i 제3항 제7문에 따른 여행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행자가 계약변경이나 대체여행 참가에 대한 제안에 승낙하고 그 패키지여행이 본래
계약의 내용인 성상과 비교하여 최소 동등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651조의m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동등한 성상을 갖추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차액과 관련하여 제651조의m 제2항이 준용된다.
제651조의h [여행개시 전의 해제]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약정한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여행주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에서 적절한 배상액의 일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식에 의한 계약조건
으로도 정할 수 있다. 금액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산정된다.
1. 해제의 의사표시와 여행개시 사이의 시간,
2. 여행주최자가 지출을 면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 및
3. 여행급부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계약에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액은 여행주최자가 지출을 면한 비용의
가치와 그가 여행급부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것을 공제한 여행대금에 따라 정한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배상액의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③ 여행목적지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패키지여행의
실행이나 여행목적지로의 사람의 운송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문과 달리 여행주최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관에서 의미하는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기대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여행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전에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정한 최소참가인원보다 적은 인원인 경우로, 이 경우 여행주최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늦어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해제하여야 한다.
a) 6일을 초과하는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전 20일,
b) 2일 내지 6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전 7일,
c) 2일 미만의 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전 48시간.
2.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여행주최자가 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여행주최자는 해제 사유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해제
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약정된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⑤ 해제의 결과 여행주최자에게 여행대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
후 14일 내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51조의i [여행의 하자시 여행자의 권리]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여행의 하자 없이 패키지여행을 제공해야 한다.
② 패키지여행의 약정된 성상을 갖춘 경우 패키지여행은 여행의 하자가 없다. 성상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패키지여행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
1. 패키지여행이 계약상 전제된 이용에 적합한 경우, 그 밖에
2. 패키지여행이 통상의 이용에 적합하고, 동일한 종류의 패키지여행에서 통상적
이고 여행자가 패키지여행의 종류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성상을 갖춘 경우.
여행주최자가 여행급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지체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③ 패키지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이하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와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제651조의k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651조의k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51조의k 제3항에 따라 다른 여행급부(대체여행)에 의한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651조의k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숙박을 위한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651조의l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여행대금의 감액(제651조의m)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제651조의n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제284조에 따라 무익하게 지출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1조의j [소멸시효]
제651조의i 제3항에서 정하는 여행자의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계약상 패키지여행이 종료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651조의k [시정]
① 여행자가 시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의 하자를 제거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정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2. 하자의 규모 및 해당 여행급부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은 비용이 수반
되는 경우.
② 여행주최자가 제1항 제2문의 예외를 유보하여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스스로 시정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가 시정을 거절한 경우 또는 즉각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③ 제1항 제2문에 따라 여행주최자가 여행의 하자의 제거를 거절할 수 있고 여행의
하자가 여행급부의 중대한 부분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적절한 대체급부에
의한 시정을 제안해야 한다. 대체급부의 결과 패키지여행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인
성상과 비교하여 최소 동등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상당하게 감액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는 제651조의m 제1항
제2문에 따른다. 대체급부가 계약에서 약정한 급부와 비교불가능하거나 여행주최자가
제안한 여행대금의 감액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대체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또는 여행주최자가 대체급부를 제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651조의l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
④ 출발지 또는 당사자에게 적합한 다른 장소로의 운송(귀환운송)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가능하다면 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동일한 등급의 숙박시설에서, 최장 3박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숙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최장 3박으로 기간을 제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1.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급부제공자가 여행자에게 숙박
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여행자가 이하 a) 내지 d)의 인적 범위에 속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개시 전 48
시간 이내에 여행자의 특별한 요청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
a) 「장애가 있는 항공여행자 및 거동에 제한이 있는 항공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2006년 7월 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1107/2006/EG)」289) 제2조 a호에서
정하는 거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 및 그 동행자
b) 임산부
c)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d) 특수 의료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651조의l [해지]
① 패키지여행이 여행의 하자로 인해 중대하게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가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정을 하지 않고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낸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651조의k
제2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이미 제공했거나 제3항에 따라 패키지여행의
종료를 위하여 제공해야 할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약정된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한다. 제651조의i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여행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약정된 여행대금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은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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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소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계약이 여행자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한 운송수단은 계약상 약정된 것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귀환운송에 드는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
제651조의m [대금감액]
① 여행의 하자가 존속하는 동안 여행대금은 감액된다. 대금감액의 경우 여행대금은
계약체결시에 하자 없는 상태의 패키지여행의 가치와 실체의 가치 사이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대금감액은 사정(査定)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의한다.
② 여행자가 감액된 여행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46조 제1항과 제347조 제1항은 이에 준용된다.
제651조의n [손해배상]
① 여행자는 대금감액 또는 해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여행의 하자가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급부제공자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제공에 관여하지도 않고, 여행주최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었던 제3자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3.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② 여행이 좌절되거나 중대하게 방해를 받은 경우 여행자는 휴가기간이 무익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금전에 의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여행주최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651조의o [여행자에 의한 하자의 통지]
①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의 하자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 여행주최자가 시정을 이행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여행자는
1. 제651조의m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2. 제651조의n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51조의p [책임제한의 허용, 공제]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와 약정함으로써 다음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여행대금의 3배
로 제한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가 아니고,
2. 유책사유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손해.
② 급부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정한 요건 또는 제한 하에서만 성립 또는
행사될 수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급부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국제협약 또는 그러한 국제협약에 근거하는 법률규정이 어떤 여행급부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도 여행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대금감액으로 인해 과다하게 지급
하게 된 금액의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여행자는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국제협약
이나 국제협약에 근거하는 법률규정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감액을
이유로 한 대금상환으로 배상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결항, 취소, 장시간 지연의 경우 항공기 승객의 보상과 지원급부 및 규칙
(295/91/EWG) 폐지에 관한 2004년 2월 1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261/2004/EG),
2. 철도 승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2007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
(1371/2007/EG),
3. 해상 여행객 운송인의 사고책임에 관한 2009년 4월 2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392/2009/EG),
4. 해선과 내수선 승객의 권리와 2006/2004/EG 명령의 수정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1177/2010/EU), 또는
5. 옴니버스 승객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명령(2006/2004/EG) 수정을 위한 2011년
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181/2011/EU).
여행자가 여행주최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대금감액으로 인해 금액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여행자는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국제협약이나 국제협약에 근거
하는 법률규정, 또는 제1문에서 규정하는 명령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감액을 이유로
한 대금상환으로 배상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651조의q [여행주최자의 조력의무]
① 여행자가 제651조의k 제4항의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곤란한 겪고 있는 경우 여행
주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의해 지체 없이 여행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1. 의료 서비스, 현지 관청, 영사관의 지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2. 원거리통신수단의 조성 지원
3. 다른 여행가능성의 검색 지원. 제651조의k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여행자가 조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여행자의 유책사유로 야기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비용이 상당하고 그에게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51조의r [파산시의 보호, 보증서]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주최자의 지급불능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지급한
여행대금을 반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여행급부가 좌절되거나,
2. 여행자가 제공된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급부제공자의 지급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나, 여행주최자가 보수지급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여행자의 운송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이외에 약정된 귀환운송과
귀환운송할 때까지의 숙소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재단 불성립을 이유로 한 개시신청 기각은 지급불능과 같다.
②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해서만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이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영업할 권한이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또는
2. 이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영업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약속.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거주지, 출발지, 계약 체결지에 관계없이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 또는 금융기관(고객원금보장자)은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을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여행자가 제1항에 따른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원금보장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원금보장자는 이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연간 금액의 총액에 대한 책임을 l억 l천만 유로로 제한할 수 있다.
고객원금보장자가 이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이 제3문에서 정하는 최고액을

넘는 때에는, 각 지급청구권은 총액에 대한 제한최고액의 비율로 감축된다.
④ 여행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여행자에게 고객원금보장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고객원금보장자가 발행하거나 그의 지시로 민법시행법
제252조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보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에서 지정하는 고객원금보장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고객보상보장계약상의 항변사유나 고객원금보장계약이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이후에 종료
되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제2문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주최자에 대한 청구권은
고객원금보장자가 여행자를 만족시키는 때에 한하여 고객권금보장자에게 이전한다.
제651조의s [유럽공동체 내에 설립된 여행주최자 파산시의 보호]
여행주최자가 계약체결시 유럽공동체의 다른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의 다른
체약국에 영업법 제4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15/2302/EU)」제17조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규정, 2006/2004/EG 명령 및 「유럽의
회 및 이사회의 지침(2011/83/EU)」의 수정, 「이사회의 지침( 90/314/EWG)」 폐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여행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파산시 보호를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 충분하다.
제651조의t [선지급]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의 종료 전에 여행자의 여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1. 유효한 고객원금보장계약이 존재하거나, 제651조의s의 경우에 여행주최자가
제651조의s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고,
2.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강조하여 고객원금보장자의 이름 및 연락
정보, 또는 제651조의s의 경우에는 파산시의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상호 및
연락정보, 경우에 따라 해당 국가가 지정한 관할 관청의 명칭과 연락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651조의u [통학 홈스테이]
① 학생이 규율에 좇아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나라(영입국)의 영입가정에 최소한 3개
월간 체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에 대하여는 제651조의a 제1항·제2항·
제5항, 제651조의b, 제651조의d 제1항 내지 제4항, 제651조의e 내지 제651조의t의 규

정이 준용되고, 이하의 항이 적용된다. 단기의 홈스테이(제1문) 또는 규율에 좇아 직
업실습을 하면서 영입국의 영입가정에 체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에 대하
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통학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자는 여행주최자로서 학생의 협조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영입국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숙소, 감독 및 보호가 영입가정 내에서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
2. 학생이 영입국에서 규율에 좇아 학교에 다니기 위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의무.
③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체류를 적절
하게 준비하였고 여행개시 2주 전까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651조의h 제1항 제3문, 제2항이 적용된다.
1. 도착 후 학생을 위하여 지정된 영입가정의 이름과 주소, 및
2. 상담 및 시정 청구도 할 수 있는 영입국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방법.
④ 여행자는 여행의 종료 전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자가 해지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지출을 면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여행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여행주최자는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취할 의무, 특히 계약이 학생
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추가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문 내지 3문은 여행자가 제651조의l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51조의v [여행중개]
① 여행자에게 패키지여행을 중개하는 사업자(여행중개인)는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행중개인은 이로써
제651조의d 제1항 제1문에 따른 여행주최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에 대해 자신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여행중개인이 여행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651조의t 제2호가 준용된다. 여행
중개인이 여행자에게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6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 계약의
사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그밖에 여행주최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중개인이 여행주최자를 위해 패키지여행계약의 중개를 맡아야 하는 경우에는, 여행
중개인은 여행주최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여행중개인에 의한 대금 수령이 여행자에 대하여 강조된 방식으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여행주최자가 계약체결시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 협약의 다른 협약국
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중개인은 제651조의i 내지 제651조의t
규정에 따른 여행주최자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여행중개인이 여행주최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의 하자의 통지와 여행급부의 제공과 관련한 다른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지체
없이 여행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51조의w [연계여행급부의 중개]
① 패키지여행이 아닌,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를 행하는 사업자는 연계
여행급부의 중개인이다.
1. 여행중개인의 영업점의 1회의 방문 또는 영업점과의 1회의 연락시 두 종류
이상의 여행급부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여행자에게 중개하고 여행
자가 이 급부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a)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b) 각각의 급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2. 한 가지의 여행급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중개한 여행자에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한
건 이상 중개하고 최초 여행급부에 관한 계약체결의 확인 이후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사업자가 여행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 주는 경우 이는 제1문 제2호에서
의미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중개가 아니다. 그밖에 제651조의a 제4항 제1문
제1호, 제2문, 제5항 제1호 및 제3호가 제1문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651조의a 제5항
제2호는 여행대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②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은 여행자에게 민법시행법 제251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연계여행급부의 여행자의 대금지급을 여행급부에 대한 보수로서 수령하는 경우
여행급부가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에 의하여 직접 제공되어야 하거나 제1항 제1문의
다른 사업자의 보수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고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의 지급불능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은 여행자가 지급한 여행대금을 반한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여행급부가 좌절되거나,
2. 여행급부와 관련하여 제1항 제1문의 변제받지 못한 다른 사업자의 지급요구에
대하여 이행한 경우.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이 여행자의 운송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는 이외에 약정된 귀환
운송과 귀환운송할 때까지의 숙소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와 파산재단 불성립을 이유로 한 개시신청 기각은 지급불능과
같다. 제651조의r 제2항 내지 제4항, 제651조의s, 제651조의t가 준용된다.
④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계여행
급부의 중개인과 여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제312조 제7항 제2문, 제651조의e,
제651조의h 내지 제651조의q, 제651조의v 제4항이 준용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개에 의해 여행급부에 관한 여행자와의 계약이 한 건 이상 성립하는
경우 각각의 다른 사업자는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에게 계약체결상태에 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제1문에 따른 의무는 없다.
제651조의x [예약오류에 대한 책임]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1. 여행주최자, 여행중개인, 연계여행급부의 중개인 또는 개별급부제공자의 예약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로 발생한 손해. 그러나 각 사업자가 기술적 오류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문의 사업자 중 1인이 예약과정 중에 오류에 의한 손해. 그러나 그 오류에
여행자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오류가 회피불가능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y [편면적 강행규정]
제4관의 규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와 다른 내용으로 여행자에 불리하게
약정할 수 없다. 제4관의 규정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방식으로 규율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네덜란드 민법

