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04年度 2月
博士學位論文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尹 成 湖

[UCI]I804:24011-200000277331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2004 年 2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尹 成 湖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指導敎授 朴 運 吉

이 論文을 法學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尹 成 湖



尹成湖의 博士學位論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高 昌 鉉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漁 寅 義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姜 信 雄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金 相 黙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朴 運 吉 (印)

2003 年 12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i -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제조물책임의 본질론 ·····································································6

제1절 제조물책임의 개관 ······························································································6

1. 제조물책임의 의의 ···························································································6

2. 제조물책임의 특성 ···························································································7

제2절 소비자보호제도 ····································································································9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9

2. 소비자의 개념과 소비자의 권리 ···································································9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 ·····································································12

4.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16

제3절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 ··················································································18

1. 계약책임론 ·······································································································18

2. 불법행위론 ·······································································································20

3. 두 책임의 문제점과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 ···································21

제4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2

1.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경위 ···········································································22

2.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 ·······································································24



- ii -

제3장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례 ······························································25

제1절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5

1. 개 설 ···············································································································25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27

3.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32

제2절 EU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유럽지침 ······························································39

1. 유럽지침의 성립 ·····························································································39

2. EU 지침의 주요내용 ·····················································································41

제3절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46

1. 개 설 ···············································································································46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46

3.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52

제4절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58

1. 개 설 ···············································································································58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59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62

제4장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66

제1절 민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구제한계 ····························································66

1. 계약책임 ···········································································································66

2. 불법행위책임 ···································································································72

제2절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검토 ····································································78

1. 경상사료사건 ···································································································78

2. 장난감 주사기결함 사건 ···············································································80

3. 변압기 폭발사건 ·····························································································81



- iii -

4. 솔루메드롤 부작용사건 ·················································································85

5. 노래방 스토어사건 ·························································································88

6. TV 폭발사건 ···································································································91

7. 자동차 화재사건 ·····························································································95

8. 헬기추락사건 ···································································································99

제4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02

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102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03

3. 제조물의 범위 ·······························································································107

4. 제조물의 결함 ·······························································································111

5. 손해배상책임 ·································································································124

6. 면책사유 ·········································································································125

7. 연대책임 ·········································································································134

8. 면책특약의 제한 ···························································································135

9. 소멸시효 ·········································································································136

제5장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8

제1절 적용범위의 확대 ······························································································138

1. 공급자의 책임주체화 ···················································································138

2. 제조물범위의 확대 ·······················································································140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47

1. 책임한도액 ·····································································································147

2. 책임제한특약 ·································································································148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148



- iv -

4. 제조물책임보험의 도입 ···············································································150

제3절 입증책임의 완화 ······························································································156

1. 사실상 추정규정의 도입 ·············································································156

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청구권 ·····································································157

제4절 결함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158

제5절 면책사유 ············································································································160

제6장 결 론 ····························································································162

참고문헌 ······························································································166



- v -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Youn, Sung-Ho

Advisor : Prof. Park, Woon-Kil,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oday's consumer market, consumer spending is improving along with

economic growt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in mass production,

mass distribution, and mass consumption. It is highly developed so that it

can not be used while properly grasping the properties and functions of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products. However, due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product performance and the complexity of the

distribution process of the product, consumers or users are often exposed to

risks due to defective products that occur due to the ignorance of knowledge

or information on the products.

Traditionally, when a consumer is injured due to safety defects of a

product, he / she is requested to pay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Tort

Liability Rules or Contractual Liability Rules under the Civil Act against the

manufacturer or the dealer. However, it is difficult for general consumers

who do not have expert knowledge to prove not only causality between

cause and damage even if accidents caused by safety defects of products but



- vi -

also manufacturers' no negligence or the fault in the case of products

produced by professional and scientific methods.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it may be difficult or impossible to receive

damages from the manufacturer by claiming damages directly against the

manufacturer. Also, product accident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have been

raised as a problem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aspec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rapid damage relief

and in an international atmosphere, Korea has also been urgently demanding

a basic law for guaranteeing consumer rights. As a result, it was enacted on

January 12, 2000 and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July 1, 2002.

The Product Liability Act, by significantly alleviat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 does not require the consumer to prove the manufacturer's or

dealer's fault and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insist the objective

nature and Status defects of the product by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so that the damage compensation can be made easi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lications , examine

problem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eoretical basis in connec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world.

First, the scope of the manufacturer should be clarified in relation to

responsible person. In other words, it is not systematic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duct without including vendor or leasing company in the scope of the

manufacturer. In addition, even though the seller and the supplier can be

identified, this is because the liability is provided only if the notice i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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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negligent. both manufacturers and suppliers are able to provide infinite

trust in the trading market by trying to supply defect- free products(good

products) with the attention to safe products. If they fail to pay attention to

it, it is expected that safe products will be supplied to the market because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products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roduct Liability Act has the problem that the

scope of the product is limited to personal property-such as real estate,

unprocessed natural products, electricity, intangible energy, information, and

other intellectual products.

Third, there is no definite criterion to judge defects in Product Liability

Law, and only a few criteria are presented. In our legal system, it is

appropriate to illustrate the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and enact into law

such as the EU Legislation Directive or the Product Liability Law of Japan.

Fourth, even if acknowledging the development risk defense in relation to

exemptions, partial exceptions need to be recognized. If product liability is

acknowledged to be at risk of developmen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hindering the national economy. If the development risk protest becomes a

minor issue, this is because of the prolonged lawsuits and the possibility of a

refuge from product liability.

The existence of defects and the prov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 are

problematic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Although it can be resolved by

interpretation,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law to presume the defect of

the product if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Article 3 of the US

Restartement of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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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소비시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생활이 향상되고, 산업기술의 발

전과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 등으로 인하여 제품선

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일반 소비자나 이용자들은 당해 제조․유통되는 제품(제

조물)의 성질 및 기능면 등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제품성능의 기술적 발달과 제품의 유통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나 이용자는 제조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무지로 인하여 만약에 발생

하게 되는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가 있게 된다. 즉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이용자는 재

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에는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계약책임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는 제조물

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더라도 그 원인규명과 자신의 피해 사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대 생산경제체제는 전문적․과학

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의 경우에 제조업자에 어떠한 과실이 없거나 과

실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 제조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1) 이러한 결함제품에 의한 위험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와 이용자 등과 사업자 간에 호환성이 상실되고 경제적

1) 박운길․윤성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0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9면; 김상묵,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5권 제2호, 중
앙대학교, 2003,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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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가 구조화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민법 규정에 의한 이론인 불법행위책

임(민법 제750조),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등 사법의 전통적인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이 예

상하지 못한 구조적 피해로 인한 위험책임이나 보상책임 또는 신뢰책임이 관련

되는 분야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하게 되었다.2)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소비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함으로 제조물의 객관적 성질과 상태의

결함만을 주장하여 그 피해보상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

함있는 상품으로 인한 제조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제조물책임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확립하여, 각국의 특

성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거래관

계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권리보호의 측면과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우

리나라도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그 결과 2000

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

하여 제조업자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

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

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1

조, 제정이유 참조). 이외에도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의 경감, 피해의 확대손

해에 대한 구제, 간접적인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의

2) 연기영,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 육서당, 199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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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은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가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조물책임법시행 초기라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의 정도가

낮은 편이고, 기업들도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관련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 대

한 기업들의 대응과 관련하여 사전적 구제방안 보다는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

물책임소송 등의 사후적 방어형태에 의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3) 향후 소비자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제조업체와의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맞추어

제조물책임의 본질에 따른 이론적 근거와 세계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을 검

토․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조물책임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제조물의 결함, 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입증책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제조물책임법 제1조가 제시하는 국

제화 시대에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 한다.

3)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책은 세가지 단계인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책임예방대책), PS(Product Safety; 제품안전대책) 및 PLD(Product Liability
Defense; 제조물책임방어․소송대책)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제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기업․법률가의 과제”, 「JURIST」, 제381호, 2002, 25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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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 많은 상품들이 생산․유통되고 있고, 그중에 발생

하는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는 신체, 재산, 생명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

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도입이 요청되었고, 그 결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우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국내외의 단행본과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조사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법해석학적

연구방법과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택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에 관한 개괄적 검토를 하면서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물책임의 법이론적 전개과정과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

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

여 세부적으로 살펴 본 후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본질론으로써 제1절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관에서는

제조물책임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제2절 소비자보호제도로써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법률들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으로써 계약책임론과 불법행위책임론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제4절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에 따른

제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법기반틀을 마련한 주요국가인 미국, EU 유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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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의 순으로 공통적인 주제에 따라서 서술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국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둘째, 각국의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과정을 계약법적 구성과 불법행위법적 구성으로 대별하면서 그 수정 법리들

에 대한 내용들과 판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현재 제

정되어 있는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와 법률의 주요 내

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외국의 선례를 비교․검토하면서 그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과

과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법률

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1절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비자구제의 한계로써 제조물책임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제

2절에서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판례가 취하고 있는 법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

였고, 제3절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제조물책임의 주체 및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은 제4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제1절 제조물책임의 적용범위의 확대에서는 공급

자의 책임주체화와 제조물범위의 확대를, 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는 책

임한도액의 설정과 책임제한특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민사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그리고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분산

을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의 도입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피해자인

소비자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

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4절은 결함판단기준의 명확화를, 제5절에서는

면책사유와 관련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은 이상에서 연구․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명료화시켜 정리하여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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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조물책임의 본질론

제1절 제조물책임의 개관

1. 제조물책임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kthaftung：Product Liability)이란 공업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그 제조업자가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1) 예컨대, A회사가 생산한 제조물이 결함

이 있거나 B회사가 생산한 제조물에 불량물이 들어가서 이를 사용하거나 먹게

된 사람이 상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자는 A․B 회사에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2)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미국의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 이는 단순히 제조물에 예상되는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소비자에게

1) William L. Prosser, Law of Torts, West publishing company, 1980. p.641.

2) 어인의, “일반불법행위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문제점”, 「법학논집」, 제8집, 청주대학교 법
학연구소, 1994, 126면.

3)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는 연역적 사정, 입법정신, 법률체계 등에서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며, 특히 영미법과 대륙법은 책임법체계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
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미국은 초기에 제조책임(Manufacture's Liability), 제조자책
임(Manufacturer's Liability), 공급자책임(Supplier's Liability) 등으로 사용하다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Read, Dickerson, Products Liability and
Food Consumer, Greenwood Press, Westport, Connecticut, 1951; Louis R, Frunner and
Melvin I. Friedman, Products Liability, Vol. 1-5, New York, Matteu Bender, 1980）독일
은 책임주체와 그 체계에 따라 물품제조자책임(Warenherstellerhaftung), 제조자책임
(Herstellerhaftung), 생산자책임(Produzentenhaftung) 등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제
조물책임(Produkthaftung)이라고 하고 있다(Schlegelmilch, Die Absicherung der
Produkthaftpflicht, 2. Aufl., 1978).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도입단계에서부터 제
조물책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902면; 이상



- 7 -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 대한 전보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

다. 나아가 전통적인 민사책임의 원리인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해서는 제조물책

임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와 오늘날 결함제품의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생활권

보호라는 특성에 의하여 양자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즉,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의 전통적인

일반원칙에 의하면 제조자나 판매자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책임을 지게 된

다.

2. 제조물책임의 특성

제조물에 존재하는 흠은 상품적합성을 결여한 경우와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로 구별할 수 있다. 상품적합성의 결여는 통상 그 제조물이 가져야 할 양과 질

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상품에 보증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써 제조물

의 하자를 말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4) 이

러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매수인에게 생긴 직접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란 제조물의 결함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는

매수인에 한정되지 않고 이용자나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동일

한 종류의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함에 의해 야기된 확대손해가

문제로 된다. 즉, 상품적합성이 결여된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 손해의 범위, 책임

정․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3면; 홍천룡,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시행 30주년기념 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704면), 생산자책
임이라는 용어는(김형배, “생산자책임 : 1968년 11월 26일의 서독연방법원의 판결(BGHZ
51, 91)”, 「판례연구」, 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생산물책임이라는 용어는(연기
영, “생산물손해배상책임의 입법론적 과제”,「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의당 장경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250-251면), 제조자책임은(권용우, “제조자책임”,
불법행위론, 고시원, 1974; 이영환, “자동차사고와 제조자책임”,「월간고시」, 1987. 7, 57
면) 등으로 사용한다.