제7편 전형계약
제7절의A

여행계약

제500조
① 이 절 및 이 절에 기초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여행주최자’란 영업으로써 공중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된 패키지
여행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b. ‘여행계약’이란 여행주최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숙박 또는 24시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고, 다음의 용역 중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용역을 스스로 제공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운송
2. 숙박
3. 운송 및 숙박과 관련되지 않은 여행 관련 용역이나, 여행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
하는 용역.
c. ‘여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행주최자의 상대방
2. 여행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에 대하여 승낙한 자
3. 제506조에 따라 여행주최자와의 법률관계가 이전된 자
② 네덜란드 외에 설립된 여행자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영업하는 자는 이
절에서의 여행주최자로 간주한다.
제501조
① 여행주최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 기타 문서를 발행하는 경우 여행
주최자는 여행가격 및 기타 유럽연합의 명령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서면 또는 기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여행 개시 72시간 전에 체결된 여행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02조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의 체결시 지체 없이 계약서 및 약관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여행주최자는 여행개시 전에 계약상대방 또는 제506조에 따라 여행주최자와의
법률관계가 이전된 자에 대하여 서면 기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연합
규칙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03조
① 여행자는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여행대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여행자가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여행이 이미 개시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제504조
① 여행주최자는 제505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한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유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동등
또는 상등품질의 여행을 제안하여야 한다. 여행자가 이 제안에 승낙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 여행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 여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시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발생한 금전손해 및 여행의 이익을
상실한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a.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자가 계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은 때
b. 초과예약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때‘불가
항력’이란 사람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서 어떠한 사전의 주의를 하더라도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505조
① 여행주최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여행의 본질적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여행자는
해당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여행주최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여행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여행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여행자는
변경에 의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여행주최자는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연료비·기타 에너지원 비용 또는 환율을
포함한 운송요금의 변경에 관련하여 여행대금을 증액할 것을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을 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증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증액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자는 - 여행이 이미 개시된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 여행대
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여행대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거절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50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06조
① 여행개시 전 적절한 시기에는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3자
에게 여행주최자와의 법률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여행개시 7일 전은 어떠한 경우
에도 적절한 시기로 본다.
② 법률관계의 이전은 이를 목적으로 한 제3자와의 계약 및 양도여행자에 의한
여행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한 통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여행자와 제3자는
여행대금 및 양도에 관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07조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에 좇아 여행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여행
계약을 수행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여행이 여행계약에 좇아 여행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여행계약의 불이행에
대해 여행주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여행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
b.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예측불가능하고 제거불가능하거나, 여행계약에 포함된 용역
제공과 관계없는 제3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
c.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제50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또는 여행
주최자 및 그의 이행보조자가 가능한 주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측
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여행이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 그 사정에 따라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조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원인이 여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여행자를 조력하여야 한다. 이때, 조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 따른 여행계약의 불이행이 여행주최자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책임있는 때에는
조력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
제508조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 국제조약이 여행계약에 포함 된 여행관련 용역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해당 조약에서 개별 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제509조
① 여행주최자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에서 정한 여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08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여행대금의 3배의 금액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0조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금전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손실이 여행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도에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511조
제504조 제3항 및 제510조에서 규정하는 여행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는 여행
대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12조
① 여행주최자는 재산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여행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계약상 채무가 이행될 것, 또는 - 여행이 이미 시작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 여행대금을 반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여행자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여행계약에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에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환운송이 보장되어야한다.
② 여행주최자는 제501조에서 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안내서 및 기타 문서,
또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의 조치를 설명·공개
하여야 한다.
제513조
이 절의 규정과 달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대만 민법

제8절의 1에서 旅遊

제514조의1
①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여행서비스를 영업으로 하고 여행비용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전 항의 여행서비스는 여정의 계획 및 교통, 숙식, 가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제514조의 2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청구에 따라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여행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여행주최자의 명칭 및 주소
2. 여행자 명단
3. 여행지역과 여정
4.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교통, 숙식, 가이드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와 그 품질
5. 여행보험의 종류와 그 금액
6. 기타 관련 사항
7. 발행 연월일
제514조의 3
① 여행은 여행자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되는데 여행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여행자에게 이를 최고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여행 개시 후 여행주최자가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비용을 대신지급하면서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착한 후 여행자는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제514조의 4
① 여행개시 전 여행자는 제3자가 여행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여행
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하는 때에 비용이 증가하면 여행주최자는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감소하면 여행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14조의 5
① 여행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여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여행주최자가 전항에 의하여 여행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감소한 비용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증가한 비용은 여행자에게 수취할 수 없다.
③ 여행주최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여정을 변경한 때 여행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여행자가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비용을 대신지급
하여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착한 후 여행자는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제514조의 6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여행서비스는 그 통상의 가치와 약정한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514조의 7
① 여행서비스가 전조의 가치 또는 품질을 가지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
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주최자가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 때 여행자는 비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서비스가 전조의 가치나 품질을 가지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비용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출발지로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그 발생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

제514조의 8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자가 약정한 여정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그
시간의 낭비를 일(日)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일
배상액은 여행주최자가 수취한 여행비용의 총액의 일일 평균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4조의 9
① 여행이 종료하기 전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주최자가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제514조의 5 제4항을 준용한다.
제514조의 10
① 여행 중 여행자에게 신체사고 또는 재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필요한
협조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514조의 11
여행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계획하고, 그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구입한 물건을 수령한 후 1월 내 여행주최자에게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4조의 12
본 절이 정하는 비용의 증가, 감소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대신지급비용의
상환청구권은 모두 여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종료하여야 할 때로부터 1년 동안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유럽연합 지침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2015년 11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90)
이 지침에 의해 규칙(EG) Nr. 2006/2004,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11/83/EU)과
유럽경제공동체 이사회 지침(90/314/EWG)은 폐지됨

(전문 생략)

제1장
[규율대상, 적용범위, 정의 및 규범조화의 정도]
제1조 [규율대상]
이 지침의 목적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에 관한 계
약에 있어 회원국의 법규 및 행정규칙의 특정 사항을 유사하게 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의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업자가 여행자에 대해 매매 목적의 청약을 했거나 매매한 패키지
여행 및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연계여행급부에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24시간 미만의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 다만 숙박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b) 비정기적으로 비영리성에 기반하여 제한적인 여행자그룹에 청약이 이루어진

290) Richtlinie (EU) 2015/23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15 über
Pauschalreisen und verbundene Reiseleistungen,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und
der Richtlinie 2011/83/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0/314/EWG des Rates, ABl. L 326/1 vom 11.12.2015.

패키지여행 및 중개된 연계여행급부,
c) 사업자와 거래·사업·숙련직업 또는 전문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행위하는 자연
인이나 법인과의 사이에서 업무상 여행의 기획을 위한 일반 약정에 기초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패키지여행 및 연계여행급부.
③ 이 지침은, 일반 계약법의 규정이 이 지침 내에 두어져 있지 않은 한, 계약의
유효성, 성립, 효력에 관한 규정과 같은 각국의 일반 계약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개념정의]
이 지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표현이 적용된다.
1. '여행급부'
a) 사람의 운송,
b) 사람의 운송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며 거주목적이 아닌 숙소의 제공,
c) 자동차 임대 또는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7/46/EG 제3조 제11항에서
정하는 차량 또는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26/EG 제4조 제3항 c)호에
따른 A 등급의 운전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임대,
d) a), b), c)에서 의미하는 여행급부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관광에 관한 급부.
2. ‘패키지여행’은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조합된 것 중 다음을 의미한다.
a) 여러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행객의 요청
이나 선택에 따른 급부가 1인의 사업자에 의해 조합된 경우, 또는
b) 각각의 개별 여행급부 제공자와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한 곳의 영업소에서 구매하고 여행자가 지급에 대하여 동의하기 전에 급부가
선택되는 경우,
ii) 일괄 또는 전체가격으로 청약, 판매되거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iii)‘패키지여행’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 및 판매되는 경우,
iv)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여러 종류의 여행급부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
계약의 체결 후에 급부가 조합된 경우,

v) 여행자의 성명, 결제정보, 이메일 주소가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전송되는 온라인 예약절차를 통해 각 개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그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이 최초 여행급부예약의 확인 이후 늦어도
24시간 내에 체결되는 경우.
제1항 a) 내지 c)에 규정된 여행급부 중 하나 이상이 제1항 d)호에 규정된 관광에
관한 급부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된 여행급부의 조합은 후자의 급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키지여행이 아니다.
a) 후자의 급부가 조합에 따른 전체 가액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 않고, 조합된 것의
본질적 특징으로서 광고되지 않았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b) 후자의 급부가 제1항 a) 내지 c)에 규정된 여행급부의 제공이 시작된 이후에 선택
되고 구매된 경우.
3. ‘패키지여행계약’은 전체로서의 패키지여행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 또는 독립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여행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패키지여행에 포함되는 여행급부에 관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4. ‘패키지여행의 개시’는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제공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5. ‘연계여행급부’는 패키지여행이 아닌 것으로서,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여행급부가 동일한 여행을 목적으로 구매되어, 각각의 개별적인 여행급부 제공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사업자의 영업소에의 1회의 방문이나 영업소에의 1회의 연락에 기하여 여행자가
각각의 여행급부를 분리하여 선택하고 분리하여 결제하는 것을 사업자가 중개한
경우,
b) 목적에 따라, 최초 여행급부 예약의 확인 이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 그 다른 사업자로부터 추가된 하나 이상의 여행급부를 구매
하도록 사업자가 중개하는 경우.
제1항 a) 내지 c)호에 규정된 여행급부 중 하나 이상과 제1항 d)호에 규정된 관광에
관한 급부 중 하나 이상이 구매된 경우, 후자의 급부가 그 결합된 가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 않고, 여행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광고되지 않았고 기타 다른 방식
으로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계여행급부가 아니다.
6. ‘여행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여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

한다.
7.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적용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사업·숙련직업 또는
전문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사법인·공법인 포함)
이다. 이때 사업자의 행위에는 사업자 스스로 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이 그의 이름
으로 하거나 그를 대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자가 여행주최자, 여행중개인,
연계된 계약급부를 중개하는 사업자 또는 개별 여행급부제공자든 상관없다.
8. ‘여행주최자’는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패키지여행을 조합하여 판매하거나 청약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는 여행자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2항 b), v)에 따라 전송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9. ‘여행중개인’은 여행주최자가 조합한 패키지여행을 판매하거나 청약하는 자
로서 여행주최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10. ‘영업점’이란 유럽연합 지침 2006/123/EG 제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영업점을
의미한다.
11. ‘지속적 자료저장장치’는 여행자 또는 사업자가 이후 정보의 목적에 적합한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를 변
경하지 않고 복제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매체를 의미한다.
12.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란 그와 같은 상황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및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
하고 피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3. ‘계약위반’이란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이행을
의미한다.
14.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이다.
15. ‘판매점’이란 이동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장소를 의미한다. 또는 소
매업을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판매시설(전화서비스 포함)이 여행자에게 제공된 유
일한 형태인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판매시설도 의미한다.
16. ‘귀환운송’이란 여행자가 출발지 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통일성의 정도]
이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이 지침의 규정과 다른 국내 법규를
유지하거나 신설할 수 없다. 이는 여행자에게 이와 다른 보호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강화되거나 약화된 규정에 대해서도 같다.

제2장
정보제공의무 및 패키지여행계약의 내용
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① 회원국은,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을 통해 패키지여행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패키지여행계약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계약청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전에
여행자에게 첨부 I의 A 또는 B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표준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패키지여행에 유의미한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여행급부의 본질적 특징:
i) 여행의 목적지·날짜를 포함한 여행일정표 및 체류기간, 숙소가 포함된 경우
숙박일수,
ii) 교통수단, 교통수단의 특징 및 등급, 출발·귀환의 장소·날짜·시각, 중간
정착지 연결편 등의 대기시간 및 장소,
정확한 시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은 여행자에게
출발 및 도착의 대략적 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
iii) 여행 장소, 특징 및 목적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숙소의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숙소의 등급,
iv) 식사일정,
v) 관광지 방문, 당일활동 또는 패키지여행 총액에 포함된 기타 서비스,
vi) 제반 사정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급부가 여행자에게 단체의 일부
로서 제공되는지 여부 및 단체의 대강의 규모(가능한 경우에만),
vii) 여행자의 다른 관광 급부의 이용에 있어 구두의 의사소통이 결정적인 경우
에는 관광급부가 제공되는 언어서비스,
viii) 이동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절한 여행인지의 여부 및 여행자의
요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개별 여행자에게 적합한 여행
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b)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의 회사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c) 세금을 포함한 기획총괄여행의 전체 가격, 계약체결 전까지 이러한 비용이 정확
하게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되는 수수료·요금·
비용,
d) 지급방식, 계약금·잔금의 지급시기·여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방식
포함,
e) 패키지여행이 진행될 수 있는 최저행사인원 및 제12조 제3항 a)에 따른 기한,
최저행사인원의 미충족시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고지,
f) 목적지 국가의 여권·비자의 필요 여부에 관한 정보로 비자취득에 예상되는
기간 및 건강에 관련된 서식 포함,
g) 여행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는 상당한 해제수수료
또는 여행주최자가 요구하는 일괄금액의 해제수수료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고지,
h) 여행자의 선택적 또는 의무적 계약해제보험, 또는 사고, 질병, 사망의 경우
귀환운송까지 포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전보할 수 있는 보험에 관한 정보.
패키지여행계약이 전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여행자는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중개인
으로부터 첨부 I B에 따른 정보 및 위의 a) 내지 h)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② 제3조 제2항 b)의 v)에서 정의하는 패키지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주최자 및 계약
정보를 전송받은 사업자는 제공하는 개별 여행급부에 관련되는 한, 위의 a) 내지 h)에
따른 정보를 여행자가 계약 및 이에 해당하는 청약에 구속되기 전에 각 여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여행주최자는 또한 첨부 I C의 형식에 따른 표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하며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가독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 구속력 및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① 회원국은 제5조 제1항의 a),

c),

d),

e),

g)에 따라 여행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패키지여행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명확
하게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은 계약체결 전의 정보에 발생한 모든 변동사항을

패키지여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가능하며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여행주최자 및 여행중개인이 제5조 제1항 c)에 따른 추가 수수료·요금·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패키지여행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이러한
수수료·요금·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 [패키지여행계약의 내용 및 여행 개시 전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
① 회원국은, 패키지여행계약이 쉽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가독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중개인은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시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확인서를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패키지여행
계약이 당사자와 대면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지침 2011/83/EU 제2조 제8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점의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패키지여행계약의 사본 및 확인서가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여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다.
② 패키지여행계약 또는 계약확인서에는 약정한 전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
에는 제5조 제1항의 a) 내지 h)에 따른 정보와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
a) 여행주최자가 인정한 여행자의 특이 사항,
b) 다음에 관한 고지:
i) 여행주최자는 제13조에 따라 계약에 포함된 모든 여행급부를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할 책임이 있음,
ii) 여행자가 곤란에 처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제16조에 따라 조력할 의무가 있음,
c) 파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명 및 주소를 포함한 그 기관의 연락정보,
회원국이 관할관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청명 및 연락정보,
d) 여행자가 곤란에 처한 경우 조력을 요청하거나,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알게 된
계약위반에 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주최자의 현지 담당자 및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점이나 서비스
센터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e) 여행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패키지여행의 이행 중 알게 된 모든 급부장애에
관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f) 부모의 일방 또는 권한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숙박을 포함한
패키지여행계약에 기초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하거나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책임있는 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g) 운영되고 있는 내부의 고객불만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유럽연합의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3/11/EU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사업자
에 적용되는 ADR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유럽연합 명령 Nr. 5d24/2013에 따른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에 관한 정보,
h) 제9조에 따라 다른 여행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③ 제3조 제2항 b), v)에서 의미하는 패키지여행에 관하여, 계약정보를 전송받은
사업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패키지여행을 성립시키는 계약의 체결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여행주최자에게 그가 여행주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패키지여행의 성립에 관하여 통지받는 즉시 여행자에게 위의 a) 내지
h)에 따른 정보를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⑤ 여행자는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적시에 여행주최자로부터, 필요한 영수증, 바우처,
승차권, 입장권, 출발시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탑승 수속
시간 및 중간 기착, 환승연결, 도착시각도 제공받는다.
제8조 [증명책임]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장
여행 개시 전 패키지여행계약의 변경
제9조 [다른 여행자에 대한 계약 이전]
① 회원국은, 여행자가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여행
주최자에게 통지한 후에 패키지여행계약의 모든 조건을 갖춘 다른 여행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7일까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패키지여행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여행대금 중 잔금의 지급 및 계약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요금, 비용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때 비용이
적절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계약의 이전으로 인해 여행주최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요금,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양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대금의 변경]
① 회원국은, 대금 증액의 가능성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유보되었거나 여행자에게
제4항에 따른 대금감액청구권이 있음을 계약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계약
체결 후 대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대금변경의 산정
방법이 패키지여행계약에 제시되어야 한다. 대금증액은 오로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a)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용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감,
b) 계약의 구성부분인 여행급부의 가액의 변동, 제3자가 징수하는 것으로 패키지
여행의 이행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세금 및 비용으로 여기에는 관광세, 체류세,
공항·항구에서의 출입국 수수료 등의 변동
c) 패키지여행에 관계되는 환율의 변동.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증액이 패키지여행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된다.
③ 대금 증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증가된 금액 및 산정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 20일까지 지속적 자료
저장장치의 형태로써 고지한 경우에만 대금의 증액이 가능하다.
④ 패키지여행계약에서 대금 증액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여행자는 계약 체 결
후 여행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제1항 a) 내지 c)에 따른 비용의 감액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대금이 감액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일반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그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제11조 [다른 계약조건의 변경]
① 회원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 여행주최자가
제10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a) 여행주최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서 유보하고,
b) 변경이 중대하지 않은 것이고,
c) 여행주최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지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고지한 경우.
②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 여행주최자가 부득이하게 제5조 제1항의 a)에 따른
여행급부의 본질적 특성을 현저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의 a)에
따른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8%의 한도를
초과하여 패키지여행의 대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가
명시한 상당한 기간 내에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a) 제안된 변경을 승낙하거나,
b)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다.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가 – 동등 또는 상등 품질인 경우
에 한하여 – 대체의 패키지여행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③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지 속적 자료저장장치의 형태로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a) 제2항에 따른 제안된 변경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패키지여행 대금이 여행주최자
에게 미치는 영향,
b) 여행자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여행주최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c) 여행자가 위의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의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른 결과,
d) 해당되는 경우, 제공된 대체여행과 그 가격.
④ 제2항 제1문에 따른 패키지여행계약의 변경 또는 제2항 제2문에 따른 대체여행의
결과가 하등품질이거나 더 낮은 비용의 패키지여행으로 되는 경우, 여행자는 적절
하게 대금을 감액할 권리가 있다.
⑤ 제2항 제1문 b)에 따라 패키지여행계약이 종결되고, 여행자가 대체여행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 의하거나 여행자를 대신하여 모든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이에는 제14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2조 [패키지여행계약의 종료 및 여행 개시 전의 철회권]
① 회원국은, 패키지여행의 개시 전에는 여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여행자가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해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패키지
여행계약에는 여행 개시 전 계약의 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표준
해제수수료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여행급부를 다른 곳으로 전용함으로써 절감되
거나 취득되는 예상비용도 명시할 수 있다. 표준 해제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여행 급부의 전용에 따라 절감된 비용 및 수익을 공제한
패키지여행의 대금과 일치해야 한다.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해제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목적지 및 인접지역에서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
하여 여행급부 또는 여행자의 운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제의 경우에는 여행자는 패키지여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적 전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패키지여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
a)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인원이 계약상 명시된 행사최저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다음의 기간까지는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i) 6일을 초과하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20일,
ii) 2일 내지 6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7일,
iii) 2일 미만의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 전 48시간.
b)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여행주최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여행 개시 전에 여행자에게 지체 없이 계약의 종결을 통지한 경우.
④ 여행주최자는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제1항에 대하여 여행자
에 의하여 또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패키지여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해
상당한 해제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된 후 14일 내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⑤ 영업점의 외부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회원국은 여행자가 사유 없는 경우
에도 14일의 기간 내에는 패키지여행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에 따른 패키지여행급부의 이행
제13조 [계약에 따른 패키지여행급부의 이행에 대한 책임]
① 회원국은, 여행급부가 여행주최자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또는 개별 여행급부
제공자에 의하여 이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주최자가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여행중개인도 패키지여행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국내법의 규정에
유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중개인에 대하여 제7조, 제3장의 규정,
제4장, 여행주최자에게 적용되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여행자는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가 이행되는 동안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알게 된 계약위반에 관하여 지체 없이 여행주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여행급부가 패키지여행계약에 좇아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자를 시정하여야 한다.
a)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b) 하자의 정도와 해당 여행급부의 가치를 고려하여 상당하지 않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여행주최자가, 이 항의 a) 및 b)에 따라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④ 여행주최자가 제3항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스스로 그 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여행주최자가 계약위반의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위의 기간을
정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여행급부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 약정된 것과
동등 또는 상등 품질의 대안적 약정을 제안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행자의 귀환운송이
처음에 약정한 바와 같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시된 대안적 약정의 결과가 패키지여행계약에서 명시된 것보다 하등품질인 경우
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가 적절한 금액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대안적 약정이 기존의 패키지여행계약의 약정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금의 감액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대안적 약정을 거절할 수 있다.
⑥ 계약위반이 패키지여행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행주최자가 여행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는 해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안적 약정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여행자가 제안된 대안적 약정을 제5항
제3문에 따라 거절한 경우에, 여행자는, 해당되는 경우,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14조에 의하여 대금의 감액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패키지여행이 운송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 2문의 경우에 여행주최자는 동등한
수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리고 여행자에게 추가 비용 발생 없이
귀환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⑦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여행자가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안은, 여행주최자는, 가능하다면 동일한 등급의 시설로,
여행자 1인당 최장 3일의 기간 동안 필요한 숙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행객의
귀환운송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승객권리규정에서 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된다.
⑧ 제7항에 따른 비용의 제한은 거동에 제한이 있는 자 및 그의 동반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임산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여행주최자가 여행 개시
전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요청에 대해 통지받은 자로서 특수 의료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거기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정상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에 구애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주최자
가 그러한 상황을 제7항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① 회원국은, 여행주최자가 계약위반이 여행자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계약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대금을 상당
하게 감액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여행자가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여행주최자
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지체 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가 계약위반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한 경우, 여행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a) 여행자가 원인을 제공한 계약위반,
b) 계약위반이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여행급부의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서
기인하며, 그것이 예측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c) 계약위반이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④ 유럽연합에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이 패키지여행의 일부인 여행급부를 이행하는
제공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여행주최자
에게 적용된다. 유럽연합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국제조약이 서비스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에 따른 여행주최자의 배상책임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의 제한이 신체적 손해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지 않고 패키지여행의 전체 가격의 3배보다 적은 금액이
아닌 한, 패키지여행계약으로 여행주최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에 대한 권리는 다른 유럽연합 규정 및
국제조약에 따른 여행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행자는 이 지침, 유럽연합
규정 및 조약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지침, 유럽연합 규정
및 조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은 양자가 동시에 청구된 경우
에는 이중의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이행 받은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공제된다.
⑥ 동조에 따른 이의제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여행중개인을 통한 연락 가능성]
제13조 제1항 제2문과 관계없이, 회원국은 여행자가 여행중개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
그에게 직접 패키지여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여행중개인은 이러한 연락, 요청 또는 불만
제기를 지체 없이 여행주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한이나 소멸시효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의 연락이나 요청, 불만제기가 여행중개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것은 여행
주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력의무]
회원국은, 여행자가 제13조 제7항에 따른 상황을 포함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는 특히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체 없이 여행자를 적절하게 조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a) 의료서비스, 현지 관청 및 영사관의 지원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b) 여행자가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행자가 대안적 여행
약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위의 곤란함이 여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그러한
조력에 관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행주최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5장 파산시의 보호
제17조 [파산보호의 효력 및 범위]
① 회원국은, 회원국 내에 설립된 여행주최자가 파산함으로써 여행관련 용역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를 대리하여 지급한 금액 전부를
여행주최자가 반환하는 데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승객의 운송이
패키지여행계약에 포함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의 귀환을 위한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패키지여행을 지속하는 데 대한 담보도 제공될 수 있다.
해당 회원국 내에 설립되지 않은 여행주최자가 회원국 내에서 패키지여행을 판매하거나
청약하는 경우,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회원국을 상대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 따른 담보제공은 집행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예상비용을 실질적으로 담보
해야 한다. 패키지여행에 대하여 여행자가 또는 여행자를 대리하여 지급한 금액을,
계약금, 잔금 지급시기 및 패키지여행의 완료시 사이의 기간, 나아가 여행주최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귀환운송에 예상되는 비용까지 참작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의 파산보호를 위한 조치는 여행자의 거주지, 출발지 또는 패키지
여행의 판매지 및 그 파산보호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위치한 회원국과 상관없이
여행자에게 유리해야 한다.
④ 여행주최자의 파산이 패키지여행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공된
담보에 의하여 무상으로 귀환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운송에
우선하여 숙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행되지 않은 여행급부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제18조 [파산보호의 상호간 인정 및 행정상 협력]
① 회원국은, 제17조를 변경하는 국내법상 조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가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의 조치에 따른 모든 파산보증을 승인해야 한다.
② 회원국은 행정상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각기 다른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여행주최자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연락지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연락지점의 세부사항을 모든 다른 회원국 및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중심 연락지점은 각 국내법상 파산보호요건에 관한 모든 정보, 그리고 그 영토에
설립되어 있는 특정한 여행주최자를 위해 파산보호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연락지점은 파산보호
의무를 가진 여행주최자가 나타난 모든 가능한 목록에 접근하는 것을 서로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목록은 온라인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④ 만일 어느 회원국이 특정 여행주최자의 파산보호조치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 는
그 여행주최자가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으로부터 설명을 구해야 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에 대해 그 문제의 긴급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 근무일 내에는
최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장 연계여행급부
제19조 [연계여행급부에서의 파산보호 및 정보제공의무]
① 회원국은 연계여행급부를 주선한 사업자는, 연계계약의 일부인 여행급부가 사업자

들의 파산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여행자로부터 지급 받은 모든 금액의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 사업자가 승객의 운송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담보는 여행자의 귀환운송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제17조 제1항 2단락, 제1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8조가 준용된다.
② 여행자가 연계여행급부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모든 계약 또는 이에 해당하는 청약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 연계여행급부를 주선하는 사업자(사업자가 어느 회원국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a) 여행자가 이 지침상 패키지여행에만 적용되는 어떠한 권리로부터도 이득을 얻을
수 없으며, 각각의 급부제공자는 그의 급부 중 정당한 계약상의 급부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
b) 여행자는 제1항에 따른 파산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항의 준수를 위하여, 연계계약약정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여행자에게 별지 II에
규정된 표준양식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별지에 규정된 어떠한
양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한 형태의 연계계약약정의 경우에는, 그것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연계여행급부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동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9조 및 제12조, 그리고 제4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연계여행급부에
포함된 여행급부에 관하여 적용된다.
④ 연계여행급부가 여행자와 연계계약약정을 중개하지 않는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의
결과로써 성립한 경우, 그 사업자는 그러한 계약의 체결사실을 연계여행급부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장 일반규정
제20조 [여행주최자가 유럽경제지역 외에 설립된 경우 여행중개인의 특수한 의무]
제13조 제1항 제2문과 관계없이, 여행주최자가 유럽경제지역 외에 설립되어 있는
경우, 회원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여행중개인은 그 여행주최자가 제4장과 제5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4장과 제5장에서 여행
주최자에게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제21조 [예약시 오류에 대한 책임]
회원국은, 사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예약시스템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패키지여행의
예약 또는 연계계약약정의 일부인 여행급부의 예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예약과정
동안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행자의 유책사유 없는,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예약오류에 대해
서는 사업자가 책임이 없다.
제22조 [비용상환청구권]
여행주최자 또는 제13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0조에 따른 여행중개인이 이 지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발생시키거나, 기타 그에게 발생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중개인이 그러한 손해
배상, 대금감액, 기타 의무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3조 [지침의 강행규정성]
① 여행급부의 제공자나 중개인으로서, 또는 기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패키지여행의
여행주최자 또는 연계여행급부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패키지여행이나 연계여행급부가 그 본질적인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표시는 이 지침에 따라 여행주최자나 연계여행급부 주선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면책할 수 없다.
② 여행자는 이 지침이 전환된 국내법상 조치에 의해 그들에게 수여된 권리를 포기
할 수 없다.
③ 여행자가 이 지침에 의하여 그에게 수여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포기하거나 제한
하는 모든 계약상의 약정이나 의사표시, 또는 이 지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계약상의 약정이나 의사표시는 여행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제24조 [시행]
회원국은, 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될 것을 보장
해야 한다.