4) 김민중, “외국(유럽․일본)의 제조물책임 입법동향”,「인권과 정의」, 1994. 9, 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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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 입증책임, 귀책근거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은 1차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을 만든 생산자나 제조업자

에게 있지만, 생산자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그 상품의

유통에 관여한 중간상인이나 수입상 등이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상품의 수출입

이 자유로운 국가간 거래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따른 피해의 배상을 어느 나라에

서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판례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

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

어서 손해 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

해 손해 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

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 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

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

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 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

역에서의 상품광고, 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그 지역 내에서

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5)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불

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정도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로 인한 구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6)

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6) 이은영, 앞의 책, 9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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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비자보호제도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현대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제조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에

기인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내용이나 소비행동에 패턴이 크게 변화되면서 기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졌다. 소비자란 국민 경제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과 소비의 주체

로서의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최대의 집단이다.7) 즉, 소비자 권리의 주체는 모

든 소비자이므로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그 주체가 되며, 외국인

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8).

소비자와 기업은 대등하지 아니하고 경제력과 제조물에 대한 전문지식 등에

있어서 기업은 소비자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그대

로 방치하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는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

약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행정을 통하여 불평등한 양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법률로는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협동조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이 있다.

2. 소비자의 개념과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본래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자를 말하지만,

7) 최문기, “소비자의 권리”,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2003. 7, 289면.

8) 윤명선, “소비자의 권리”, 「월간고시」, 제20권 제9호, 1993. 9, 4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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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상품의 구입 뿐만 아니라 각종의 서비스, 예컨대 운송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업무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자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시키고 있다9).

우리 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

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서 ①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다만, 제공

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 ② 제공된 물

품을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등이다.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을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더라도 이를 다시 팔거나 이를 소재로 하여 생

산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중간상인 등은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10). 그

러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

는 자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

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11) 현행법상 소비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만 그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

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자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소비자와 같이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12)

9) 윤보옥, “한국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9. 12, 7. 10면.

10) 김동환, “소비자보호의 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122호, 1986. 10, 31면 이하.

11) 최문기, 앞의 논문, 290-291면;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4, 399면.

12) 최문기, 위의 논문,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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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

우 종래 기업의 보상책임은 법률상 책임이 아니라 은혜적 차원에서 구제해 주는

것이어서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구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운동 등의 형태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립해서 그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운동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1982년 9월 12일 시행).

소비자보호법은 제3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소비자에게 스스로의 안

전과 권익을 위하여 8가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의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정보제공 권

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

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선택의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

영시킬 권리(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

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

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

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친환경적 소비권).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장소,

가격 등 여러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 못지 않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된다. 소비

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만큼 그 책임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 국가경제에도 유익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서도 소비자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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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

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

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로

는 대체로 상품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다. 그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소비자는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상품의 올바를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상품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항 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

를 막기 위하여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셋째, 소비자는 상품과 서

비스의 용역에 대한 사용과 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다섯째, 소비자는 상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자원을 아껴 써야 할 책임이 있다. 여섯째, 소비자는 쾌적한 소비환경에 관한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상품생산, 판매의 대량화는 부정․불량상품의 범람을 유발하여 생명과 건강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비자보호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는 중요성

이 인식되었다. 또한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도의에 입각한 건전한 상거

래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

호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과하고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조장하고자 제정

된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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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소비자의 안전

과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법 제3조 및 제4조)을 강조하였

다. 제2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①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③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④ 소

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그리고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

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②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

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③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등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제6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제7조), 표시의 기준(제8조), 공고의 기

준제정(제9조), 소비자피해의 구제(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사업자

의 의무로써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

택이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에의 협력(제15조), 위해의 방지 등(제16조), 시

정조치의 요청(제16조의2),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및 자진수거(제17조, 제18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인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등록, 분쟁조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

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그 설치, 구성, 기

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설립,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

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조사등의 절차를, 제8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

다.

13) 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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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협동조합법은 최근 자발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이 지역․직장․

단체 및 학교 단위에서부터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업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합과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원의 확보곤란등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9년 2월 제정하여 동

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며(제2조), 자발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상호이

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제6조). 조합원은 누구나 1좌이상을 출자하도록 하

고,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제8조). 조합은

농수산물 및 환경물품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지만(제10조), 재고물품의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

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것이

다.

동법은 할부거래로써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

한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매수인)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

을 제공하는 자(매도인)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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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또는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

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

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적용된

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중에서 성질상 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의약

품, 보험, 유가증권, 어음 및 채무증서 등의 경우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동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할부계약은 매도인․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

명 및 주소,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현금가격, 할부가

격, 할부수수료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의 충동구

매나 비합리적인 구매결정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계약서

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제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을 서면에 최고하여야 한다(제8조). 그리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

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무효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4) 소비자보호형법

우리나라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는 법규는 먼

저, 형법상의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해당규정을 비롯하

여 소비자보호법의 제8장 벌칙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제9장 벌칙규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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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 등 수많은 특별법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들을 포괄하여 한국소비자보호형법

(Koreanischen Verbraucherschutzstrafrecht)이라고 부를 수 있다.14) 소비자를 해

하는 범죄는 침해당하는 법익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위하는 죄, 소비자의 건강

내지 생명을 해하는 죄 등으로 바눌 수 있다. 소비자보호관련 형벌법규는 소비

자보호법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 산재해 있고 각 특별법마다 특수한 목적을 가

진 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충분히 상응할 만한 내용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소비자를 해하는 다수의 범죄는 주로 경제적 활동의 과정에서 부

당한 수단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경제범죄적 성격을 갖는다15). 그

러나 최근에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관한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발생하고 있다.

4. 제조물책임제도와 리콜제도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조자가 제조

하여 판매한 제품에 하자(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위

해나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시정하는 예방적 조치로써 제조․유통․판매업

자 등에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그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를

무상으로 수리․점검을 해주거나 교환해 주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한다.16) 리

콜은 사전형식 승인제도나 형식승인제도 없이 제조업체 스스로 자체 시험에 의

한 자기승인제도를 채택하여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국가

14) 이형국, “한국소비자보호형법의 제문제”, 「한독법학」, 제12호, 한독법률학회, 1996. 9,
407면.

15) 강동범,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26면 참조;
이형국, 앞의 논문, 411면.

16) 김정호, “리콜(Recall)제도의 국내․외 운영에 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17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6, 119면; 正田彬, “日本人の契約觀と消費者の權利”, 「消費者保護
講座」, 全官報, 1986,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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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하고 있다.17)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표시․광

고 등에 관한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리콜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

다. 동법은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관계에 있는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모

든 공산품에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제1항).

After Service(A/S)와 차이를 보면 A/S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로써 제조물에 하자(결함)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직접 클레임이나 시정

요구를 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소극적으로 필요한 조

치가 행해지는 보호제도이다. 그리고 A/S는 제품자체의 결함(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품질보증기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 교환해 주며, 보증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품값이나 출장비 등의 유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고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은 제품자체의

결함여부를 떠나 소비자의 신체․재산․생명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콜제도는 일단 출하된 제조물의 구조적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신체․재산․생명의 위

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계속

적․반복적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제조물의 수거․파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 즉,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

17) 안승철,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 중문출판사, 1996,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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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

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

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보

호법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자나 판매자가 정부가 행하는

수거․파기 명령 등의 강제적 리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기관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 기업과 제조업자에게 형사처

벌의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3절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결과손해

를 입은 소비자로서 유통과정의 외부에 있는 제3자이며, 가해자는 상품의 제조

자 및 판매업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소비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지 문제가 생긴다. 이론구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불법행위법 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계약책임론

계약책임론은 제조물의 결함에 중심을 두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

용하거나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 구성은 첫째,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그 성립요

건이나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곤란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

을 적용하여 채무자인 제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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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즉, 불법행위

책임에 의할 경우 물건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인 물건의 수선․교환․전보배상

등은 이론상 어려운데 반하여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

는 당연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견해에 따라서 이외에도 하자보수나 제품교체 또

는 대금감액과 등과 같은 구제방법을 인정하므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18) 그러나 계약책임은 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하여

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

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성질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법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

로 적용할 경우 매도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

하지 아니하고도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제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상 약정된 하자보수, 하자없는 완전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의한 보증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19) 그러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일정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확대손해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하는데에 한계가

있게 된다.2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조물책임

을 불완전이행 내지 채권침해이론으로 이론구성하여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부수적 주의의무와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적극적 채권침해의 손해로 보아 책임

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자있는 급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를 게약관계에 있는 제조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 임승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 제3권, 명지대
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0, 268-269면; 한봉희, “제조물책임의 입법동향과 그 적용법리”,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0, 150면.

19) 박운길․윤성호, 박운길․윤성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
10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2면.

20) 어인의, 앞의 논문,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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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유추적용설은 소비자가 중간상인이 제조자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써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론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견지하에서 제조물책임소송에

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있다.21)

2. 불법행위론

계약책임론에 의할 경우 소비자가 그 입은 손해를 전보받는데 한계가 있으므

로, 불법행위에 의한 법리에 따라 유통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최

종 소비자는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

해로써, 양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다.22)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민법 제750조는 그 적용범위가 넓고 가행의 유형

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의 회복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고, 계약주체를 다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이론구성이 간단명료

하고, 손해배상에 충실을 기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3) 따라서 종래에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

었다.24)

제조물책임을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불법행

위책임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

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1)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7, 189-190면.

2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92-93면;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306-307면;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544면; 홍천룡, “제조물책임의 법
리”, 「사법행정」 제347호, 1989. 11, 44-45면 등.

23) 어인의, 앞의 논문, 130면.

24) 김상용, 앞의 책, 306-307면; 곽윤직, 앞의 책, 544면;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7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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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책임의 문제점과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

대부분의 상거래가 산업화 이전에는 그 대상과 형태가 매우 단순한 제품들이

었기 때문에 매수인인 소비자가 그 제품의 성질과 성능 등을 직접 파악하여 구

입하였다. 따라서 그 상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스스로 주

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그 손해 또한 부담하도록 하였다.

계약책임으로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가능하여 그 입증이 편리하고 손해에 대한 회복방법이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계약관계 또는 계약유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

며,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하자와 결함의 개념

정의, 6월의 단기제척기간 등에서 문제가 있다.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과실, 손

해의 발생과 가해행위와 인과관계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과실을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현대 불법행

위법의 선구적 분야로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특수한 법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

는데 반하여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기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

는 것이다.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불완전성에서부터 생산자의 행위의 불완전성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조자의 과책을 함께 나타내는 다원적 의미를 갖는 것

이다. 아직까지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많지 않아서 제조물책임의 성질 및

법리구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제조물의 유통과정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제

조물의 생산체계와 시장구조가 변화하여 매수인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배상능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자측에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제조자(생산자)책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려면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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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물을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되겠

지만, 제조물의 판매에만 관여한 통상 중간상인에게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결

함을 검사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 만약 중간상인들

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여도 배상자력에 한계가 있다. 한편 제조자에게는 계약관

계가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생산자의 귀책여부를 묻지 않고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를 배상토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1.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경위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학계, 정치계, 기업 및 소비자

단체, 법조계, 정부의 관련 부처 등 여러 분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소비자의 안전

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견해와 그 반대로 제조

물책임법의 입법화가 국제적 추세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

하여 결함제조물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찬성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25)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민사법학회를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을 주장하

였고,26)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공동으로 1995년 11월 “제조물책임

법 도입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분석을 발표하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5) 양덕순,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규제를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제정방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12-13면.