제25조 [벌칙]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신설된 국내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관하여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그 규정들의 시행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벌칙은 효과적이고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및 검토]
위원회는, 다른 판매지에서 성립된 온라인 예약에 적용되는 이 지침의 규정, 패키지
여행이나 연계여행급부 또는 독립적 여행급부로서의 그러한 예약의 조건, 특히 제3조
제2항 b), v)에 규정된 패키지여행의 정의 및 그 정의에 대한 수정이나 확장이 적절
한지 여부에 관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보고서를 2021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의 보고서에는 입법제안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 [EG 규정 2006/2004 및 유럽연합지침 2011/83/EU의 개정]
① 유럽연합 규정 2006/2004의 별지에 대한 수정
② 유럽연합지침 2011/83/EU의 제3조 제3항 g)에 대한 변경.

제8장 종결 규정
제28조 [회원국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①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명령, 행정
규칙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령의 원문을 위원회에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회원국은 2018년 7월 1일까지 그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제정할 때 이 지침과의 관련성이 그 규정 자체에서
나타나거나, 공적 간행물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그러한 관련성의
세부내용도 정해야 한다.
④ 회원국은 이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국내법의 주요 규정의 원문을 위원회에 전달
해야 한다.

제29조 [지침의 폐지]
유럽연합지침 90/314/EEC는 2018년 7월 1일로 폐지된다. 폐지된 지침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지침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별지 III의 비교표에 따라 해석
된다.
제30조 [시행일]
이 지침은 유럽연합관보에 게재 및 공간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된다.
제31조 [적용국가]
이 지침은 회원국에 적용된다.

부록 D. 외국의 여행표준약관
1. 독일 패키지여행약관의 예시291)

1.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 고객의 의무
1.1. 모든 예약방법에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각 여행에 대한 ○○○의 여행설명서와 보충정보가 예약시 고객에게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여행설명서와 보충정보가 ○○○의 청약 및 고객의 예약의
기초가 된다.
b) ○○○의 여행확인서의 내용이 예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의 새로운
청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는 □□일의 기간 동안 이 청약에 구속된다. ○
○○가 새로운 청약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알리고,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
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에게 승낙을 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에 기초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c) ○○○가 계약체결 전에 제공한 여행급부의 본질적 성질, 여행대금, 모든 추가
비용, 지급방법, 최소참가인원 및 취소수수료에 관한 정보(민법시행법 제250조
제3조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정
한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계약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1.2. 구두로, 전화, 서면, 이메일, 문자 또는 팩스로 예약한 경우에는 이하의 사항이
적용된다.
a) 이러한 예약(구두와 전화에 의한 예약은 제외)은 ○○○의 예약서식을 사용하
여야 한다(이메일의 경우 예약서식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이를 첨부문서로
송부). 예약을 함으로써 고객이 ○○○에게 패키지여행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이는 구속력을 가진다. 고객은 □□영업일 동안 예약에 구속된다.
b) ○○○에 의한 여행확인서(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또는 영업장소의 외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
기 때문에 민법시행법 제250조의 제6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서면의 여행확인서
291) 독일 여행업협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회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회원에게는 유상으로 판매
한다. 민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것이다.

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형
식의 여행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c) 경우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관해 고객과 사전 결정을 한 후에 ○○○가 급부,
대금, 여행기간을 정한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청약을 고객에 대하여 하는 경우
에는 전항의 규정과 달리 고객이 이 청약에 대하여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특별
한 변경을 함이 없이 ○○○가 제시한 형식으로 기간 내에 승낙하는 것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에 계약은 고객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로 성립
한다. ○○○는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력은 고객에게 이 통지가 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1.3. 전자거래(예. 인터넷, 앱, 원격매체)에 의한 예약의 경우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이하의 사항이 적용된다.
a) ○○○는 고객의 해당 매체의 사용시 전자적 예약진행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b) 고객은 입력사항을 수정하고, 예약서식 전체를 삭제하거나 전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정가능성을 가지며, 고객에게 그 사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c) 온라인상의 예약을 위하여 제공되는 계약상의 언어가 표시된다. 독일어만이 법적
으로 표준이 된다.
d) ○○○의 계약서가 온라인예약시스템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계
약서 및 계약서의 조회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 고객은 ‘지급의무가 있는 예약하기’버튼을 실행함으로써 ○○○에게 패키지
여행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이 청약은 구속력이 있다. 고객은 전자적 의사표
시를 발송한 날로부터 □□ 영업일 동안 이 계약의 청약에 구속된다.
f) 예약의 도달은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확인된다.
g) ‘지급의무가 있는 예약하기’버튼 실행에 의한 예약의 전달은 예약정보에 따
른 패키지여행계약의 성립에 대한 고객의 청구권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
○는 고객의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h) 계약은 ○○○의 여행확인서가 고객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한다.
i) ‘지급의무가가 있는 예약하기’ 버튼을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예약이 실행된
직후 여행확인서가 화면에 직접 표시됨으로써 여행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시간 예약), 여행확인서가 고객에게 도달하고 화면에 표시됨으로써 패키지여
행이 성립한다. 이때 f)에 따른 고객의 예약의 도달에 관한 중간보고는 필요하
지 않다. 여행확인서를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패키지여행의 구속성은 고객이 이러한 저장 및 인쇄가
능성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는 추가적으로 서면의 예
약확인서를 고객에게 발급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1.4. ○○○는, 제651조의a 및 제651조의c에 따른 패키지여행이 통신판매로(편지, 카
탈로그,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방송, 원격매체 그리고 온라인 서비
스) 체결된 경우에는 법률규정(민법 제312조 제7항, 제312조의g 제2항 제1문 제9
호)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정 해제권 및 해지권, 특히 제651조의h에
따른 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651조의a에 따른
여행급부에 관한 계약이 영업점 외부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근거가 된 구두의 상의가 소비자의 사전의 주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철회권이 없다.
2. 대금의 지급
2.1. ○○○와 여행중개인은 유효한 고객원금보장계약이 존재하고 여행자에게 명확
하고, 이해하기 쉽고, 강조하여 고객원금보장자의 이름 및 연락정보가 포함된 보
증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의 종료 전에 여행자의 여행대금의 지급
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보증서의 교부와 상환으로
여행대금의 □□ %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서가 전달되고 여행이 7.에
서 정하는 사유로 더 이상 거절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잔금은 여행개시 □□
일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개시 전보다 짧은 □□일 내의 예약의 경우에는
여행대금의 전액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2.2. 여행급부가 고객의 거주지 또는 다른 출발지로부터 계약상 급부지까지의 운송
및/또는 귀환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여행대금 전액이 계약금 없이 모든 여행급부
의 수령 이후 여행 종료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는 파산에 대비한 담보제공의무나 보증서의 교부의무는 없다. 이는 여행종료 전
계약금 및/또는 잔금의 지급이 약정되었으나, ○○○가 예약확인서에 계약금 또는
잔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3. 고객이 약정된 지급기일에 맞게 계약금 및/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가 계약상 급부를 적시에 제공할 용의가 있고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법적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였고 고객에게 법정 또는 계약상 유보권이 존재
하지 않으면, ○○○는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 패키지여행을 해제하고 고객에게
5.에 따른 해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3. 여행대금과 관계없는 계약내용의 여행개시 전의 변경
3.1. ○○○는 계약체결 이후에 필요하고 자신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야기하지 않은,
패키지여행계약의 약정된 내용의 여행급부의 본질적 성질의 변경을 그것이 중대
하지 않고 여행의 전체 수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여행개시 전에 할 수 있다.
3.2. ○○○는 고객에게 변경사유를 안 직후에 지체 없이 급부변경에 관하여 저장매
체로(예를 들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시지에 의해서도) 명확
하고, 이해하기 쉽고, 강조하여 알려야 한다.
3.3. 패키지여행의 내용이 된 여행급부의 본질적 성질의 중대한 변경이나 고객의 특
별한 요청의 미준수의 경우에는 고객은 ○○○가 변경의 통지를 하면서 정한 상
당한 기간 내에 변경을 승낙하거나 패키지여행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제할 권리가
있다. 고객이 ○○○가 정한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패키지여행계약의 해제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
3.4. 변경된 급부에 하자가 있는 한 담보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변
경된 여행 또는 동일한 가격과 동등한 성상으로 제공된 대체여행의 실행을 위하
여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고객은 독일 민법 제651조의m 제2항에 따라 차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4. 대금 증액, 대금 감액
4.1. ○○○는 민법 제651조의f, 제651조의g 및 이하의 규정에 따라
a) 유류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비용 증가에 따른 운송비용의 증가,
b) 관광세, 공항·항구에서의 출입국 수수료 등의 세금 및 약정된 여행급부에 대
한 그 밖의 비용의 증가,
c) 해당 패키지여행에 적용되는 환율의 변동이 여행대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패키지여행계약에서 약정한 여행대금을 증액할 수 있다.
4.2. 여행대금의 증액은 ○○○가 여행자에게 서면의 형식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금 증액과 그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고지하는 경
우에만 허용된다.
4.3. 대금 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a) 4.1.a)에 따른 운송에 대한 대금 증액시 ○○○는 여행대금을 다음의 산정에 따
라 증액할 수 있다.
좌석과 관련된 증액시 ○○○는 고객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운송수단별로 요구한 추가적 운송비용을 약정된
운송수단의 좌석수로 나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개별 좌석에 대하여 증액된 금
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b) 4.1.b)에 따른 세금과 기타 비용의 상승의 경우 여행대금은 해당 금액에 비례하
여 각자의 부분만큼 증액될 수 있다.
c) 4.1.c)에 따른 환율의 상승의 경우 이로 인하여 ○○○에게 여행의 금액이 상승
된 범위에서 여행대금이 증액될 수 있다.
4.4. 4.1.a) 내지 c)에서 규정하는 대금, 비용 또는 환율이 계약 체결 이후 여행개시
전에 변경되고 이로 인해 ○○○가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
○○는 여행자의 감액청구가 있는 경우 감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
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은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는 상환해야 할 차액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는 여행자가 청구하는 경우 발생한 관리비용을 증명해야 한다.
4.5. 대금 증액은 여행자에게 있어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4.6. 대금 증액이 8%를 넘는 경우에는 고객은 ○○○가 변경의 통지와 동시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제안된 변경을 승낙하거나 해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객이 ○○○가 정한 기간 내에 그에게 명시적으로 패키지여행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5. 여행개시 전 고객에 의한 해제/ 취소비용
5.1. 고객은 여행개시 전에 언제든지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아래에 기재된 주소로 ○○○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여행이 여행
중개인을 통해 예약된 경우에는 여행중개인에 대해서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고객에게는 해제를 서면의 형식으로 할 것이 권고된다.

5.2. 고객이 여행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는
여행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해제가 ○○○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
이 아니거나, 여행목적지 및 인접지역에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패
키지여행의 실행이나 여행목적지로의 운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란 ○○○에 의해 통제될 수
없고 모든 기대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
5.3. ○○○는 다음의 배상액을 해제의 의사표시와 여행개시 사이의 시간과 지출을
하게 되지 않은 사정, 여행급부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배상액은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각
의 취소수수료에 따라 산정된다.

사업자의 취소수수료 표를 작성하세요!
5.4. ○○○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청구한 배상액보다 낮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에게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이 결정한다.
5.5. 각각의 경우 적용가능한 배상액보다 많은 비용이 ○○○에게 발생했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한 ○○○는 위의 배상액을 대신하여 높은 금액의, 구체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지출을 면한 비용과 여행급부를 달리 사용함
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증명해야
한다.
5.6. 해제의 결과 ○○○가 여행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는 지
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
14일 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5.7. 민법 제651조의 e에 따라 ○○○에 대하여 저장매체에 의한 통지로써 제3자가
여행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자신의 지위에 갈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고
객의 법적 권리는 위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
○에게 여행개시 7일 이전에 도달하면 적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5.8. 여행해제비용보험 및 사고 또는 질병시의 반환비용의 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6. 예약의 변경
6.1. 여행일정, 여행목적지, 여행출발지, 숙소, 숙식의 종류, 운송수단의 종류 또는
기타의 급부와 관련하여 고객의 계약 체결 후 변경(예약의 변경)에 대한 청구권
(예약의 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 민법시행법 제250조 제3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예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경우 예약의 변경은 비용 없
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고객의 요청으로 예약이 변경되는 때에는,
○○○는 아래의 기간을 준수하여 예약 변경의 해당 여행자마다 고객에게 예약
변경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예약 변경에 대한 승낙 전에 개별적으로 달리 약정
되지 않는 한, 예약변경수수료는 위 5.의 규정에 따라 각 여행유형의의 두 번째
취소수수료의 발생시까지 해당 여행자마다 ○○ 유로입니다.
6.2. 기간 경과 이후의 고객의 예약변경요청은 예약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5.에 따른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만 조건이 충족되고 새로운 신청과 동
시에 실행될 수 있다. 이는 경미한 비용만 발생하는 예약변경요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다.
7. 최저참가인원 미달을 이유로 한 해제
7.1. ○○○는 최저참가인원의 미달시 이하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a) 최저참가인원과 ○○○로부터 고객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의 도달기한은 각
계약전 설명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b) ○○○가 최저참가인원과 해제기한을 여행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c) ○○○는 최저참가인원의 미달로 인하여 여행이 실행될 수 없음이 확정되면
고객에 대하여 여행 거절의 의사를 지체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d) 여행개시 [ ]주 전 이후에는 ○○○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
7.2. 이와 같은 사유로 여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여행대금으로 지급
한 것을 지체 없이 반환받는다. 여기에는 5.6.을 준용한다.
8. 행위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해지
8.1. 여행자가 ○○○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
소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계약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패키지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계약위반행위가 ○○○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부터 비롯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2. ○○○가 해지하는 경우 ○○○는 여행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는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의 가치 및 급부제공자가 상환한 금액을 포함하
여 ○○○가 청구되지 않은 급부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9. 고객/여행자의 간접의무
9.1. 여행서류
고객은 필요한 여행서류(예. 기차표, 호텔바우처)를 ○○○가 통지한 기한 내에 수
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 또는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여행중개인에게 이를 알
려야 한다.
9.2. 하자통지/시정청구
a)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b) 책임있는 사유로 하자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 ○○○가 시정을 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여행자는 민법 제651조의m에 따른 감액청구권이나 제651조의n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c) 여행자는 지체없이 현지에서 ○○○의 대리인에게 하자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의 대리인이 현지에 없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여행의
하자는 ○○○가 지정한 연락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 대리인의 연락가
능성이나 현지의 연락소에 관하여는 여행확인서에 설명된다. 그러나 여행자는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여행중개인에게도 여행의 하자를 통지할 수 있다.
d) ○○○의 대리인은 시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위임받은 자이
다. 그러나 그는 청구권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
9.3. 해지 전의 기간설정
고객/여행자가

민법 제651조의i 제2항에서 정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제651조

의l에 따라 해지하려는 경우, 여행자는 ○○○에 대하여 미리 시정급부를 위한 상
당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시정이 ○○○에 의해 거절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

10. 책임의 제한
10.1.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유책하게 야기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의 계약상 책임은 여행대금의 3배로 제한된다. 몬트리올 협약
내지 항공기교통법에 따른 그 밖의 청구권은 이 책임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2. 급부가 여행설명서 및 여행확인서에 명시적으로, 중개한 계약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타인의 급부로서 분명하게 표시되어 여행자가 ○○○의
패키지여행의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분리하여 선택된 경우
에 ○○○는 타인의 급부로서 중개된 것에 지나지 않는 급부(예. 중개된 여행, 스
포츠 경기, 극장 방문, 전시)와 관련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는다. 민법 제651조의b, 제651조의c, 제651조의w 내지 제651조의y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자의 손해가 ○○○의 고지의무, 설명의무, 주관의무의 위반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의 책임이 있다.
11. 청구권의 행사, 수령자
민법 제651조의i 제3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청구권은 고객/여행자가
○○○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패키지여행을 여행중개인을 통해 예약한 경우
에는 여행중개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을 권한다.
12. 대안적 분쟁해결, 준거법과 재판관할
12.1. ○○○는 소비자분쟁해결법과 관련하여 임의적 소비자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
지 않을 것을 고지한다. ○○○가 이 여행약관이 인쇄된 후 소비자분쟁해결의무
를 부담하는 경우, ○○○는 소비자에게 이에 관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통지한다.
○○○는 전자적 거래로 체결된 모든 여행계약에 대하여 유럽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http://ec.europa.eu/consumers/odr/)에 관하여 안내한다.
12.2.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스위스의 국민이 아닌 고객/여행자의 경우 고객/여행자와
○○○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와 계약관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한 고객/여행자는 ○○○를 전적으로 자신의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3. 주소나 거소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나 거소가 소제기시에 불명인 상인, 공법인

이나 사법인 또는 자연인인 고객 또는 패키지여행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
○의 소의 경우, ○○○의 소재지가 재판관할로 약정된다.

2. 대만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중화민국 105년 12월 12일 관광업 제1050922838호 개정

계약체결자
(이 계약은 갑이 최소 1일 이상 검토하고, 갑이 ______년 ____월 ____일 재검토하
였다）
여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
성명：
전화：
주소：
긴급연락인
성명：
여행자와의 관계：
전화：
여행주최자(이하 을이라 한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성명：
전화：
영업 소재지：
갑과 을은 이 여행사항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국내여행의 정의）
이 계약의 국내여행이란, 타이완(臺灣)·펑후(澎湖)·진먼(金門)·마쭈(馬祖) 및 그
밖의 자유지역 등 우리나라 통치 영역 범위 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갑-을의 여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이 계약이 정하지
않은 것은 중화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여행단체명·여정과 광고책임）
① 이 여행의 단체명은 ______________________(으)로 한다.
1. 여행지역(국가·도시 또는 관광지)：________
2. 여정(여행개시지점·도착지점·날짜·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볼거리·쇼
핑 스케줄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이 계약에 관련한 부가 조건·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회
의 설명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로 본다. 을은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여야 하
며, 광고내용보다 갑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은 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회의 설명내
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내용이나 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
명회의 설명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은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다.

제4조(집합·여행개시의 일시 및 장소）
갑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에 시간을 준수하여 __________에서
집합하여 출발한다. 갑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집합하지 아니하
여 개시할 수 없거나 중도에 여행을 추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
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 을은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제5조(여행비용 및 지급방식）
① 여행비용은：_______________이다.
② 양 당사자가 특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은 다음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한다.
1. 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갑은 ___________ (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수표
등의 방식)(으)로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 위안을 지급한다.
2. 잔금은 ___________ (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수표 등의 방식)(으)로 신
(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 위안을 여행개시 3일전 또는 설명회 때 완납한다.
③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이 계약서 제32조에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
사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전항의 특약에 대하여 여행비용의 증감을 요구하지 않는
다.

제6조 (여행자가 여행비용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
갑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비용의 지급이 지체되어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갑이 기한을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을에게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여행자의 협력의무)
① 여행은 갑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성되는데 갑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를 최고할 수 있다. 갑이 기한이 지나도록 행
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행개시 후 을이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비용을 체당
하여 그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도착한 후 을에
게 연이율 ____％의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제8조(여행비용으로 충당할 항목）
① 갑이 제5조에 따라 납부하는 여행비용은 양 당사자가 제32조에 별도로 약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리 등록에 대한 행정처리비：을이 갑을 대리하여 필수적인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처리비
2. 교통비：여행에 필요한 각종 운수에 대한 비용
3. 식사비：여행 중 을이 주선한 식당에 대한 비용
4. 숙박비：여행 중 필수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 갑이 1인실을 사용하여야
해서 을이 배정에 동의하는 경우, 갑은 필요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5. 볼거리 비용：여행 중 모든 볼거리 비용 및 입장료 등의 비용
6. 셔틀비：여행기간 공항·항구·터미널 등과 숙박시설 간의 모든 셔틀비용
7. 수하물 비용：공항·항구·터미널 등과 숙박시설 간의 모든 셔틀비용 및 단
체 수하물 운반요원에게 주는 팁. 수하물 수량과 무게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처리
함
8. 세금：공항이용세 및 단체숙식에 따른 세금 등
9. 서비스비：단체서비스 요원의 보수 및 그 밖에 을이 갑을 위하여 배정하는 서

비스 요원의 보수
10. 보험비：책임보험 및 약정이행 보증보험
② 전항 제2호의 교통비 및 제5호의 볼거리 비용은, 계약 체결 후 정부기관 또는
영업관리자가 그 비용을 증감하여 공포하는 경우 갑이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을이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입장료 할인·어린이 무료숙박 및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첨부문서(견적서)와 같다. 계약 관련 문서에 동
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은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여행비용으로 충당하지 않는 항목）
① 양 당사자가 제32조에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여행비용
에 다음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1다.
1. 이 여행 계약의 경로 및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2. 갑의 개인비용：개별 여행비용, 수하물 중량초과 요금, 음료 및 주류비, 세탁
비, 전화요금,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비, 개인 교통비, 여행 외 구매품에 대한 보
수, 자유활동비, 개인 상해 및 질병 의료비, 개인 서비스제공자(숙박시설 객실서비
스 요원 등)에게 주는 팁, 유실물 회수에 대한 비용 및 보수
3. 여정에 열거하지 않은 항공권 및 그 밖의 관련 비용
4. 운전기사 또는 단체 인솔자에게 주는 팁
5. 보험비：갑이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안전 보험비용
6. 그 밖에 을이 대리하여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② 전항 제2호·제4호의 팁에 대하여 을은 여행개시 전에 각 관광지역마다 팁을
수취하는 현황 및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단체여행 최저 인원수）
① 이 단체여행은 최소 _____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약하여야 결성된다.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여행개시일로부터 _____일(최소 7일이며, 기재하지 않은 경
우에는 7일로 의제함）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지체되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단체인원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인원수가 없는 것으로 본
다. 단체 결성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여행비용을 반환하거나 제2호에 따라 새로운 여행 계약의 여행비용으로 변경하여

야 한다.
1. 갑이 이미 교부한 모든 비용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체당한 행정비용은 공제
할 수 있다.
2. 갑의 동의를 구하여 다른 여행계약을 설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
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다른 여행계약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로 변경할 수 있다. 남는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행의 불성립）
① 을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을은 여행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즉시 갑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갑이 이미 납입한 여행비용을 반환하여
야 한다. 제1문의 경우 을이 통지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여행비용의 전부
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이미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갑이 통지받은 시점이 여행개시일
로부터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갑에게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여행개시일로부터 41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를 배상한
다.
2. 여행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4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3. 여행개시일로부터 21일에서 3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20을 배상한다.
4. 여행개시일로부터 2일에서 2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30
을 배상한다.
5. 여행개시일로부터 1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0을 배상한
다.
6. 여행개시 당일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0을 배상한다.
③ 갑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여행개시 전 여행자의 임의해제 및 그 책임）
① 갑은 여행개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제공한 영수증에 따라
행정비용을 납부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1. 여행개시일로부터 41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를 배

상한다.
2. 여행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4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10을 배상한다.
3. 여행개시일로부터 21일에서 3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20을 배상한다.
4. 여행개시일로부터 2일에서 2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30을 배상한다.
5. 여행개시일로부터 1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0을 배
상한다.
6. 여행개시 당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0을 배상한다.
② 전항에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인 여행비용은 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금
액이다.
③ 을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여행개시 전 법정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불가항력이나 양 당사자의 유책사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체당한 행정비용 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필수비용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사실 확인 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여행의 불가능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통지가 지체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상 여행단체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여행단체에 유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개시 전 객관적 위험으로 인한 계약해제）
여행개시 전 이 여행단체의 목적지인 여행지 중 하나에 여행자의 생명·신체·건
강·재산·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한 당사자는 여행비용의 100분의 _____(을)를 상대방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증빙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을은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여행의 필수 수속상 각 항에 관련된 갑의 증빙
자료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즉시 자
발적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빙자료는 을과 그 소속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하여야 한다. 갑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그 소속 근로자는 이
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여행자 변경）
① 갑이 여행개시일로부터 ____일 전에 사고로 인하여 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자가 여행에 참여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용이 증가하면 을은 해당 사항의 변경 후의 제3자에게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감소된 경우에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을
의 통지를 받은 후 ____일 내에 해당 제3자가 을의 영업소재지에 가서 계약승계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승계하는 제3자는 갑-을과의 승계절차가 처리되면 이 계약에 대한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7조(여행업무의 양도）
① 을이 여행개시 전 이 계약을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변경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갑이 이미 납입한 여행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
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여행개시한 후 이 계약이 이미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양도된 것을 발견하
거나 고지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여행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한 여행주
최자 또는 해당 여행의 이행보조자가 여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는 경우에도 갑은 양도한 여행주최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여정내용의 이행 및 예외）
① 여행 중 숙식·교통·여정·관광장소 및 볼거리 항목 등은 이 계약이 정하는

등급과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갑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요구
에 동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제13조 또는 제2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여행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의 유책사유로 이 계약이 정한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거리 항목 등을 이
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각 해당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전항의 차액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차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위약금은 최소한 전체 여행비용의 100분의 5로 계산하여야 한
다.
④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
① 을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 을은 즉시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 완료하
지 못한 여행을 계속하거나 갑이 귀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② 을이 주선을 게을리 한 경우, 갑은 탑승한 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스스로 여행개시지로 귀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연기간 동안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은 을
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여행비용 전액을 전체 여행일수로 나눈 다음 지연
일수로 곱한 값을 계산하여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정 지연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1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정은 갑이 귀환을 주선한 경우, 갑이 완료하지 못한 여행에 대
한 비용 및 여행개시지에서 첫 여행지점 및 마지막 여행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교
통비용을 실제로 계산하여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여행주최자가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
① 을이 여행 중 고의로 갑을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에는 방치 또는 체류
기간 동안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갑이 완료하지 못한
여정에 대하여 실제로 계산한 비용, 여행개시지에서 첫 여행지 및 마지막 여행지
로 되돌아가는 교통비용 외에도, 여행비용 전액을 전체 여행일수로 나눈 다음 방
치 또는 체류일수로 곱하여 계산한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여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
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여행 중 과실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산의 1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3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에서 1일 미만인 경
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을은 여행 계획에 따라 여행을 하거나 갑이 귀환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선하여야 한다.
⑤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여행 중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 없이 여행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① 여행 중 불가항력이나 을의 유책사유 없이 예정한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
거리 항목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단체의 안전 및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을
은 여정·볼거리 항목 및 숙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여도
갑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으며, 감소된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과 같이 여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래의 여행개시지로 돌아가기 위해 체당한 비용은 연이율 ____％의 이
자를 붙여 이를 을에게 상환한다.