26)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521권, 법조협회, 2000. 2, 1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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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을 주제로 제조물책임법시

안을 발표하였다.27)

법원에서도 제조물책임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하에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28) 대체로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일반불법행위적 책임구성에 의하여 해결하고, 구

체적 사안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 및 결함과 손해 사이

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

다.29)

정치권에서는 1982년 제110회 임시 국회에서 김순규 의원 외 26인의 발의로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안30)을 상정하였다. 이후 정부안으로서 재

정경제부가 1998. 8.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하였다.31) 이후 1998. 11. 17.

공청회를 개최하고, 1999. 7. 13. 법무부와 합동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그리고

27)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 결과보고서”, 1996.

28) 김범철, 앞의 논문, 175면: 대법원 1977. 1. 25. 선고, 77다2092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221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72 판결; 대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29) 김형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책임귀속”,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황적
인 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420면; 연기영, “생산물책임의 생성과 입법동향”,
「소비자문제연구」, 제14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4면 참조.

30) 이 법안의 내용은 이후의 법안 내지 현행 법률과 유사하지만,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이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불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제조물의
하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3항), 결함의 존재는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손해의 발생 당시 존재한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 내에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지배를 떠날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5조
제1, 2항)이 특이하다(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판례와 입법-”, 「법조」, 제51권 제7
호, 법조협회, 2002, 55-56면; 한국법제연구원,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국내입법의견조
사, 1994, 49면 이하; 홍천룡,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 「민사법학」, 제17호, 한국민사
법학회, 1999, 265면).

31)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비교사법」, 제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
회, 1999, 1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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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0. 입법예고된 결과와 검토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회부하

였으나,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입법안이 제안됨으로써 국회에 상정하

지 않기로 하였다.32)

입법예고된 법안과 국무회의에 회부된 정부안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본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안에서는 “결함”을 당해 제조물에서 통

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정의하였

다.33)

2.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정부의 입법안이 1999년 7월 1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

었으나, 정부안과는 별도로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추미애 의원 등 91

명의 의원이 1999. 11. 5. 국회에 별도의 제조물책임법안을 발의하였다. 상정 당

시 법안의 명칭은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명칭이 바

뀌었다.34)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 12.

16. 제20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0. 1. 12. 공포되었다. 그 시행시기는

기업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2. 7. 1.로 정하였

다.

32) 김범철, 앞의 논문, 173-175면 참조.

33) 윤진수, 앞의 논문, 56-57면.

34) 이 법안은 정부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결함의 정의, 면책사유 등에서 다소 다르게 규정
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진 것들은 “결함”의 정의방법, 공급업자의 범위,
복수의 책임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소송법상 특칙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윤진수, 위
의 논문,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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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은 독일을 포함한 대륙법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계수되

었고, 이를 근간으로 입법과 학설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제조물책임

법리는 영미법국가의 판례법에 의해 그 특수한 고유성이 인정되고 발전을 거듭

하여 온 새로운 법영역으로 그 법리구성과 입법내용에 있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

는 주요 국가의 책임법리구성과 입법화과정 및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제1절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1. 개 설

19세기 이전 영미에서는 수공업형태로써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스스로의 판

단하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거래원칙은 보통법상

‘매수인이여 주의하라’고 하는 매수자책임주의(Caveat emptor)가 적용되었다. 그

러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서 제조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그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단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여 주의하라’라는 매도자책임주의(Caveat vendor)가 획립되었

고, 이는 1893년 동산매매업법(Uniform Sales Act)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경제의 확립과 국가적 필요와 개인활동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근대 시민법 법리1)가 지배하고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으

1) 長尾治助, 「英國 消費者私法の硏究」, 成文堂, 1971, 15면; 윤성호, “제조물책임법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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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의 판매자가 아

닌 제조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보통법상의 당사자관

계의 원칙에 연유한다.2)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Winterbottom v. Wright 사건3)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원․피고간에 계약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존재하지 않

으면, 계약상의 책임은 물론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반원

칙을 확립하였다4). 이후 1852년의 Thomas v. Winchester 판결5)의 영향으로 사

람의 안전에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게 되었고,6)

이후 미국은 다양한 공산품을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

자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리를 정립하였다7).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법리는 전통적인 과실책임(negligence liability)에서부터

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과 무과실책임 내지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

(liability without fault or strict liability)으로 발전하였고,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 및 B

한 소고”, 「법학논총」, 제8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320-321면 참조.

2) 박기동,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사실추정의 법리”, 「판례실무연구 Ⅲ」, 비교법실무연구회,
1999, 452면.

3) 이 사건은 마차제조업자와 우정장관 사이에 마차를 계약기간 중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물 운송용 마차의 공급 및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차제조업자가
공급한 마차에 숨은 결함으로 인하여 운행 중이던 마차가 전복되어 마부가 부상을 입어
신체상 불구가 된 사고에서, 마부가 마차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34면.

5) 6. N.Y, 397, 57Am. Dec. 455(1852). 이 사건은 의약제조업자가 맹독성이 있는 민들레추출
액 벨라도나에 라벨을 잘못 붙여 소매상인 약국에 이를 공급하였고, 약국은 그 사실을 모
른 채 약을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고객은 그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것
이다.

6) 서규석, 「제조물책임보험연구」, 학문사, 1981, 51면 참조.

7) 廣川浩二, “製造者責任 -アメリカの判例を中心として-”, 「民商法雜誌」, 第64卷 第4․5號,
1971, 6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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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1) 과실책임론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은 전통적으로 과실없으면 책임없다(no liability

without fault)는 과실책임(negligence)으로 다루어져 왔다. 미국에서 과실책임론

은 불법행위책임법상 일반 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제조물책임에도 적용하여

제조자 등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제조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그 적용 초기에는 피해자인 소비자와

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8)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으면 불법행위소송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

는 것은 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혼동하는 것이고, 제조자는 소

비자를 의식하고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직접

상품을 구입한 매수인인 소비자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책임에 한정시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9).

Thomas v. Winchester 판결에서 계약 당사자 관계의 예외를 인정한 이후 과

실책임은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 당사자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제품의 결

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 피해구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후 판례는 결함제조물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또는 제조자가 상

당한 주의를 기울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10) 이러한 법리는 1916년

8) 박경재,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02, 8-9면; 윤
성호, 앞의 논문, 321면.

9) 서희원, 「영미법강의」, 박영사, 1984, 367면.

10) Delvin v. Smith, 89 N.Y. 470, 42 Am. Rep. 311(1882); Huset v. J. I. Case Thershing
Mach. Co., 8Cir., 120F. 865. 61 L.R.A. 30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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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Pherson v. Buick Motor Co. 사건은11) 일반 원칙의 모호성을 타파하고 제

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계약 당사자관계라는 개념의 장벽을 제

거하고, 제조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조물의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주의의무를 부

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실책임의 법리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12) Cardozo

판사는 계약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제조자의 주의의무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

며, 본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대한 계약상의 당사자관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장하여 물건의 성질상 제조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처

하게 할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예외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13)

이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으며,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395조

에도 규정되었다.14)

그러나 제조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제조자가 적절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인 원고가 증

거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계가

있다.

(2) 담보책임론

계약당사자관계라는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에는 반세기라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원고는 과실의 입증이라는 실질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제

11) 이 사건은 피고인 제조자가 자동차를 dealer에게 판매하고, dealer는 다시 원고에게 판매
하였으나, 결함 있는 나무로 제조된 자동차의 바퀴가 부서지면서 자동차가 충돌하여 원고
의 처가 부상을 당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2) Howard R. Reiss, Personal Injury and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6, p.14; Marshall S. Shapo,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Butterworth Legal Publisher, 2nd ed. Vol. 1. 1990, s 8-1.

13) 박기동, 앞의 논문, 453면.

14) 제조자의 책임은 주의하여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자가 만든 제조물이 사용되리라고 예상
했어야 할 용도에 이를 사용한 자나 그 제조물의 있을 수 있는 사용으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고 예상되었어야 할 자에게 또는 중요한 물질적 손해를 가할 불합리한 위험을 포
함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의 제조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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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이 시장성(merchantable quality)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15)

담보책임론은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책임이론이다.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상물의 품질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보증을 하고 사후에 그 보증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직접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16) 법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법상의 법리를 넘어서 담보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으로 받아들여,17) 계약관계 없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용하기 시

작하였다. 담보책임은 다시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적 담보

(Implied Warranty)로 나뉘인다.

명시적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적극적인 광고 등을 통하여 제품에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로써 그 표시는 계약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그 표시를

믿고 상품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명시적 담보

위반을 이유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18) 통일상법전에서도(UCC

§2-313)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에 있어서 일정한 표시를 할 때에는 제조자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평하며, 아울러 소비자는 당해 제품에 제조자의 표시에

합치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19) 예컨대 상품의 매매계약에

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행한 사실의 확인(affirmation of fact) 내지 상품

에 관계된 약속(promise relating to goods)을 함으로써 매매의 기초가 된다거나,

상품의 명세표시나 견본 또는 모델이 매매의 기초가 되는 경우 등이다. 1932년

의 Baxter v. Ford Motor Co 사건과 1962년 Randy Knitwear v. American

15) 박기동, 앞의 논문, 453면.

16) 홍천룡,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법조」, 제30권 제7호, 법조협회, 1981,
706면.

17) 서희원, 앞의 책, 367면.

18) 박경재, 앞의 논문, 17면.

19) 土井輝生, 「アメリカ製品責任法(統一法․通說․判例)」, 三嶺書房, 198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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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omid Co 사건이 대표적으로 책임의 기초를 상품의 품질이 아니라 그 표시

에 두고, 담보도 부실표시로 인한 엄격책임에 근접하게 본 것이다.20)

묵시적 담보책임은 상품이 매매된 경우에 그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하여

제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책임이 발생하며, 그 책임은 물건의 판매

라는 사실 그 자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다.21) 묵시적 담보책임의

이론은 1960년 New Jersey 주의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사건22)

에서 확립되었다. 즉, 제조자의 의무는 판매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의의 요건(demands of social justice)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판시하여 묵시적

담보책임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당사자관계의 요건을 필요 없게 하였다.

위 법원은 현대적 시장여건하에서는 제조물은 합리적인 적합성의 묵시적 담보책

임(an implied warranty of reasonal suitability)을 수반하고 위 담보책임은 제조

물과 함께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하였다.23)

(3)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론

과실책임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존재라는 요건이 해소되기는 하

였으나, 제조자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의 입증곤란

으로 인한 피해자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이와 더불어 담보책임의 비판과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서의 본질적인 한계는 원고에 대해 계약당사자 관계나 증

20) Baxter v. Ford Motor Co., 179 Wash. 123, 35, p.2d 1090(1932); Randy Knitwear v.
American Cynomid Co., 11 N.Y. 2d 5, 226 N.Y.S. 2d 363, 181 N.E. 2d 399(1962).

21) Coca Cola Bottling Works v. Lyons, 145 Miss. 876, 111 So. 305, 1927.

22)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핸들장치의 결함으로 중상을 입게 되자 제조업
자와 중간상인을 상대로 과실과 보증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제조자
는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과 면책약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없음
을 주장하였으나, 면책약관이 거래관계에서 불균형적이고 정형화된 계약서의 사용으로 소
비자와 사용자에게 제품선택의 여지를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불공평함에 의한 공서양속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23) 박기동, 앞의 논문,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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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상의 책임경감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이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의 유통, 판매에 있어서 모

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결함(defect)상태에 있고, 또한 불

합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품에 의해 피해자인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과실없

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24) 엄격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①

제조자는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함제조물의 위험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고, ② 제조자는 그 제품의 제조․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시키더라도 제품가격의 인상이나 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그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고, ③ 손실을 제조자

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게 할 수 있

다.25)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은 원고인 소비자는 피고인 제조자등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측에 ‘엄격(strict)’하고, 또한 담보책임에서와 같

은 계약 혹은 담보 부존재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적(in

tort)’이다26).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에서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이라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확립한 최

초의 판례이다.27) 미국은 이 판결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

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 판례를 계기로 엄격책임이 법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965년에 제2

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에서 소비자나 이용자 및 그들의 재산

24) Warren Freedman, Product Liability – An International Manual of Practice, Oceana
Pub. Inc, 1988, pp.16-17; 박경재, 앞의 논문, 22면.

25) 박경재, 위의 논문, 23면 참조.

26) 하종선․최병록,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 대책」, KSA한국표준협회, 2000, 50-51면.

27) 한봉희, 앞의 책,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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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당하게 위험하고 결함있는 상태의 제조물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

사용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책임법리하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

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기업에 대한 추궁이 가능해졌다. 리스테이트먼트 제

402조 A(1)에서 제품의 결함이란 ‘불합리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지만,28)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는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비자기대기준”, 제품의 효용과 위험을 비교하여

위험이 효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결함을 인정하는 “위험효용기준” 등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29)

3. 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1) 제조물책임제도의 개혁

제조물책임법리는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주를 달리하는 제조

물책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여부가 불확실하였다.30) 제조물책임소송

은 1970년대까지는 소비자보호에 편중하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 엄격책임이

채택되면서 관련 소송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고액화

로 인한 기업들이 고액의 보험료부담 때문에 “제조물책임위기”와 “보험위기”라

는 2번에 걸친 제조물배상책임 파동이 1976년과 1985년에 발생하였다. 이에 따

28) Restatement(second) of Torts 402 A and Comments. (1) One who sells 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s subject to liability for physical harm thereby caused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29) 차일권․이준섭․지연구, 「외국의 제조물책임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 보험개발원,
2001. 12, 192면 참조.

30)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4,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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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하게 되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가 미국경제의 기반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엄격책임이론

의 적용을 제한하는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었다.31)

즉, 제조물책임소송의 억제와 제조물에 관한 소비자 및 판매자 이익의 공평한

균형제공,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한 개혁입법이 상정

되고 시도되었다.32)

미국의 연방정부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에서는 1979년 10월

제조물책임기준의 명확화와 그 억제를 목표로 한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

(MUPLA; 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제시안을 공포하였다. 이

모델법은 법률안이 아니라 주가 임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제조물책임

원칙의 통일을 기하고자 모델로서 제안된 것이다. 이 모델법은 제조물책임에 대

한 상호간섭의 포괄적 연구를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적절하게 부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

는 중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으로써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구속력

을 갖고 있지 않아 제조물책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33) 그래

서 이 모델을 전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주는 거의 없다.34)

이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그 개정논의로 1997년 5월 제74차

연차총회에서 전문 4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

31) 강창경․박희주․최병록,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01-102면.

32) 미국의 제조물책임 위기의 주된 원인은 배심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공보수제도,
제조물소송의 확산 등이다.

33)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출된 법안들로는 Kasten법안, Kasten수정법안과 Danforth법안,
Gorton법안을 통합하여 제출한 상원상무위원회법안, Richardson법안, Product Liability
Fairness Act 등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과학적․의학적인 보증에 기초한 인과관계의 성
립, 연대책임법리의 폐지, 비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의 제한, 장래
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분할지급, 동일한 상해에 대해 중복보상시 배상금
의 삭감, 변호사의 성공보수 삭감 등이다(차일권․이준섭․지연구, 앞의 보고서, 195-196
면 참조; 윤성호, 앞의 논문, 324면).

34)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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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만들어졌다.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장은(제1조 내지 제8조)

판매시의 제조물결함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고,35) 제2장은(제9조 내지 제11조)

를 매도시 부실표시와 매도 후의 경고 및 제조물의 회수에 관한 책임, 제3장은

(제12조 내지 제14조) 승계자 및 외견상 제조자의 책임, 제4장(제15조 내지 제21

조)은 일반적 적용규정으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적극적 항변 등 중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36) 이 개정법안은 엄격책임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후퇴하였

지만, 제조자의 보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양자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37)

(2) 책임의 주체

미국은 MacPherson 사건이후 소비자인 피해자는 판매자 이외 제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상 원고는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원고가 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문제는 피고의 범위이

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피고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함제품에 의하

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상업적 판매자 또는 제조자, 부품제조자, 도소매업자,

35) 제2조는 제조물의 제조상 결함에 대하여 표준일탈기준을 정하고 있고,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과실기준과 전통적으로 관련된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을 채택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제조물결함에 대하여 사실상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부품,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구, 식품, 중고품 등 특수
한 제조물에 적용되는 책임원칙을 다루었다.

36) 제조물이 통상의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그리고 결함이 매도 시의 것이든 매도 후의 것
이든 상관없이 그 모두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인과관계와 적극적 항변 등 중요 개념의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절(제15조, 제16조)에서는 인과관계를, 제2절(제17조, 제18조)
에서는 적극적 항변을, 제3절에서는 제19조 제조물, 제20조 상사매도인과 디스트리뷰터,
제21조에서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 등 중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7) 박훈,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의 리스테이트먼트 개정”, 「법학」, 제39권 제2호, 서울대
학교, 1998. 8,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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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리점주 등은 제조물책임을 진다.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책임의 주체를 정하고 있다(리스테이트먼트 제1조). 인적 또는 재산

적 피해는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해, 타인에게 생긴 피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

여 보호되고 있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때에 그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결

함 있는 제품 자체를 제외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피해 및 그 피해에 의하여 생

긴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다(리스테이트먼트 제21조).

또한 제품의 부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당해 부품

그 자체에서 리스테이트먼트 제1장에서 정의되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피해의 원인이 된 경우 또는 부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당해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제품에 결함을 있게 한 원인이 되거나 당

해 제품결함이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당해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리스테이트먼트 제5조).

이외에도 결함 있는 처방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상

업적 판매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리스테이트먼트 제6조에서, 결함식

품과 관련해서는 제7조, 결함중고품의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책임의 대상

리스테이트먼트가 적용되는 대상은 제조물이다. 제조물이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상업적으로 공급된 유형의 동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전기 등은 그 공

급 및 사용의 관계가 본 리스테이트먼트의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유형

의 동산의 공급 및 사용과 아주 유사한 경우에는 제품이 된다. 그러나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도 제품이 아니며,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은 상업적으

로 공급된 것이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리스테이트먼트 제19조).

리스테이트먼트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과는 달리 논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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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비스, 혈액이나 조직 등을 그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면서 부동산이나

전기의 경우 그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제조물의 결함

1) 결함의 의의

미국의 엄격책임론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

고,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은 절대책임이 아니므로 원고인 소비자는 제조물에 무엇인가 잘

못이 있다는 사실, 즉 결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는 결함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2차 리스테

이트먼트 제402조 A(1)에서 결함이란 제품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들의 재산

에 대하여 발생한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합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결함의 유형

미국 법원은 제조자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결함을 제조상 결함(manufacturing

defects),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s), 지시․경고상 결함(defective marketing)

또는 위험예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결함(defectiveness because of a failure to

warn)이라는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고,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

조에서도 판매 또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

①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 (a)는 제조상 결함을 제품의 준비 및 마케팅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제품이 그 의도한 설계로부터 벗어난 경우, 그

제품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물의 제조 및 거래시

에 가능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설계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 (b)는 설계상 결함을 판매자, 제조자, 상업적 연쇄유

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당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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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물과 설계

는 일치하지만 제조물의 설계의도와는 달리 설계과정 중에 결함이 발생하여 안

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체설계를 통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대체설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설계상 결함에 해당

한다.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 신설한 내용으로 어느 경우에 대체설계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주관적일 것이다. 그 판단기준은 손

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의 중대성 및 개연성, 사용설명서와 경고문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제조물 자체의 내구성, 디자인, 수명 등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38)

미국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일탈기

준, 소비자기대이론(consumer expectations test), 위험․유용성 기준 등이 제시

되고 있다.39)

③ 리스테이트먼트 제2조 (c)는 지시․경고상 결함을 판매자, 제조자, 상업적

연쇄유통과정의 피승계인(선순위자)이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였더라

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견가능한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당해 제품을 합리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한 경우, 그 제품은 부적절한 지시 또는 경고로 인한 결함제품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결함 또는 부적절한 지시･경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리스테이

트먼트 제4조 (a)는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

합하지 않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는 위험과 관련하

38) 권오승 외, 앞의 책, 47-48면 참조.

39) 권오승 외, 위의 책, 55-59면 참조; 박기동, 앞의 논문, 4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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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제품은 결함제품이 되며, 또한 (b) 제품이 적용되는 제품안전에 관한 법

률 또는 행정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감소시키고자 하

는 위험과 관련하여 제품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때 적절하게 고려된다. 다만, 법

률문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제품결함의 인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

하여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시란 제조물의 사용 및 소

비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경고란 제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동안 적절한

행위 및 사용방법을 따르도록 하여 위험의 예방 및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

조물의 성질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3)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는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a) 사고가 통상 제품결

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일 것, (b) 당해 사건에 있어서, 사고가 오로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품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

로만 일어날 수 잇는 것이 아닐 것 등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적극적 항변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원고, 결함제품의 판매자 및 공급자, 그 밖의 사람 사

이에 발생하는 책임을 분배하고 있다.

원고의 행위와 제품의 결함이 결합하여 피해를 야기하였고 또한 원고의 행위

가 적절한 주의수준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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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결함제품에 의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은 경감될 수 있다

(제17조 (a)). 전통적인 보통법에서 인정되는 원고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권고

의 소권을 박탈하는 기여과실의 원칙과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자는 비교과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여과실과 비교

과실에 따른 경감의 방법 및 정도 그리고 다수의 피고간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

상의 분배는 책임분배를 정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7조 (b)).40)

그리고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면책이나 제한, 제품

구입자에 의한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상 유사한

면책조항은 그러한 면책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유효한 인적 피해에

관한 신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청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

지 못한다(리스테이트먼트 제18조).

제2절 EU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유럽지침

1. 유럽지침의 성립

독일을 비롯한 EC 유럽국가들은 Thalidomide사건41)을 계기로 결함상품에 대

한 제조자책임문제를 검토하면서,42) 결함상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실체법적

40) 권오승 외, 앞의 책, 66-68면 참조.

41) 독일의 Grünenthal제약회사에서 1958년 개발된 신경안정제인 Thalidomide를 임산부들이
복용하여 1960년대 초부터 여러해 동안 독일, 스웨덴, 폴란드,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약 6,000여명의 기형아가 태어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의 도화선이 되었다. 1968년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년 후에 화해로 마무리되었지만 화해금액이 제조자가 1억마르
크, 연방정부가 1억마르크를 부담하는 등 총 2억마르크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

42) 유럽국가들 대부분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제조자의 책임에 대해 전통적으로 불법행위
법 내지 계약법에 의해 처리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계약상
책임규정에 의하여 직업적 매도인의 악의추정(프랑스민법 제1645조)과 소비자의 제조자에
대한 직접소권을 인정하는 판례법이 형성되어 과실책임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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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럽국가들이 각 국의 이익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을 정

비하고 있었지만, 각 법률안들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혼란을 가져오고, 제

조자의 제품 생산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경쟁조건이 달라지면서 EU 지역 내의

제조물에 대한 유통이 저해되는 등 유럽공동체의 목적에도 저해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EU국가간 경쟁조건을 동일화하여 유통을 촉진시키면서 상호경쟁의

왜곡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의 통일원칙이 필

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43)

1968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 검토를 시작한 EC위원회는 1974년과

1985년 두 번의 예비초안을 공표한 후에, 1976년 7월 1차 지침안을 제안하고,

1979년 9월 수정지침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1985년 5월 타협적인 형태의 수정지

침안이 EC 이사회에 제출된 후 동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EC

Directive)44)이 채택되었다.