제22조(책임의 귀속 및 처리 협조）
여행 기간에 을의 유책사유 없이 갑이 탑승할 항공기·선박·기차·MRT292)·케
이블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직접 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갑이 처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여행개시 후 여행자에 의한 계약의 임의해지）
①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여행의 대열을 이탈한 경우, 을에게 여행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은 갑의 여행 중단 후 절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 비
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이 대열을 이탈하여 여행개시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숙
소 및 교통을 주선하여야 하고, 갑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이 계약이 정한 여정에 따른 시간에 맞게 참여할 수
292) mass rapid transit(대량 수송 교통기관).

없는 경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제하고, 을에게 반환이나 보상을 요
구할 수 없다.

제24조(여행자의 계약해지 후 귀환에 대한 주선）
①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을이 여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데 지체하여 여행의
계속에 영향을 미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비용을 체당하여 원래의 출
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착한 후 연이율은 ___%를 붙여 상
환한다.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여행 중단 후 절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 비용은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
① 갑에게 여행 중 신체 또는 재산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필요한 협조 및
처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을의 유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발생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26조(여행주최자의 책임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① 을은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 법령 규정에 따름
2. □ 법령 규정보다 높은 금액인 경우:
⑴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사망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⑵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한 의료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⑶ 국내여행 후 처리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⑷ 여행자 1인당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② 을이 전항의 보험가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행 사고발생 또는 보증 이
행 불가능에 대하여 을은 주무기관이 규정하는 보험가입 최저 금액으로 계산한
배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단체여행 개시 전 가입한 관련 여행책임보험의 보험회사명과 연락방식을

갑에게 고지하고, 갑이 보험을 조회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7조(물건 구매 및 하자에 대한 손해 처리 방식）
① 을은 여행 중 갑자기 갑이 물건을 구매하도록 여정을 계획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구입한 물건의 가격
및 품질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구매한 물품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을에게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이 여행업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위탁하여 호객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한 비용을 직접 접수하거나 갑이 이 여행에 참여하도록 비직접적
으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이 계약을 실제로 참여하여 체결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제29조(소비자분쟁 처리）
① 이 계약의 이행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자발적으로 갑과 협의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소비자분쟁을 처리하는 신고(고객 서비스) 전용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_____________________이다.
③ 을은 갑의 소비자분쟁 신고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담요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양 당사자가 협상 후에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갑은 교통
부 관광국·직할시 및 각 현(시)의 소비자보호관·직할시 및 각 현(시)의 소비자분
쟁조정중재위원회·중화민국 여행업 품질보장협회·향(진·시·구) 관공서조정중
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조정중재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개인자료의 보호）
① 을이 이 계약의 요구 이행으로 인하여 증빙자료의 대리수속, 교통수단·숙
식·식사·볼거리 및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주선한 목적 내에서, 갑은 을이 법규

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전송·이용하도록 동의한다.
갑은：
□ 동의 안 함(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을은 이 계약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서명：
□ 동의함
서명：
(둘 중 하나를 선택；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 안 함으로 의제함）
② 전항에서의 갑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을은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갑의 서
면동의 또는 법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여행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특정 목적이 소멸되거나 여행이 종료되
는 때에 을은 스스로 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을 중
지·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집행에 의하거나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갑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을이 제1항의 갑의 개인정보를 절취·수정·훼손·멸실·누설하는 경우 즉시
주무기관에 통보하고 곧바로 발생원인 및 책임의 귀속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을은 서면·문자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야 하고, 이로써 각 해당 사실 및 을이 이미 취한 조치·서비스 전화 창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한 합의）
① 갑과 을 간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중화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_________지방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4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36조의 9가 규정하는 소액소송 관할법원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2조(그 밖의 협의 사항）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의 준수를 동의한다.
1. 갑은 을이 같은 단체의 다른 여행자들에게 성명을 제공하는 데
□ 동의함 □ 동의 안 함
2.
3.

② 전항의 협의사항이 이 계약의 그 밖의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부 관광국의
승인(核准)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갑에게 유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체결자
갑：
주소(거주지）：
신분증 번호(통일번호)：
전화 또는 팩스：
을(회사명）：
등 록 번 호：
책

임

자：

주

소：

전화 또는 팩스：
을이 위탁한 여행주최자：(이 계약이 패키지이거나 갑 단체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여행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은 생략한다.）
회 사 명：
등 록 번 호：
책

임 자：

주

소：

전화 또는 팩스：

계약일자：

년

월

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선납한 날을 계약일자로 한다）
계약장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의 주소(거주지)를 계약장소로 한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중화민국 105년 12월 12월 관광업 제1050922838호 개정

계약체결자
(이 계약은 갑이 최소 1일 이상 검토하고, 갑이______년____월____일 재검토하였다）
여행자(이하 “갑”이라 한다）
성명：
전화：
주소：
긴급연락인
성명：
여행자와의 관계：
전화：
여행주최자(이하 “을”이라 한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책임자 성명：
전화：
영업 소재지：
갑과 을은 이 여행사항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국외여행의 정의）
① 이 계약의 국외여행이란 중화민국 통치 영역 범위 외에 그 밖의 국가 또는 지
역에서의 여행을 말한다.
② 중국 대륙에서 여행하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의 약정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절차）
갑-을의 여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 계약 조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 계약이 정
하지 않은 것은 중화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여행단체명·여정과 광고책임）
① 이 여행의 단체명은 ______________________(으)로 한다.
1. 여행지역 (국가·도시 또는 관광지점）：________
2. 여정(여행개시지점·도착지점·날짜·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볼거리·쇼
핑 스케줄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 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이 계약에 관련한 부가 조건·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회의
설명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로 본다. 을은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여야 하며,
광고내용보다 갑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은 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명회의 설명내
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내용이나 광고·홍보 자료·경로 및 일정표 또는 설
명회의 설명내용과 어긋나는 내용은 여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다.

제4조(집합·여행개시의 일시 및 장소）
갑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에 시간을 준수하여 __________에서
집합하여 출발한다. 갑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집합하지 아니하
여 개시할 수 없거나 중도에 여행을 추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
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 을은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여행비용 및 지급방식）
① 여행비용은：_______________이다.
② 양 당사자가 특약을 맺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은 다음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한다.
1. 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갑은 ___________ (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수표
등의 방식)(으)로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 위안을 지급한다.
2. 잔금은 ___________ (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수표 등의 방식)(으)로 신
(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 위안을 여행개시 3일전 또는 설명회 때 완납한다.
③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이 계약서 제37조에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
사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전항의 특약에 대하여 여행비용의 증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여행자가 여행비용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력)
갑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비용의 지급이 지체되어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갑이 기한을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13조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을에게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여행자의 협력의무)
① 여행은 갑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성되는데 갑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를 최고할 수 있다. 갑이 기한이 지나도록 행
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행개시 후 을이 전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비용을 체당
하여 그 원래의 출발지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도착한 후 을에
게 연이율 ____％의 이자를 붙여 이를 상환한다.

제8조(여행비용으로 충당할 항목）
① 갑이 제5조에 따라 납부하는 여행비용은 양 당사자가 제37조에 별도로 약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리 등록에 대한 행정처리비：을이 갑을 대리하여 필수적인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처리비
2. 교통비：여행에 필요한 각종 운수에 대한 비용
3. 식사비：여행 중 을이 주선한 식당에 대한 비용
4. 숙박비：여행 중 필수적인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 갑이 1인실을 사용하여야
해서 을이 배정에 동의하는 경우, 갑은 필요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5. 볼거리 비용：여행 중 모든 볼거리 비용 및 입장료 등의 비용
6. 셔틀비：여행기간 공항·항구·터미널 등과 숙박시설 간의 모든 셔틀비용
7. 수하물 비용：공항·항구·터미널 등과 숙박시설 간의 모든 셔틀비용 및 단
체 수하물 운반요원에게 주는 팁. 수하물 수량과 무게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처리
함
8. 세금：공항이용세 및 단체숙식에 따른 세금 등
9. 서비스비：단체서비스 요원의 보수 및 그 밖에 을이 갑을 위하여 배정하는 서
비스 요원의 보수
10. 보험비：책임보험 및 약정이행 보증보험
② 전항 제2호의 교통비 및 제5호의 볼거리 비용은, 계약 체결 후 정부기관 또는

영업관리자가 그 비용을 증감하여 공포하는 경우 갑이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을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입장료 할인·어린이 무료숙박 및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첨부문서(견적서)와 같다. 계약 관련 문서에 동
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갑은 차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여행비용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항목）
① 양 당사자가 제37조에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여행비용
에 다음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이 여행 계약의 경로 및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2. 갑의 개인비용：개별 여행비용, 수하물 중량초과 요금, 음료 및 주류비, 세탁
비, 전화 요금,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비, 개인 교통비, 여행 외 구매품에 대한 보
수, 자유활동비, 개인 상해 및 질병 의료비, 개인 서비스 제공자(숙박시설 객실 서
비스 요원 등)에게 주는 팁, 유실물 회수에 대한 비용 및 보수
3. 여정에 열거하지 않은 비자, 항공권 및 그 밖의 관련 비용
4. 단체 인솔자·현지 가이드·운전기사에게 주는 팁
5. 보험비：갑이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여행안전 보험비용
6. 그 밖에 을이 대리하여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② 전항 제2호·제4호의 팁에 대하여 을은 여행개시 전에 각 관광지역마다 팁을
수취하는 현황 및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단체여행 최저 인원수）
① 이 단체여행은 최소 _____명 이상이 참여하고 계약하여야 결성된다.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여행개시일로부터 _____일(최소 7일이며, 기재하지 않은 경
우에는 7일로 의제함）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지체되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단체인원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인원수가 없는 것으로 본
다. 단체 결성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여행비용을 반환하거나 제2호에 따라 새로운 여행 계약의 여행비용으로 변경하여
야 한다.
1. 갑이 이미 교부한 모든 비용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체당한 행정비용은 공제
할 수 있다.

2. 갑의 동의를 구하여 다른 여행계약을 설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
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다른 여행계약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로 변경할 수 있다. 남는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비자대행·항공권 구매 상담）
① 단체여행이 가능하다고 확정되면 을은 즉시 갑을 위하여 여권과 여정에 따라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여 처리하고 항공기 좌석 및 숙소를 적절하게 예약하여야
한다. 을은 예정된 여행개시일로부터 7일 전에 또는 출국 설명회를 하는 때 갑의
여권·비자·항공기 좌석·숙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
고, 서면으로 된 일정표로 확인해주어야 한다. 을이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게을리 한 경우, 갑은 여행 참여를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갑이 납입한 모든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예정된 여행개시일 전에 이 계약이 열거하는 여행지의 지역 도시·국가
또는 관광지의 풍속 및 인심·지리적 위치 또는 그 밖의 관련 여행 시 주의사항
을 최선을 다하여 갑에게 제공하여 여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행의 불성립）
① 을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을은 여행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즉시 갑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갑이 이미 납입한 여행비용을 환급하여
야 한다. 제1문의 경우 을이 통지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여행비용의 전부
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이미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갑이 통지받은 시점이 여행개시일
로부터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갑에게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여행개시일로부터 41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를 배상한다.
2. 여행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4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3. 여행개시일로부터 21일에서 3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20을 배상한다.
4. 여행개시일로부터 2일에서 20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30
을 배상한다.
5. 여행개시일로부터 1일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0을 배상한다.
6. 여행개시 당일 통지를 받은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0을 배상한다.

③ 갑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전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여행개시 전 여행자의 임의해제 및 그 책임）
① 갑은 여행을 개시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을이 제공하는 영수증에 따
라 행정비용을 납부하고, 을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행개시일로부터 41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를 배
상한다.
2. 여행개시일로부터 31일에서 4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10을 배상한다.
3. 여행개시일로부터 21일에서 3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20을 배상한다.
4. 여행개시일로부터 2일에서 20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
의 30을 배상한다.
5. 여행개시일로부터 1일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50을 배
상한다.
6. 여행개시 당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비용의 100분의 100을 배상한다.
② 전항에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인 여행비용은 행정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금
액이다.
③ 을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여행개시 전 법정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불가항력이나 양 당사자의 유책사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체당한 행정비용 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필수비용 전부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사실 확인 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여행의 불가능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통지가 지체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상 여행단체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여행단체에 유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개시 전 객관적 위험으로 인한 계약해제）
여행개시 전 이 여행 단체의 목적지인 여행지 중 하나에 여행자의 생명·신체·
건강·재산·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한 당사자는 여행비용의 100분의 _____(을)를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한다(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가이드）
① 을은 전문 가이드 자격증을 가진 가이드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갑 1명마다 1일당 신(新) 타이완 달러 1천5백 위안을
전체 여행일수에 곱한 다음 실제 단체를 구성하는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갑이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이드는 갑의 여행 출국을 인솔하고, 갑을 위하여 출입국 수속·교통·숙
식· 볼거리 및 그 밖에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전체 여정상 단체 서비스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증빙자료의 보관 및 반환）
① 을은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여행의 필수 수속상 각 항에 관련된 갑의 증빙
자료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즉시 자
발적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빙자료는 을과 그 소속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하여야 한다. 갑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그 소속 근로자는 이
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여행자 변경）
① 갑이 여행개시일로부터 ___일 전에 사고로 인하여 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자가 여행에 참여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을은 해당 사항의 변경 후의 제
3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 감소된 경우에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후 ___일 내에 해당 제3자가 을의 영업소재지에 가서

계약 승계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을 승계하는 제3자는 갑-을과의 승계절차가 처리되면 이 계약에 대한
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여행업무의 양도）
① 을이 여행개시 전 이 계약을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변경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갑이 이미 납입한 여행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
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여행개시한 후 이 계약이 이미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양도된 것을 발견하
거나 고지 받은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여행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한 여행주
최자 또는 해당 여행의 이행보조자가 여행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는 경우에도, 갑은 양도한 여행주최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국외 여행주최자의 책임 귀속）
을이 국외여행의 여행 주선을 위탁하였으나 국외 여행주최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
거나 그 밖의 위법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자신과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만 갑 자신이 수탁자를 지명
하였거나 여행지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수탁자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배상의 대위）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후, 갑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문서 및 증거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여행내용의 변경）
① 여행 중의 숙식·교통·관광장소 및 볼거리 항목 등은 이 계약이 정하는 등급
과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갑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이 갑의
요구에 동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하
여야 한다. 이 계약의 제14조 또는 제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어떠한 사
유로도 여행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을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거리 항목 등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각 해당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전항의 차액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차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위약금은 최소한 전체 여행비용의 100분의5로 계산해야 한다.
③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여행자가 억류된 경우）
① 여행단체가 여행을 개시한 후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비자·항
공권 또는 그 밖의 문제로 여행의 일부를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제24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 갑이 다음 여행지에 가서 해
당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여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단체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원래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여행으로
대신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음 여행지가 없는 경우, 갑이 귀국하도록 주선하
여야 한다. 일정을 주선하는 기간 동안 갑에게 발생하는 숙식·교통·그 밖의 필
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을이 교통을 주선하는 데 게을리 한 경우, 갑은 원래 계약조건에 상
응하는 등급의 교통수단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거나 귀국할 수 있다. 이에 대하
여 지출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상황에서 을이 교통 또는 대체 여행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여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갑에게 반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징벌적 위약
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의 유책사유로 테러리스트에게 억류되거나 현지 정부에게 체포·구
속·유치된 경우, 을은 갑에게 1일당 신(新) 타이완 달러 2만 위안을 체포·구
속·유치일수로 곱하여 계산한 값을 징벌적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책임을 지고 갑이 귀국하도록 주선하는 데 필
요한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체류시간이 5시간 이상 1일 미만인 경
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제24조(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로 여행이 지연된 경우）
① 을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이 지연된 경우,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
의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갑의 시간을 낭비한 경우, 일수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일당 배상금액은 전체 여행비용을 총 여행일수로 나누
어서 계산한다. 다만 여행이 지연되어 낭비한 시간은 총 여행일수를 초과하지 않

도록 제한한다.
② 전항에서 1일당 여행 지연에 대한 시간 낭비가 5시간 이상이고 1일 미만인 경
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③ 갑이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한다.

제25조(여행주최자가 여행자를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
① 을이 여행 중 고의로 갑을 방치하거나 체류하게 한 경우에는 방치 또는 체류
기간 동안 갑의 숙식에 대한 지출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 갑이 완료하지 못한
여정에 대하여 실제로 계산한 비용, 여행개시지에서 첫 여행지 및 마지막 여행지
로 되돌아가는 교통비용 외에도, 여행비용 전액을 전체 여행일수로 나눈 다음 방
치 또는 체류일수로 곱하여 계산한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여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
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이 여행 중 과실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게 한 경우
을은 전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최소한 전항에 따른 계산의 1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3항과 같이 갑을 방치 또는 체류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에서 1일 미만인 경
우에는 1일로 계산한다. 을은 여행 계획에 따라 여행을 하거나 갑이 귀환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선하여야 한다.
⑤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여행 중 불가항력 또는 여행주최자의 유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여
행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① 여행 중 불가항력이나 을의 유책사유 없이 예정한 여정·교통·숙식 또는 볼
거리 항목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단체의 안전 및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을
은 여정·볼거리 항목 및 숙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여도
갑으로부터 수취할 수 없으며, 감소된 비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과 같이 여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래의 여행개시지로 돌아가기 위해 체당한 비용은 연이율 ____％의 이
자를 붙여 을에게 상환한다.

제27조(책임의 귀속 및 처리 협조）
여행 기간에 을의 유책사유 없이 갑이 탑승할 항공기·선박·기차·MRT·케이블
카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직접 갑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 갑이 처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여행자의 계약해지 후 귀환여정에 대한 주선）
① 갑이 여행개시 후 을이 여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데 지체하여 여행의 계속
에 영향을 미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비용을 체당하여 원래의 출발지
로 귀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착한 후 연이율은 ___%를 붙여 상환한
다.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여행 중단 후 절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 비용은 갑
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여행개시 후 여행자에 의한 계약의 임의해지）
①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여행의 대열을 이탈한 경우, 을에게 여행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은 갑의 여행 중단 후, 절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된 비
용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이 대열을 이탈하여 여행개시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숙
소 및 교통을 주선하여야 하고, 갑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여행을 개시한 후 이 계약이 정한 여정에 따른 시간에 맞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제하고, 을에게 반환이나 보상을 요
구할 수 없다.

제30조(여행주최자의 협조의무）
① 갑에게 여행 중 신체 또는 재산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필요한 협조 및
처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을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발생으로 인한 비용
은 갑이 부담한다.

제31조(여행주최자의 책임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을은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 법령 규정에 따름
2. □ 법령 규정보다 높은 금액인 경우:
⑴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사망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⑵ 여행자 1인당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한 의료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⑶ 국내 여행 후 처리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⑷ 여행자 1인당 증빙자료 분실로 인한 손해 배상 비용은 신(新) 타이완 달러
___________위안
② 을이 전항의 보험가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행 사고발생 또는 보증 이
행 불가능에 대하여 을은 주무기관이 규정하는 보험가입 최저 금액으로 계산한
배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단체여행 개시 전 가입한 관련 여행책임보험의 보험회사명과 연락방식을
갑에게 고지하고, 갑이 보험을 조회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2조(물건 구매 및 하자에 대한 손해 처리 방식）
① 여행자의 편리한 구매를 위하여 을이 갑의 기념품 구매를 주선한 경우, 이 계
약 제3조에 열거한 여정에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을은 여행 중
갑자기 물건을 구매하도록 주선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구매 물품의 가격 및
품질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구매한 물품을 수령한 후 1
개월 이내에 을이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갑에게 물품을 대리 운반하여 귀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이 여행업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른 여행주최자에게 위탁하여 호객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
우 을은 갑이 지급한 비용을 직접 접수하거나 갑이 이 여행에 참여하도록 비직접
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이 계약을 실제로 참여하여 체결하지 않았다는 항변
을 할 수 없다.

제34조(소비자분쟁 처리）
① 이 계약의 이행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자발적으로 갑과 협의
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이 소비자분쟁을 처리하는 신고(고객 서비스) 전용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_____________________이다.
③ 을은 갑의 소비자분쟁 신고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담요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양 당사자가 협상 후에도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갑은 교통
부 관광국·직할시 및 각 현(시)의 소비자보호관·직할시 및 각 현(시)의 소비자분
쟁조정중재위원회·중화민국 여행업 품질보장협회·향(진·시·구) 관공서조정중
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조정중재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제35조(개인자료의 보호）
① 을이 이 계약의 요구 이행으로 인하여 증빙자료의 대리수속, 교통수단·숙
식·식사·볼거리 및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주선한 목적 내에서, 갑은 을이 법규
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전송·이용하도록 동의한다.
갑은：
□ 동의 안 함(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을은 이 계약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서명：
□ 동의함
서명：
(둘 중 하나를 선택；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 안 함으로 의제함）
② 전항에서의 갑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을은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갑의 서
면동의 또는 법규정에 의하지 않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여행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특정 목적이 소멸되거나 여행이 종료되
는 때에 을은 스스로 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을 중
지·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집행에 의하거나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갑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을이 제1항의 갑의 개인정보를 절취·수정·훼손·멸실·누설하는 경우, 즉시
주무기관에 통보하고 곧바로 발생원인 및 책임의 귀속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을은 서면·문자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야 하고, 이로써 각 해당 사실 및 을이 이미 취한 조치·서비스 전화 창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제36조(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한 합의）
① 갑과 을 간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중화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_________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47조 또는 민사소송
법 제436조의9가 규정하는 소액소송 관할법원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7조(그 밖의 협의 사항）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의 준수를 동의한다.
1. 갑은 을이 같은 단체의 다른 여행자들에게 성명을 제공하는 데
□ 동의함 □ 동의 안 함
2.
3.
② 전항의 협의사항이 이 계약의 그 밖의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부 관광국의
승인(核准)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갑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계약체결자
갑：
주소(거주지）：
신분증 번호(통일번호)：
전화 또는 팩스：
을(회사명）：
등 록 번 호：
책 임 자：
주

소：

전화 또는 팩스：
을이 위탁한 여행주최자：(이 계약이 패키지이거나 갑 단체가 자체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여행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은 생략한다.）

회 사 명：
등록번호：
책

임 자：

주

소：

전화 또는 팩스：

계약일자：

년

월

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선납한 날을 계약일자로 한다)
계약장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주소(거주지)를 계약장소로 한다)

3. 일본
표준여행업약관293)
【원문은 종서(縱書)】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부분(部)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①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
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라 합니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
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
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
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 모집을 위
해 사전에 여행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숙박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은 본국 내에서의 여행만을, “해외여행”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③ 이 부(部)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
사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
니다) 카드회원 사이에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형 기획여
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
행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한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
하여, 여행자가 사전에 승낙하고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
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

293) 최종개정: 2014년 4월 21일 소비자청 관광청 고시 제1호(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④ 이 부(部)에서 “전자승낙통지”는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팩시밀리장치, 텔렉스 또는 전화기(이하
“전자계산기 등”이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등을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
라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여행계약의 내용)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한 여
행일정에 따라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 관련 서
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정을 관리
하는 것을 인수합니다.

제4조(수속대행자)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서 수속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본국 내 또는 본국 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속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밖의 보조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5조(계약의 신청) ①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당사가 별도
로 정한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려는 여행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려고 한 모집
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
호 등”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대금,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료의 일부로 처리합니다.
④ 모집형 기획여행에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의 신청
시에 요청해 주십시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⑤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6조(전화 등에 의한 예약) ① 회사는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하여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예약접수 받습니다. 이 경우, 예약시점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금의 제출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순위는 해당 예약의 접수순위에 따릅
니다.
③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7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응모여행자 수가 모집예정수에 도달한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 여행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무효로 되는 등 여
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도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계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관계자, 폭력단관계기업 또는 총
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될 경우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한 협
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이용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여행자가 풍설(소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계약의 성립시기) 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금을 받았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
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서 전자승낙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계약서면의 교부) ① 당사는 전조가 정하는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
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준비한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
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것에 따릅니다.

제10조(확정서면) ①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기관 또는
숙박시설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 이용예정의 숙박시
설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다음,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한 후 여행개시일의 전일(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역산(逆算)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 해
당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 확정된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
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준비된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때는 확
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③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가 준비한 여정
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한 것에
특정됩니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① 당사는 사전에 여행자의 승낙을 받아 모
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
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
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
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
을 확인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당사가 사용한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독점적으
로 해당 여행자용으로 제공한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12조(여행대금) ①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까지 당사
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사는 제휴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
은 여행계약의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처음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서비
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여행자에게 사전에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관
여될 수 없는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
의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 합니다)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부득이할 때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제14조(여행대금의 변경) ①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할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받는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라 합니다)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모집형 기획여행의 모집시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지된 적용운임·요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크
게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전항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개시일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에서 정한 적용운임·요금을 감액할 때는 같은 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감소한 금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④ 당사는 전조에 근거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행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
당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해 그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 위
약료 기타 이미 지급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좌석, 객
실 기타의 여러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계
약내용의 변경시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는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다르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된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여행자의 교체) ①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전항에 정한 당사의 승낙을 요청하려고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③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회사의 승낙이 있은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계약상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제16조(여행자의 해제권) ①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 정한 취소수수료를 당사
에 지급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따른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②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수수료
를 지급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만,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란(上欄)에 있
는 일 기타 중요한 일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여행대금이 증액된 경우.
3.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
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
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큰 경우.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
우.
5. 당사의 유책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
하게 된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해당 여행자의 유책사유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

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에서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의 해당 수령 불가능한 부분에 따른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전항에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부터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 위약료 기타
이미 지급한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
게 환급합니다.