EU 입법지침은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며, 책임주체의 연대책임, 특약에 의한 면책 및 책임 제한의 금지 등을 통

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결함과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개발위험의 항변 인

정,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외, 책임총액에 제한을 둔 점 등은 제조업자의

보호를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45). EU 지침의 법적 효과는 개인간의 분쟁

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럽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EU

지침을 직접 원용할 수는 없다.46)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를 안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수령한 대금
을 반환하는 외에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다.

43) 안법영, “EU 제조물책임법의 재조명”, EU Briefing, No. 13, 1999, 2-3면.

44) 정식 영문명칭은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이며,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이다. 지침의 제정당시는 EC
였으나, 현재는 EU로 변경되었다.

45) 강창경․박희주․최병록, 앞의 보고서, 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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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지침의 주요내용

(1) 책임의 원칙

제조자는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지침

제1조)고 규정하여 제조자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

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자

의 일정한 행위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47) 또한 제조자와 소

비자 사이에 계약당사자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

없으며,48) 결함의 입증만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49)

즉, 전통적인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결함 및 결

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지침 제4조).

(2) 책임의 주체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이다. 제조자는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자 및 제품에 자기의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제조

물에 부착하여 스스로 그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말한다(지침 제3조 제1항).

EU 지침은 책임의 주체를 확장하고 있다. 즉, 판매, 대여, 리스 기타의 방법으

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도 본 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보며, 제조자의 책임을 부담한다(동조 제2항 본문). 즉, 제조자

와는 별도로 제조자가 아니더라도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업자

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제조물을

46) 권오승, 앞의 책, 78면.

47) Hans Claudius Taschner & Edwin Frietsch, Produkthaftungsgesetz und EG -
Produkthaftungsrichtlinie 2. Aufl.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0, S.176.

48) Patrick Kelly & Rebecca Attree eds., Eurpon Product Liability, Butterworth, 1992, p.5.

49) 권오승 외, 앞의 책,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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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50) 이는 피해자가 EU 소속국가

이외의 외국의 제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51)

또한 지침 제3조 제3항은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는 그 제품 제조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만,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

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

주한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그 제

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익명의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52)

그리고 본 지침에 의하여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각자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분담

혹은 구상권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지침 제5조). 즉, 소비

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위하여 제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연대책임

이 발생하며, 그 책임주체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의 충돌에 관한 일

반법리에 의하여 해결한다.53)

(3) 책임의 대상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을 의미하며, 그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편입되어 있

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축산물과 해산물 같은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은 제

50) 好美淸光, “EC指令と製造物責任”, 「判例タイムズ」, 제673호, 1988. 10, 31면.

51)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앞의 보고서, 127면.

52) 양창수, “프랑스의 새로운 제조물책임법”,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99. 10,
66-67면; 권오승 외, 앞의 책, 83면.

53) H.C. Taschner & E. Frietsch, a.a.O.,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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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지만, 선택조항인 지침 제15조 제1항 (a)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제1차 농산물

과 수렵물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제조물의 결함

EU 지침상 제조물의 결함은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아니

한 제조물은 결함이 있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기대하는 안정성으로는 ⓐ 제조

물의 표시, ⓑ 그 제조물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상할 수 있는 용도, ⓒ 제

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지침 제6조 제1

항). 안정성을 중심으로 결함의 정의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법상 급부의

하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다.54)

결함의 판단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조물의 유통시기와 관련

한 판단기준은 제조물이 최초 유통된 시기에 한정하여 결함을 판단한다. 따라서

제조물이 유통된 이후에 보다 우수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지침 제6조 제2항).

(5) 제조자의 면책사유

EU 지침은 제조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7조). 지침상 면책사유로는 ⓐ 제조자가 제

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도품 등), ⓑ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제조물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때에는 손해를 발생시킬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그 후에 결함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판매 기타 영리 목적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지 제조자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비상거래에 의한 항변), ⓓ 제조물의 결함이 공적 기관에서 정한

54) 권오승, 앞의 책,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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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 있는 기준에 따른 결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55) ⓔ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

험의 항변),56) ⓕ 부품 제조자의 경우에 그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설계가 원인

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

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지시상의 항변) 등이다.

EU 지침 제7조의 면책사유는 열거적․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

유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57) 그리고 EU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

의 경우 피해자와의 사이에 책임의 제한 또는 책임배제조항에 의하여 제한되거

나 배제되지 아니한다(지침 제12조).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제3자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지침 제8조 제1항),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책

임에 의하여야 하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은 경

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제3자는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손해배상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지침 제1조에 의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으로는 크게 인신손해와 재산손해로 구별된다(지침 제9조 참조).

55) 관계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 국가
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그 강제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
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결함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등을 말한다(好美
淸光, 앞의 논문, 33면 참조).

56) 여기서 과학기술의 수준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의 총체이며, 특정국가나 특정업계에서 사용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강창
경․박희주․최병록, 앞의 보고서, 129면).

57) H.C. Taschner & E. Frietsch, a.a.O., 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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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손해는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써 그 배상액은 원칙적

으로 제한이 없으나,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유럽통화단위)58)를 하회

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지침 제16조 제1항). 재산손해의 경우 결함있

는 제품 그 자체 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멸실로써 발생한 손해로써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된다. 다만,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소액청구가 남발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산이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경우에는 500

ECU를 면책으로 한다. 그리고 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기타 사항

EU 지침은 위외에도 제소기간,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다. 가맹국은 지침에 따른 국내법을 제․개정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3년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된다. 소제기와 관련한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은 가맹국의

법률에 의한다(지침 제10조). 또한 본지침에 의해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당해 제품을 제조자가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

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지침 제11조). 그리고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

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

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본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지침

제13조). 따라서 피해자는 가맹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자유롭게 국내법, 계

약책임법,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책임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다른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8) ECU란 European Currency Unit의 약칭으로 유럽통화제도(EMS)에 있어서 공통의 계산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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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1. 개 설

독일에서는 학설, 판례에 의하여 생산자책임법리가 발전되었으며, EU 입법지

침에 따라 1989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59) 처음에는 민법규정의 일반이론

에 근거하여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조자와 소비자사이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같

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체로 불법행위법이 적용되었다.60)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나, 생산자

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

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초 Thalidomide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의약분야에서 제조자에 대한 엄격한 무과실책임

을 부담지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1976년 독일약품법(Arzneimittelsgezetz：

AMG) 제84조에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1) 계약법적 구성

독일의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계약법적 구성에는 하자담보책임, 품질보증책

임,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등이 있다.

하자담보책임(Gewährleistungspflicht für Sachmängel)은 상품의 제조자와 소

59) 홍천룡,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방향”「민사법학」, 제1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55면.

60) 독일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기영, “생산물책임에 관
한 입법적 대응과 발전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4, 6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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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이에 직접의 매매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 자체에 하자

가 있으면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61)

즉, 제조물의 매도인은 판매한 제조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사용,

혹은 계약에 의해 약정된 사용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Aufhebung)하거나 판매가격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대량

생산된 상품인 때에는 제조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BGB 제437조 제2호, 제

439조).

품질보증책임설에 의하면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는 계약 시에(BGB 제434조),

종류물매매에 있어서는 위험의 이전 시(BGB 제480조 제2항)에 각각 매도인이

목적물의 성상에 관하여 보증(Zusicherung)하였거나, 하자의 존재를 악의로 침묵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악의이거나

이에 준하여 목적물의 특정한 성상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실책임의 관철 즉, 민법의 기본적 지도원리인 사

적자치와 자기책임원칙의 관철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62) 매도인에게 책임

을 부과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증이 계약상의 조건임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카달로그나 광고 등은 제조물의

적서에 대한 계약상 보증으로 볼 수 있다.63) 매매의 목적물이 보증된 성질을 갖

추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품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64)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설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도인이 필요한 고지․설명․협

61)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의 균형, 즉 거래의 대등
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 München, 1994, 1, S.35ff, S.347ff.

62)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법학」, 제11․12호, 한국사법행정
학회, 1995, 205면.

63) 매도자와 매수자의 양당사자가 물건에 붙여진 사용방법을 인식하고 있으면 묵시적 담보
가 인정된다(한봉희, 앞의 책, 259면).

64) 하종선․최병록, 앞의 책,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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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지 않고 제조물을 판매한 경우 등에서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다.

예컨대 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품의 일부를 중고로 바꾸거나 또는 매도인이 목

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지시

로 인하여 매수인이 사용을 잘못한 나머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65) 이에 의한 적극적 채권침해의 효과로서 매도인은 소비자에게 인적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제조자와 매도인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거래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

되는 부주의나 예견할 수 없는 손해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야기된 손해

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66)

계약법적 구성은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유통과정에서 ‘판매의 연쇄’(Absatzkette) 밖에 있는 이른바 ‘선의의 피

해자’(innocent bystander)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생산자의 명백

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배제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67)

(2) 불법행위법적 구성

제조물책임을 계약법적으로 구성함에는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손해

배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불법행위법적 책임으로 구성하려는 시도의 출

발점이 되었다. 독일에서 불법행위책임으로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최초의 판결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고등법원의 판결이다.68)

65)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7, 252면.

66) 한봉희, 앞의 책, 260-261면.

67) 윤성호, 앞의 논문, 326면 인용.

68) Vgl. OLG Stuttgart OLGE 18, 69, 71. 이 사건은 나무기계톱의 스위치 옆에 사용자를 위
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목수의 조수가 다친 사안에서 법원은 목수에게
그러한 보호장치 없는 나무기계톱을 인도한 제조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것이다.



- 49 -

독일민법 제823조(Schadensersatzpflicht) 제1항은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조항이

다.69) 그러나 우리 민법 제750조와는 달리 모든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법익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보호법규위반(BGB 제823조

제2항)70)이나, 선량한 풍속위반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침해의 경우(BGB 제826조)

에 대해서는 다른 구성요건으로 보호하고 있다.71) 그러나 피해자가 생산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

에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생산

과정에 대한 과실의 입증 곤란으로 인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사실상 불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자기가 고용한 피용자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객관적

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BGB 제831조).72)

대기업은 수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관련종사자 모두에 대하

여 지휘․감독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

므로 판례는 고려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잘못을 피해자가 아닌 생산자가 입증하

69) 이 규정은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법
익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보호법익의 침해는 제조자의 고
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과 재산 그 자체는 ‘기타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열거된 권리 중 하나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익에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그
침해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배상된다(김형배, 「민법학연구」, 박
영사, 1989, 465면).

70) 이 규정은 제조자가 보호목적을 가진 법규를 위반하였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특히 보호법익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한 재산적인 손실의 경우에도
제조자가 보호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상해죄와
관련된 독일형법 제223조, 제230조, 또는 도로교통법규 등과 같이 일정한 사회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규들, 전문적․기술적 설비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안전법, 생활필수품법 등이 있다.

71) 이 규정은 악의적인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 책임이다. 따라서 고의로 행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본조의 구성요건은 고
용직원들의 태업으로 상품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라던가 혹은 생산자가 특히 비난받을 만
한 상황하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의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72) V. Westphalen, Friedrich Graf(Hrsg.), §19 RZ.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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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915년 독일제국법원(Reiehsgericht)의 이른바 합성염사

건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73)

그러나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책임 구성하여도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피해자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불법행위책임법리의 수정

독일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은 생산자에게 과도한 주의의무의 요구를 관철시

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법규정의 근거를 벗어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는 고도

로 발달된 선진산업국가라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질서기능적 모순을 낳게 되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적정한 배상을 과실책임에 의한 불법행위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

가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 원칙의 수정 및 새

로운 법제도의 확립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제조자가 적

극적으로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불

법행위법리를 재구성하였다. 입증책임을 피해자와 제조자에게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제조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였다.74) 즉, 과실

의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 등에 의하여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75)

표현증명이나 입증전환의 법리도 과실책임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구체적 타당

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 책임법의 질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산자책임에 있

73) Vgl. RGZ 87, 1. 이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유통시킨 자에게 거래안전의무
(Verkehrssicherungspflicht)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Vgl. RGZ 163, 21,
26; RG DR 1940, 1293).

74) 김형배, 「채권총론」, 167면.

75)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94. 9,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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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불법행위법적 이론의 수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표현이론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일응의 증거

또는 표현증거를 입증할 때에는 제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자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곧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일정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형의

정형성에 의해 일정한 원인 또는 결과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견해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킬 뿐이며 정형적 사건 처리가 문제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조자가 제품의 결함에 대한 무과실적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

(4) 위험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

위험책임이란 무과실책임의 한 유형으로서 기계․기술적인 설비, 위험한 물질,

위험한 업무 등의 위험원천으로부터 위험이 실현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그 위험원천의 점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

다.77)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대중에게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제품을 유통과정에 투입하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 소비자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 있다는 데에 그 위험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

서 제조자가 아니더라도 결함있는 물품과 관련한 유통과정에 참여한 창고업자나

수입업자도 제조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8)

76) 연기영, “생산물 손해배상책임의 입법론적 과제”, 「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의당 장경
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220면.

77) Deutsch, E.Haftungsrecht, Band I, Allgeneine, Lehren, Koln(1976), 11 IV.; 윤용석, “서
독의 위험책임입법과 그 개정방향”, 「현대재산법의 제문제」(김기선박사 고희기념논문
집), 법문사, 1987, 307면.

78) 김형배, “하자있는 물품의 생산자책임”, 「법률행정논집」, 제17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
연구소, 1979, 99-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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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독일에서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Thalidomide 사건과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정책,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이 마련되어서 특별법으로 1989년

12월 5일 제조물책임법(Gesetz uber die Haftung fur fehlerhafte Produkte:

Produkthaftungsgesetz)을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

조물책임법은 총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 지참을 그대로 수

용하면서,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정액을 피해자의 자기부담으로 하여, 보험에 의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도 특별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 책임의 원칙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재물이 손상된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1항 본문). 이는 EU 입법지침 제1조와 같이 결함제

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과실과 관계가 없는 위험책임의 무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79) 다만, 재물손

괴의 경우에는 결함제조물이 아닌 다른 재물이 손괴되어야 하고 그 다른 재물은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제조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제1조 제4항). 이 경우 독일의 통설은 이미 제

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일 때 존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80)

79) 이은영․김성천, “독일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990. 10, 33면; H.C.
Taschner & E. Frietsch, a.a.O., S.105 Rdn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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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법의 주체는 제조자이다. 제조자란 완성품,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

자를 말한다. 또한 자신의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통해 스스로

제조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자로 본다(제4조 제1항). 즉, 제조물의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완성품을 제조하는 최종제조자, 천연재료나 1차 가공원료등을 제공하는

원재료제조자, 제조물의 다른 일부를 제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부

품을 만드는 부품제조자, 외관상 표시로 나타나는 유사제조자 등이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판매, 임대차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다른 형태

의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제조물을 EEC 설립조약의 적용지역

에 수입하는 자인 역내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본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제조물

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제4조 제

3항 본문).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은 다수의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

다. 즉,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제조자가 동시에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

우 그들은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배상의무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서 배상의무와 지급하여야 할 배상의 범위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손해가 누구

에 의해 얼마만큼 야기되었는가에 따른다(제5조).

(3) 책임의 대상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동산 및 전기를 말한다. 1차적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경제적 토

지생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농업적 자연생산물), 수렵물은 제외한다(제

2조). 모든 동산 및 전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소비

80) Peter, Arens, 吉野正三郞 譯, “ドイツ製造物責任訴訟の近時の動向-證明責任問題を中心に
-”, ジュリスト, 1990. 11, 7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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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 개인적인 최종소비에 쓰이는 물건도 포함된다. 다만, 동산의 개념이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81) 그리고 1

차 가공을 거친 자연재료는 제조물에 포함되므로 제분업자, 포도재배자, 양봉업

자 등이 밀가루, 와인, 꿀 등을 생산하고, 이 제품들에 결함에 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일반대중의 정당한 안전성에 척도

에 대한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사용, 유통되는 시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이는 제조물의 결함 유형에 따른 구별상을 어려움을 피하

여 법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기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이

다.82)

그러나 제조물은 나중에 보다 우수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

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3조 제2항). 또한 책임이 면제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결함제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의약품 분야에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5) 책임의 면제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경우 제조자의 배상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무과실책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① 제조

81) 권오승 외, 앞의 책, 102-103면.

82)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 책임귀속”, 「손해배상의 제문제」, 황적인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414-4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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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②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제조자가 제조물

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제조물에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거나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③ 제조자가 판매 또

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 기타 형태의 판매를 위해서 제조물을 제조한 것이 아니

며,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것이 아닌 경우, ④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강제법규를 준수함으로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⑤ 제

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

었던 경우(개발위험의 책임) 등이다(제1조 제2항).83) 또한 부품제조자 또는 원재

료제조자는 결함이 그 부품이 조입된 제조물의 구조 또는 제조물제조자의 지시

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조 제3항). 이와 같이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254조를 적용한다. 재물손괴의 경우 재물에 대해 사실

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제조물의 결함과 더불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야기된 경

우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제6조 제2항).

(6)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제1조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상해를 입는 경우 또는 재물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인적 손해

① 먼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치료중 근로능력이 상실 또

83) 이에 대해서는 권오승 외, 앞의 책, 105면 이하 참조.



- 56 -

는 감소되었거나 생계비가 증가함으로써 사망자가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배상의무자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배

상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사망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거나 부양의무를 지게 될 관계에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제3자가 부양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사망자가 추정

생존기간동안 부양할 의무가 있었던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

다. 그리고 상해당시에 제3자가 수태되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

상의무는 발생한다(제7조 제2항).

② 신체상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체 또는 건강침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거나 생

계비가 증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제8조).

③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의 생계비 증가에 대

한 손해배상 및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3자에게 보장되는 손해배상은 장래

에는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 경우 민법 제843조 제2항 내

지 제4항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④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과는 별도로 민법에 의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84) 그러면서 통상의 위험책임법에서 나타나듯이 최고한도액을 명시하

고 있다. 어떤 제조물 또는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조물에 의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6천만 마르크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

다(제10조 제1항).85)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배상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손해배상액은 그 총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

된다(동조 제2항).

⑤ 약사법의 적용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리고 인가의무가 정하여

84) 권오승 외, 앞의 책, 107면.

85) 독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의 경우 형평성, 경제적 예견가능성, 제조자의 보험
가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하종선․최병록, 앞의 책,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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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거나 법규에 의하여 인가의무가 면제된, 인체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의약품

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는 제조

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된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

한다(제15조).

⑥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의무(인적, 물적 손해)는 사전에 배제하

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제14조).

2) 물적 손해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재물손괴시 결함제조물이 아닌

다른 재물이 손괴되고 그 다른 재물은 통상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

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결함제조

물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1

조). 이는 EU 지침 제9조에 따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은 배상

청구권자가 손해, 결함 및 배상의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2조 제1항). 독일 민법 제852조의 규정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30년의 소멸시효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규

정은 두지 않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3항).86) 한편 배

상의무자와 배상청구권자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

인 경우 협의의 계속이 거절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제12조

86) 권오승 외, 앞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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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그리고 동법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을 유통

시킨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절차

나 독촉절차가 계속중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

권이나 다른 집행권원에 의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판외의

화해대상인 청구권 또는 법률행위상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인된 청구권에 대해서

도 그러하다(제13조).

제4절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1. 개 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조류가 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의 요청이 일본에서도 제기되어 제조물책임이 사회적 관심사

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 사례는 존재하

였지만, 소비자나 이용자가 그 피해로 인한 구제는 피해자와 매매계약의 직접적

인 상대방인 판매자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을 뿐,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논의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다가 1955년 비소분유중독으로 100여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 삼영비소밀크사건87)이 발생하였지만, 일본 후생

성의 위원회는 ‘도덕상․풍속상의 책임’을 근거로 한 보상금지급에 의한 방안에

그쳤을 뿐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87) 通商産業省編 産業政策局, 消費經濟課 編, 「製造物責任法の解說」, 通商産業省, 1994,
42-43면: 이 사건은 유아용 분말우유에 안정제로서 첨가한 제2린산소다에 불순물인 비소
가 혼입되어 있어 우유를 먹은 유아들이 비소중독에 걸린 사안이었다. 처음에는 제조물책
임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나, 면접조사를 통해 피해자 중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든가 비
소중독의 휴유증으로 나타나는 간질 및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많이 발견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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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69년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이 결함자동차

를 회수한 사실이 미국과 일본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결함자동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이 법률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가네미유증사건88), 1971년 스몬사

건89)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제

조물책임법의 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90)

2. 제조물책임법리의 전개

(1) 계약법적 구성

과거 1:1의 대면거래에서는 상품에 결함이 있으면 고객은 제조자에게 크레임

을 제기하여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 대부분의 거래는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

공하는 제품을 그 제품의 외형이나 설명서, 브랜드 명을 신뢰하고 구입할 뿐이

며, 그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직접 판매업자나 제조자에게 크레임을 제기하

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계약법적 접근방법으로 보증에 의한 책임, 하자담보책임의 확대, 부수의무위반으

88) 이 사건은 가네미 창고회사가 제조․판매한 미당유를 섭취한 소비자 중 15,000여명이 유
기염소중독 증상을 나타났고, 그 중 5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그 원인이 식용유의 제조과
정에서 유해한 PCB가 혼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피해자들이 가네미회사와 기계
제조회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澤井裕, “カネミ油 中毒事件”, ジユリスト
900號 記念特輯 法律事件 百選, 1988, 160-161면 참조).

89) 이 사건은 세균성설사 등의 치료약인 Chinoform의 과잉투여 때문에 하반신마비와 중증
의 시력장해 등을 일으킨 환자가 속출한 사건으로 처음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중에 그 원인이 스몬에 의한 신경마비증상(Subacute Myelo-Optico-Neuropathy:
SMON)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안이다(淡路剛久, “スモン事件と法”, 有斐閣, 1981, 3면 이하).

90) 淸水兼男, “スモン訴訟と醫師․製藥會社の責任”, 「判例時報」, 第950號, 1980, 14面; 森島
昭夫, “製造物責任の發展(1)-製造物責任問題の展開”, 「消費者法講座(2) 上品の缺陷」,
1985, 125面; 三浦泉, 「醫藥品をめぐる法的責任」, 法律文化社, 1990, 53面; 平野克明, 「缺
陷商品訴訟と製造物責任」, 成文堂, 1993, 29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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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책임 등에 의한 법리에 따라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을

계약책인 내지 그에 준하는 책임으로 접근할 경우 그 이론적 기초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 실익도 크지 않은 반면 핵심인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91) 즉, 제3자인 피해자를 포함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연쇄적 매매에 구애받는 편협성이 존재하고, 결함제조물에 의한 손해를 통일적

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92) 결국 제조물책임은 민법규정에 없는 것으로 계약

책임에 의제하여 법리를 구성할 필요는 없고, 불법행위책임의 특수 유형으로 파

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93)

(2) 불법행위법적 구성

상품에 사용되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유통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계약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제조자를 상대로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고, 이러

한 경우에 제조자에게 제조물에 의한 가해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제조자의 책

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불법행위법적 법리(민법 제709조)가 구성되었다.94)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달성하였지만, 제조물책임을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구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95) 즉, 일본의 불법행위책임은 고

의․과실이 존재하고,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손해가 그 가해행

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사고의 경우에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하는 학설로는 위험책임설, 보상채임설, 신

뢰책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96) 위험책임설은 제조물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91) 박경재, 앞의 논문, 66면.

92) 德本鎭外, 「民法要設說(3) 債權法」, 有斐閣, 1977, 350面.

93) 박경재, 앞의 논문, 66면.

94) 권오승 외, 앞의 책, 117-118면.