제17조(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개시 전의 해제)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여행자에
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사전에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
우.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출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6. 스키를 하기 위한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 실시조건이면서 계약 체
결시 명시한 조건이 성취하지 않을 우려가 극히 큰 경우.
7.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
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큰 경우.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여행자가 가진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
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
라 결제할 수 없게 된 경우.
9.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
명된 경우.
②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 날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

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정하는 취소수수료
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여행
개시일의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3일째(당일여행은 3일째)되
는 날 이전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3일째(별표 제1에 규정한 성수기에 여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3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취지를 여
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8조(당사의 해제권 – 여행개시 후의 해제)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여행개시
후에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
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사 직원(가이드) 그
밖의 자가 한 당사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이러한 자 또는 동행한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여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
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한 경우.
3.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4.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
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여행의 계
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당사가 전항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때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수수료, 위약료 기타 이
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
게 환급합니다.

제19조(여행대금의 환급) ①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
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 된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할 금액이 생긴 때는 여행개시 전 해제에 따른 환급인 경우
에는 해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 해제에 따

른 환급인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3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는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때는 제휴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개시전의 해제에 의하
여 환급한 경우에는 해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
시 후의 해제에 의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고 여행자에
게 해당 통지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0조(계약해제 후의 귀환절차) ①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여행개시 후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속을 인수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귀환을 위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
로 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계약
제21조(단체·그룹계약) 당사는 같은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
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2조(계약책임자) ① 당사는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
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
행업무와 관련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합니다.
②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구성원의 명단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③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는 것이
예상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개시 후 사전에 계
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의제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제23조(여정관리)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
와 다른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하였지만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대체서비스
를 수속할 것.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여행일정이 본래 여행
일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
우에는 변경 후 여행서비스가 처음의 여행서비스와 동일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노력할 것.

제24조(당사의 지시)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동안에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가이드 등의 업무) ① 당사는 여행내용에 따라 가이드 그 밖의 자를 동행시
켜서 제23조 각 호의 업무 그 밖에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가이드 그 밖의 자가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
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제26조(보호조치) 당사는 여행 중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에 따른 보호를 요하는 상
태에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상황
이 당사의 유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
가 부담하고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제27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에 따라 수속을 대행시킨 자(이하 “수속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②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戰亂), 폭동,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속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수하물에 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배상
합니다.

제28조(특별보상) ① 당사는 전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책임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화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의제합니다.
③ 전항에 규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보상금
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
하여 당사가 실시한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
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29조(여정보증) ① 당사는 별표 제2의 상란(上欄)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
경(다음 각 호의 변경(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이 해당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
구하고,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을 제

외합니다)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대금에 같은 표 하란(下欄)에 기재
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책임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다음 사유에 의한 변경
가. 천재지변
나. 전란(戰亂)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운송기관·숙박시설 등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바. 처음 운행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②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하여 모집형 기획여행에서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가 제1항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
조 제1항에 의한 책임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
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
야 할 손해배상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
합니다.

제30조(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시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
자의 권리의무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
다.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하
여,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인식한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
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속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서비스 제공자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8장 영업보증금 (여행업협회 보증사원이 아닌 경우)
제31조(영업보증금) ①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여행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
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당사가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2. 위치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 보증사원인 경우)

제31조(변제업무보증금) ① 당사는 사단법인 ○○여행업협회(도쿄도 ○○구 ○○정
○○정목 ○○번 ○○호)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한 채
권에 관하여 전항의 사단법인 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에서
○○○엔에 도달할 때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여행업법 제22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
보증금은 공탁하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수수료(제16조 제1항 관계)
1.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수수료
구

분

취소수수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째(당일여행은 1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경우(나호부터 마호까지를 제외한다)
나. 여행개시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경우(다호부터 마호까지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20% 이내

여행대금의 30% 이내

다. 여행개시일 전일 해제한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라. 여행개시일 당일 해제한 경우(마호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50% 이내

마. 여행개시 후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

(2) 전세선박을 이용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수료의 규정에 따릅
니다.

비고 (1) 취소수수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이 표의 적용에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수수료

구

분

취소수수료

(1) 본국 출국시 또는 귀국시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의 여행계
약을 제외한다)
가. 여행개시일이 성수기의 여행이고,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
산하여 4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경우(나호부터 라호까지를 제
외한다)

여행대금의 10% 이
내

나.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여행대금의 20% 이

경우(다호 및 라호를 제외한다)

내

다. 여행개시일 전전일 이후 해제한 경우(라호를 제외한다)

라. 여행개시 후 해제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여행대금의 50% 이
내
여행대금의 100% 이
내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여행대금의 20% 이

경우(나호부터 라호까지를 제외한다)

내

나.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여행대금의 50% 이

경우(다호 및 라호를 제외한다)

내

다.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여행대금의 80% 이

경우(라호를 제외한다)

내

라. 여행개시일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 해제한

여행대금의 100% 이

경우 또는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내
해당

3. 본국 출국시 및 귀국시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선박에

취소수수료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
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수수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한다.
(2) 이 표의 적용에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
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29조 제1항 관계)

한 건당 비율(%)
변경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하게 되는 변경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할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한다)

여행개시

여행개시

전

후

1.5

3.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2.5

5.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금
액의 것으로 변경(변경 후의 등급 또는 설비요금의 합계액이 계
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합계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5. 계약서면에 기재한 본국 내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
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 변경
6. 계약서면에 기재한 본국 내와 본국 외 사이의 직항 항공편
또는 경유편 변경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시설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기타
객실조건의 변경
9. 전 각 호의 변경 내에서 계약서면의 관광(Tour)․명칭(Title) 중
기재가 있는 사항의 변경

주 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여행개시일 전일까지 여행자에게 통
지한 경우를 말하고,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 2) 확정서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대체한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
이 또는 확인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3) 제3호 또는 제4호의 변경에 따른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1
박에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4) 제4호의 운송기관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것으로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5) 제4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변경이 하나의 승차한 선박 등 또는 1박 중에서 여러
번 생겼을 경우에도 하나의 승차한 선박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6) 제9호의 변경내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
니다.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제1조(당사의 지급책임) ①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의
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본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후유 장해보상금,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
(이하 “보상금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기는 중독증상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계약의 부(部) 제2조 제 1 항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部)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을 가
지고 당사가 사전에 준비한 승차권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해당 기획여행의 일정에
정해진 최초의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때부터
마지막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완료한 때까지의 기간
을 말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일정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이
탈과 복귀 예정시간을 사전에 당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탈 시부터 복귀예정 시
까지는 “기획여행 참가 중”이고, 또한 여행자가 이탈과 복귀예정 시간을 사전
에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 또는 복귀예정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시부터 복귀 시까지의 기간 또는 그 이탈한 후부터는 “기획여행 참가 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획여행 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준비에 관한
운송기관·숙박 시설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전혀 받지 않는 날짜(여행지의 표준시
에 따릅니다)가 정해져있는 경우에 그 취지 및 해당 날짜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하는 때에는 해당 날짜는 “기획여행 참가 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개시한 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당사의 직원(添乗員),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그 접수완료시
2. 제1호의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이
가.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 수하물 검사
등의 완료시
나. 선박인 경우에는 승선수속의 완료시
다.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 없는 경우 해당 열차 승차시
라. 차량인 경우에는 승차시
마.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의 입장시
바.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 절차 종료시로 합니
다.
④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완료한 때”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당사의 직원(添乗員),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린 경우, 그 고지한 시기
2. 제1호의 해산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운송기관·숙박시설
등이
가.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 퇴장시
나. 선박인 경우에는 하선시
다.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 없는 경우 해당 열차 하차시
라. 차량인 경우에는 하차시
마.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장시
바.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장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고의. 다만, 그 사람이 사망보상금 일부의 수령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
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을 가지지 않아서 또는 주취로 정상적인 운
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

는 동안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다만, 당사
가 보상해야 할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또는 수감 중에 생긴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 탈취, 내란, 무장 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이 규정에 있어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
는 일부 지역에서 현저하게 평온이 해하여져서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0. 핵연료물질(사용 후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2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 혼란으로 생긴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당사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경부증후군(이른바 “편타성진탕증후군294)”) 또는
요통으로 타각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당사는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
획여행의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噴火) 또는 해일
2. 제1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 혼란으로 생긴 사고

제5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상해에 대하여는
각 호의 행위가 당사가 예정한 기획여행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행위가 해당 여정에 포함되어 있
294) whiplash syndrome.

는 경우에는 여정 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에 동종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제1에 정한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
(모두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
을 말합니다)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다만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
용하여 도로에서 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항공기(정기편과 부정기편을 불문
합니다)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제5조의 2(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사망 보상금 일부를 수령한 자
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수령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관계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 합니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액
제6조(사망보상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
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해외여행을 목적으
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있어서
는 1,500만엔(이하 “보상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상금으로 하여 여행자의 법
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여행자에 대해 기지급한 후유장해보상금이
있는 경우는 보상금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 ①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신체에 남겨진 장래에도 회복할 수 없
는 기능상 중대한 장해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 동시에 그 원인이 된 상해가
치료된 후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생겼을 경우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보상금액에 별표 제2의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하
여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더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사고일로부터 181일째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
장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별표 제2의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여행자의 직업,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르고 또한 별표 제2의 각 호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 1 (3), 1
(4)2 (3), 4 (4), 및 5 (2)의 기능장해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보상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동일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해
전 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 7, 8 및 9에 규정
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한 부분(肢)당 후
유장해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〇%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전 각 항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보상금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하나의 기획여행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입원위로금의 지급) ①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입원(의사에 의
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
소에 들어가 항상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에서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그 일수 (이하 “입원일수”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입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4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4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2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만엔

②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표 제3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은 전항 규정의 적용상
입원일수로 의제합니다.
③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위로금과 후유
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통원위로금의 지급) ①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또한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왕진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그 일수(이하 “통
원일수”라 합니다)가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
분에 따라 통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0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5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2만 5천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

1만엔

②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평상시 장착한 결과,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
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은 전항 규정의 적용상 통원일수로 의제합니다.
③ 당사는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상해가
치료된 이후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
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통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로금과 후유
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위로금 중 금액이 더 큰 것(같은 금액인 경우에는 제1호에 언급한
것)만을 지급합니다.
1. 해당 입원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입원위로금
2. 해당 통원일수(당사가 입원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해당 입원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일수로 본 다음, 해당 일수에 대해 당사가 지급
해야 할 통원위로금

제11조(사망의 추정)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된 후 또는 조난
후 30일을 경과하여도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
불명된 날 또는 조난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제12조(다른 신체장애 또는 병원의 영향)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
가 중해진 경우는 그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
합니다.

제4장 사고 발생 및 보상금 등의 청구절차
제13조(상해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 청구) ①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경우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상해의 정도, 그 원
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여행자 신체의 진료 또는 사
체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은 이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은 당사가 관여하지 않은 사유로 인
하여 제1조의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해당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③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이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
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그 설명 또는 보고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을 말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14조(보상금 등의 청구) ①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자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해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망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호적등본,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 증명서
나.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여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후유장해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나.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입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 서류
4. 통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공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 서류
②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항의 제출서류 일부의 생략을 허
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또
는 제출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말한 경우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대위)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
가 입은 상해에 대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 손해보상

제16조(당사의 지급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그 소유의 소지품(이하 “보상대상
품”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은 경우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보상금
(이하 “손해보상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제17조(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다만,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수령
하게 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
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 없이 또는 주취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
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
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서비스의 제
공을 받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다만, 화재 소
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합니다.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다만, 여행자 또는 이에 대신하여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고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제외합니다.
8. 보상대상품의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 먹음 등
9. 단순한 외관의 손상으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상대상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1. 보상대상품의 망실 또는 분실
12. 제3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② 당사는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제1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 혼란으로 생긴
사고

제17조의 2(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1.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인 경우에는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에 실
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①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에 휴대
하는 그 소유의 소지품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것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 수표 기타 유가 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에 준하는 것
2.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3. 고본(稿本),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의 주변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4. 선박(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를 포함합니다) 및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그 부속품
5. 산악등반 용구, 탐험 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틀니, 의치,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것
7. 동물과 식물
8. 그 밖에 당사가 미리 지정하는 것

제19조(손해액 및 손해보상금 지급액) ①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액

(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은 그 손해가 생긴 지역과 시간의 보상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선비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의 합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보상대상품의 한 개 또는 한 쌍에 대한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당
사는 그 손해액을 10만엔으로 보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 여행에 대해
15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여행자 한 명당 1회 사고에 대해 3천엔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손해의 방지 등) ① 여행자는 보상대상품에 대해 제16조에서 규정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할 것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②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경우는 방지·경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에 위
반한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에 위반한 때에는 취
득할 권리의 행사에 의해 수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
액으로 의제합니다.
③ 당사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
요 또는 유익했다고 인정한 비용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절차를 위해 필요한 비용

제21조(손해보상금의 청구) ①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체할 제3자의 사고증명서
2. 보상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여행자가 전항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 고의로 허위의 것을 표시하

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입
니다)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제16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는 당사는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
니다.

제23조(대위)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제3자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한도 내에서 당사에 이전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