95) 일본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박경재, 앞의 논문, 67-71면 참조.



- 61 -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

민법 제7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보상책임설은 제조자와 판매자는 그 제품으로부

터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는 그 손해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신뢰책임설은

제조자가 그 제조물에 자기의 상표, 성명 기타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한 경우에 소비자는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므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뢰책임설은 물건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일본 민법 제717조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신뢰이론을 불법행위법상 규현하고자 한 것이다. 토지의

공작물이 이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의 공작물 그 자체의 안전성 또는 사용의 안전성이 일반 대중에 의

하여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 대중의 신뢰는 존재하는 물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지 토지의 공작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몰건의 하

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리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언제라도 소비가능한 상태에서 유통과정에 놓여진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토지공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못지 않다는 것이다.97)

판례는 대체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인 과실의 내용을 가능한 한 객관화, 추상

화하여 피해자구제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아갔다.98) 그러나 과실책임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 피해자구제에는 미흡하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과실책임의 원칙

을 변경할 필요성과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도입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99)

96) 山本庸幸, 「註釋 製造物責任法」,ぎようせい, 1994, 6-7면 참조; 권오승 외, 앞의 책, 121
면.

97) 有川亨, 「生産物責任論」, 日本評論社, 1981, 275面.

98) 권오승 외, 앞의 책, 119면.

99) 山本庸幸, 앞의 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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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상 제조물책임을 구성하는 것은 제709조에 일반불법행위론에 의하는

것이 그 적용범위가 넓고, 가해유형이 다양하므로 가장 타당하다고 한다.100) 그

러나 제조자의 고의․과실과 결함 및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관계입증이 필

요하다. 이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이론구성이 과실을 예견가능성을 존제로 한

결과회피의무위반으로 구성하는 것이다.101)

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73년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제도를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를 시작하였고, 1975년 제조물책임연구회가 검토결

과를 작성한 법안을 제안하면서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이 공표되었다.102) 이후

1993년 12월 국민생활심의회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

피해방지 구제의 존재형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

해구제를 위해 무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03) 1994년 일본정부는 소비자행정의 중요사항으로서 제

조물책임제도의 법제화를 시작하였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

법은 6개 조문과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손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책임 원칙

일본의 제조물책임은 제3조에서 제조업자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100) 國井和郞, “製造物責任”, 果實․缺陷․立證責任論, 商事法務硏究會, 1987, 36-37面.

101)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論」, 東京大學出版會, 1971, 413面.

102) 川井健, 「製造物責任の硏究」, 日本評論社, 1978, 21면 이하.

103) 川口康裕, “製造物責任の成立について”, 「ジュリスト」, 第1051號, 1994. 9, 45-52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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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업자등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입법추세에 맞추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 책임의 주체

일본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3항에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할 책임의 주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항에서 “제조업자 등”으로 규정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수입업자),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써 당해 제조물에

자기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를 한 자(성명등의 표시업자) 또는 당해 제

조물에 그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이외에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형태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실질

적 표시제조업자) 등을 말한다(제2조 제3항). 따라서 단순히 유통에 관여한 자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104)

(3) 책임의 대상

일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제2조 제1

항). 동산이면 그것이 소비재인지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범

위는 매우 넓다. 따라서 부동산과 무, 토마토, 시금치 등과 같은 미가공의 농축

임수산물 등 자연상태에서 수확된 1차 생산품은 제조물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혈액이나 장기 그 자체는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

혈용 혈액제의 경우에는 포함된다.105) 또한 동산이어야 하므로 노동력의 제공이

104) 浦川道太郞, 박수곤 譯, “日本における製造物責任法”, 「한독법학」, 제12호, 한독법률학
회, 1996. 9, 126면.

105) 山本庸行, 앞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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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되는 서비스제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에 제공된 제조물과 소프트웨어 부착된 반도체 칩 등은 제조물책임의 대

상이 된다.

(4) 제조물의 결함

일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

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

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

한다(제2조 제2항). 즉,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을 제품의 특성, 사용형태, 인도시기를 정하고 있

다. 이는 결함개념의 명화화와 쟁점 확산 방지에 의한 피해자 구제요청과의 조

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안전성에 관계없는 품질 및 성능의 저하는

그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이란 제품의 절대적인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갖

추어야 할 정도를 말한다.

(5) 면책사유

제조물책임에 대한 예외사유로써 제조업자 등은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

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과한 지식에 의하여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와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

재료로 사용될 때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 등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 등

을 증명한 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6) 손해배상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 즉, 자연인 및 법인의 생명․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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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산상 침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진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써 적극적 손해는 물론 일실이의 상실인 소

극적 손해와 무형의 재산인 위자료와 사회적 신용의 훼손 등의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일본 민법

제416조를 유추적용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제3조 단서는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여 당해 제조물 이외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106)

(7) 기타 사항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책임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5조 제1항). 다만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있

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하게 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

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5조 제2항).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이 결함을 책임원인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손해배

상책임에 대하여 이 법률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6조). 따라서 일본 민법상의 과실상계(제722조 제2항), 금전배상의

원칙(제417조, 제722조 제1항), 면책특약의 효력(제90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

료(제711조), 지연배상금(제419조, 제404조)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도 적용된다.

106) 확대손해의 유무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를 구별할 이유에 대해서는 권오승
외, 앞의 책, 150-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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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8개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된 것으로 2000년 1

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6109호로 신규 제정되었고, 200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제조물책임법과 기존의 소비자보호제도와의 차이

및 제조물책임에 대한 우리 판례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제조물책임법의 전체

적인 내용과 각 조문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동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법 시행

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제1절 민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구제한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

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예컨대, 계약

책임을 근거로 피해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

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게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책임에 좇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밖

에도 제품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보험, 각종의 공적인 보험, 연금, 그 밖의 구제

제도에 의해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1. 계약책임

계약책임이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에 기초하여 구

성된 책임을 말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를 계약책임에 의할 경우 입증

책임이 가해자인 제조자에게 있고, 제조물의 수선, 교환, 대금감액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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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론이다. 반면에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이론으로 구성할 경우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하

자에 대한 결과손해를 중심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소비자와 가해자인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계약당사자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용자나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매매의 연쇄가 단절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1)

(1) 채무불이행책임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해당한다. 결함제조물

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불완전이행이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그 급부의 내용이나 방법이 불완전하거나 그밖에 채무

이행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

한다.2) 즉, 제조물책임을 불완전이행 내지 급부가 불완전한 결과 채권자에게 이

행이익의 손실을 넘어 다른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준 확대손해를 야기하는 소위 적극적 채권침해의 경우로 보아 그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3) 예컨대, 결함제조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품의 교환에 의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수리를 청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는 불완전한 이행으로써 새로운 법익의 침

1) 한봉희, “제조물책임의 입법동향과 그 적용법리”,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재산
법학회 1990, 151면; 권영준, “제조물책임의 계약법적 구성”, 「안동대학논문집」, 제4권 제
1호, 안동대학, 1982, 421면.

2)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6면.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8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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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이고 이는 적극적 채권치해의 대상이 되는 피해라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채

무불이행으로써 이행이익의 배상 내지 결함제조물 자체의 배상청구, 수리나 교

환청구,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써 확대손해도

전보될 수 있을 것이다.4)

적극적 채권침해론은 제조물책임에서의 피해와 그 구조가 동일하므로 과실책

임이기는 하지만 계약당사자 관계가 존재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유통구조하에서 직접적인 계약관계

는 드물기 때문에 그 이론구성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제한은 없지만 매수인에게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 매도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그 의무위반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적극적 채권침해는 본래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므로 그 인정여부에 어려움이 있고, 손해배상이 좁은 범위에서 밖에 인정되

지 않을 우려와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2)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외에도 임대차계약 등의 유상계약에도 일

반적으로 적용되지만(민법 제567조), 도급계약에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667조).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와 불특정물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의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80조 제1항),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특정이후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정물의 하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4) 김희곤, “제조물책임의 법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1988,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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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581조 제2항).

하자담보책임의 하자란 매매의 목적물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이나 성

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

대되는 안전서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결함과는 다르다.5)

제조물책임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로 묻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인 매수인 제

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제조자 등에게 그 책임을 추궁함에서 있어서 강력한 수

단이 된다.6)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

약당사자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 증명이 곤란하고, 손해배

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의 구제

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7). 그리고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라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서 짧은 권리행사기간으로 인하여 면책특약

이 유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민법 제586조)는 문제가 있다.8)

(3) 보증책임론

위의 하자담보책임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계약당사자 관계의 요건을 극복하

기 위하여 현대 사회의 복잡한 유통구조하에서 제조자는 자기의 제조물에 대하

5) 권오승 외, 앞의 책, 8면.

6) 이은영, 「채권법각론」, 박영사, 2002, 339-330면, 904면; 권영준, 앞의 논문, 421면.

7)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뢰이익설, 이행이익설, 대가적 제한
설, 대금감액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 1999, 626-627면; 김주수, 「채권각
론」, 삼영사, 1997, 204-205면; 어인의, “일반불법행위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문제점”, 「법
학논집」, 제8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129면). 반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대
손해를 포함시키자는 견해도 있다(김형배,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제19
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81, 148-150면; 이은영, 위의 책, 317면).

8) 김희곤, 앞의 논문, 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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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하여

보증한 것으로 보고, 제조자는 이 보증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젝접 제조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9) 그러나 품질보증은 제조물

의 하자를 보증하는 것으로 상품성의 숨은 결함을 의미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

의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함을 의미하므로 개념이 서로 다르므로 적절

한 대응이론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품질보증서에 일정한 경우에

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약관을 첨부한 경우, 그 약관에 의하여 제조자가

면책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인신손해

등의 확대손해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에서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10)

(4) 채권자대위권의 유추적용설

채권자대위권의 유추적용설은 다단계적 유통구조를 가정하여 제조자(최초매도

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순으로 연결되는 유통질서하에서 소비자는 중간

상인에 대하여, 중간상인도 제조물의 공급자인 제조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순차

적으로 대위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가 중간상인이 제조자에 대해서 가지

는 청구권을 대위 행사가 가능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적극

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론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책

임재산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을 유추적용하여 제조물책임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적 견지하에서 제

조물책임소송에서 중간상인이 제조자에 대해 종국적 지위에 있고, 경제적 이해

9) 권오승 외, 앞의 책, 10-11면; 한봉희, 앞의 논문, 152면; 전창조,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
자 피해의 공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석당논총」, 제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연
구장려회, 1977, 191면; 김희곤, 앞의 논문, 43면 참조.

10) 박경재,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02,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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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구상소송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1)

(5) 계약책임의 수정이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조물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12) 그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약책임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제3자 보호효

를 갖는 계약이론, 보증계약이론, 신뢰계약이론, 구상의 소 등 다양한 견해가 제

시되었다.13)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이론은 결함제조물의 제조자로부터 도매상으로 다시

소매상으로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매매된 경우에 최종소비자가 그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자와 중간상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제3

자인 소비자의 이익보호에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직접 제조자를 상

대로 계약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그러나 전전유통되는 결함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언제나 매매계약상 보호를 받는 제3자로서

의 지위를 가지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론상으로도 난점이 있다고 한다.15)

보증계약이론은 제조자는 제조물에 대하여 그 용법에 품질보증을 한 경우에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11)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90면; 김현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사
회과학논문집」, 제7집, 연세대학교, 1975, 34면.

12) Christopher Hodges ed.,, product Liability-European Laws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3, p.4.

13) 권오승 외, 앞의 책, 10-11면 참조.

14) 김민중, “계약법에 의한 이론의 발전과 그 최근의 동향”, 「저스티스」, 제24권 제2호, 한
국법학원, 1991, 111면.

15)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94. 9, 34면; 박
경재, 앞의 논문,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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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위반으로 소비자는 직접 제조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즉, 묵시적 보증의 경우에

도 보증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

명․신체 기타 재산상 발생한 손해 이외의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렵다

는 점에서 이론상 한계가 있다.17)

신뢰계약이론은 제조자는 상품에 대한 광고나 널리 알려진 상표를 통하여 또

는 지시․표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신뢰를 형성

하고 있고, 이 신뢰는 제조자의 상품의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까지

지배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신뢰에 대한 위반으로

제조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18) 그러나 최종소비자가 광고나 품질표시

와 무관하게 제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책임인정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19)

2. 불법행위책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상 계약책임에 의한 소비자보호 피해구제는

계약당사자 관계, 확대손해의 인정여부의 문제 등 그 한계로 인하여 결함제조물

로 인한 제조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불법행위법에서 해결하기 시작

하였다. 불법행위는 그 본질상 법률의 근본목적에 반하고 법질서를 깨뜨리는 행

위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0조).20)

16)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303면; 加藤一郞, 「註釋民法(19), 債權(10)」, 有斐閣,
1980, 131-132面 參照.

17) 김상용, 앞의 논문, 34면; 박경재, 앞의 논문, 144면.

18)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 -Besonderer Teil- 12. Aufl., Verlag
C. H. Bech, 1981, S.73f.

19) 김상용, 앞의 논문, 35면; 박경재, 앞의 논문, 145면.

20) 김희곤, 앞의 논문,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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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분야에서는 새로운 계약유형을 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더라도 계약자유

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는 과

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따라 우리에게 풍부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사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처리방법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하나의 특색으로 새로운 특별법이 많이

제정되고 발달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21)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화가 되기 이전의 세계적 주류도 그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첫째,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제

조자와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를 계약관계로 확대해석 내지 의제하는 난점을 해

소할 수 있고, 둘째,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피해의 구조적 특징인 피해

의 보편성과 광범위성, 피해원인 규명의 곤란성, 그리고 당사자의 대등성과 피해

의 심각성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셋째, 과실의 입증책임을 무과실책

임으로 전환을 인정한다면 피해자를 보다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고,

넷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배상능력

이 결여되어 있는 중간상인보다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생산자에게 제조물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있기 때문이다.22)

(1) 일반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

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여 해당 책임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

21) 권용우, “우리 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 동향”,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1. 12, 219면.

22) 김상용, 앞의 논문,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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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한 특수한 불법

행위이지만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해석론

에 의해 그 이론구성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고,23) 또한 결함제조물로 인

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라는 결과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구성할 경우에 첫째, 결함이 존

재할 것, 제조자에 과실이 있을 것,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

가,24) 둘째, 과실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셋째, 무과실책임으로서 결함

개념을 불법행위책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25) 넷째로 제조물책임을 불법

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할 때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충분한 이론이 될 수 있는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6)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지만, 불법행위소송에서는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결과회피의무위반의 행위를 말한다. 대량생산․대량

소비라는 현대 사회의 유통구조하에서 당해 제조물의 제조자는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조자는

당해 제조물이 그 의도된 목적과 용도에 합리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고 과학 기술지식 수준에 맞추어 소비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

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의무의 위반이

2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544면; 권용우, 앞의 책, 1999, 623면; 한봉희, 앞의
논문, 153면.

24) 곽윤직, 위의 책, 544면; 이은영, 앞의 책, 907면

25) 伊藤進, “民法解釋論としての製造物責任”, 法學セミナ-, 第434號, 1991, 35면.

26) 한봉희, 앞의 논문,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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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27)

불법행위법상 가해자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하

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과실의 입증문제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은 소비자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영미에서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과실의 존재가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는 사실추청의 원칙(Res Ipsa Loquitur) 이론과 실정법을 위반하였

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과실자체를 추정하는 원칙(Negligence per se) 등이

주장되고 있다. 피해자는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는 반증으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

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제조자에

게 입증부담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전통적 과

실책임이론으로 해결한다는 점과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이

론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28)

(2) 특수불법행위책임

1) 공작물책임법리의 유추적용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에게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

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통해서 특수불법행위책

임을 구성하려는 이론이다.

27) 김희곤, 앞의 논문, 53면.

28) 한봉희, 앞의 책,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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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의 규정은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의

원리에 바탕을 둔 무과실책임(Haftung ohne Verschulden)의 한 유형으로써29)

그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특정한 물건에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한

다.30) 즉, 위험원천(Gefahrenquellen)이 되는 공작물의 점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

자가 부담하는 공작물책임을 제조물책임에 유추적용하자는 것이다.31) 그러나 대

량생산․대량소비되는 제조물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을 공작물로 보기는 곤란

하고, 제조자가 전전유통되는 상품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의제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32) 또한 공작물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중점을 둔 것이고, 제조물책임은 결함제조물의 제조․판매로 인한 피해자보호라

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공작물책임의

법리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33)

2) 사용자책임법리의 유추적용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제조과정에

서 피용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결함제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민법 제

756조 제1항의 규정과 책임 인정의 이론적 근거가 유사한 점을 들어 제조물책

임의 법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34) 따라서 그 요건에 있어서 우선 사용자의

2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본래 공작물책임은 위험책임론에 입각하여 위험
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에게 위험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이
를 위반한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려는 정
책적 고려에서 나온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자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볼 수 있다.

30) 권오승 외, 앞의 책, 12면.

31) Deutsch Haftunsrecht I, S.363.; ders., Karlsruher Forum 1967, S.6.; Gefahr,
Gefährdung, Gefahrerhöhung, FS für K. Larenz, Schadensersatz, §77 I.; 연기영, 「생산
물손해배상책임법」, 육서당, 1999, 102면.

32) 권오승 외, 앞의 책, 12면.

33) 김현태, 앞의 논문, 38면.

34) 권용우, 앞의 책, 6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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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위한 피용자의 사무집행행위가 있고,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하며,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개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대위책

임이라는 점과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

조물책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

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에 직접 제조물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없다.35) 나아가 기업을

조직적 통일체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론으로도 충분할 것이

며, 사회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조직적 과실을 문제로 하면 될 것이다.36)

3) 공동불법행위책임법리 적용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가 성립되므로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37).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의약품의 결함과 의사의

처방 오류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료장비의 결함과 조작의 오류로 피

해를 입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38)

35) 김희곤, 앞의 논문, 61면.

36) 北川善太郞․植木哲, “製造物責任法の諸問題(1)-責任の性質”, 「現代損害賠償法講座 4」,
1974, 304면; 김현태, 앞의 논문, 32면.

37) 불법행위자간에 의사적 관련공동성(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의 공동)은 필요없고, 객관적
관련공동성(사회통념상 결과의 발생이 한 개의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의 일체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본다면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 인과관계의 중
단사유로 되기보다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北川善太郞․植木哲,
앞의 논문, 305-306면; 김현태, 앞의 논문, 32면; 홍천룡, 앞의 논문, 132-133면).

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
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
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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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검토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결함 제조물과 관련한 판례

를 다소 찾아 볼 수 있으며, 현재 제조물책임법의 내용도 학계와 기업계, 법조

계, 특히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판례는 대

체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적 책임으로 제조물책

임 소송을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과실책임의 원칙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일부 판결에서 결함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을 물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 전과 제정 후의 제조

물책임문제를 다룬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상사료사건39)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1972. 12. 14경 피고로부터 사료성분보증표까지 붙은 완전배

합사료 2종과 종계용기초사료 2종 각 10톤씩을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였

으나, 그로부터 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촉

되고 복강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이르키고 계사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약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 되어 끝내는 모두 폐기처분하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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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른 사건이다. 그리고 감정인에 의해 1973. 7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현상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A도 피고 공장으로부터 구입

한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닭들에 급식한 결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모두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아울러 감정인이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

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원고가 이사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게 뉴켓슬

예방주사를 시주한 바는 있었으나 그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

다. 이에 원고는 사료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다.

(2)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영양학적․생리적 작용을 하여 산란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원인이 구체

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다면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

었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 제조 판매자에게 불법행위

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경상사료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여러 사실을 들어 결함을 인정하고, 제

조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고, 개연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입증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판례이다.40)

40)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 책임귀속”,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황적인
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0, 419면; 이영준, “한국 판례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한독법학」, 제8호, 한독법률학회, 1990, 160-162면; 황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과실
과 인과관계의 추정”, 「한독법학」, 제8호, 한독법률학회, 1990,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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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감 주사기결함 사건41)

(1) 사실관계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던 중 주사

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왼쪽 눈 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던 순간 공기압

력에 의하여 주사기 바늘이 펑하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안에서 원고는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

구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던 교재용 또는 완구용 주사기는 주사침을 주사기몸

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

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한 동 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

한 피고가 동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

위책임을 인정하였다.

(3) 검 토

위 판결은 단순히 과실에 관한 입증의 완화가 아니라 제조자에게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실체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41) 대법원 1979. 1. 26. 선고 79다1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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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2) 즉, 행정기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따라 책임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행

정상 안전기준은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할 만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단속규정으로 민사책임인 제조물책임과 그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책임의 결함판정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기준에 입각하여 판결한 것이다.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도 이는 문제된 사건이 행정상 안전기

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

다.43)

3. 변압기 폭발사건44)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광업소에 1984. 10. 31. 납품계약에 따

라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를 제작․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광업

소 내 자체변전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에 1987. 1, 17. 10:00 화재가 발생하여

(1차 폭발) 소속 직원이 일단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여 불길을 잡았다. 1차 폭

발은 이상전압 침입 또는 기기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선간 또는 층간 합선에

의한 단락으로 발생하여 아크(Arc)가 발생하자 변성기 1차 코일의 하단부분이

소손 및 약간 파괴되고, 동시에 주위 절연유가 고온 및 기화되면서 인화점 이상

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10:15분경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변압변

류기가 다시 폭발하였다(2차 폭발). 끊어진 전력이 다시 공급되자 절연유의 온도

42)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판례와 입법-”, 「법조」, 제51권 제7호, 법조협회, 2002,
47면; 양창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법학」, 제42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01, 94면.

43) 經濟企劃廳, 「제조물책임제도を中心とた總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濟の在り方似ついて,
1993, 27-28면.

4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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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온으로 기화된 상태에서 66,000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게 되어 2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와 진화작업을 하고 나

오는 원고의 소속 직원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화상을 입게 되었다. 2사람

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원심은 위 변압변류기는 형식승인과 검수시험에 합격한 후 원고의 광업소에

설치․사용되어 온 것으로 내부발생열이 방산되지 않아 온도가 상승하여 절연열

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위 변압변류기에 미루어 극히 희박하고, 2차 폭발시

안전판이 작동하더라도 안전판을 통하여 절연유가 분출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변압변류기에 원고 주장의 내부구조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

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압변류기의 1차 폭발원인이 350kv를 넘는 전압의 충격으

로 일시에 절연파괴가 된 경우와 350kv 이하의 전압의 누적적 충격 또는 계속

된 부분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가 된 경우 중 어느 경우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가려보고, 후자의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한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등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사건

변압변류기의 결함 내지 하자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미진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제품의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

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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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단의 주요한 증거인 감정결과를 보면, 이 사건 변압변류기는 350kv의

뇌충격전압에 합격한 것이므로 350kv 이상의 경우에는 절연파괴가 될 수 있고,

또 2년 2개월간 장기사용하였으므로 신품때보다는 성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350kv를 넘는 어떠한 전압의 충격에도 견딜수 있는 안전성과 내구성

을 갖춘 변압변류기를 제조한다는 것은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

대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변압변류기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2) 변압변류기의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

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

다면,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

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정서내용을 살펴보아도 350kv 이하의 작은 전압의 누적된 충격이나 계속된

부분방전에 의한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절연파괴가 되는 경우 점진적인 절연열화

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

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성능보존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불분명

하다. 만일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

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화 내구연한이 2년 2개월을 초과한다면, 그

내구연한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

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작공급계약상 성능보장약정의 법적 성질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일정기간 보장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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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소비자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제조자는 즉시 재제작납품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성능보장은 제작공급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 할 것을 약속한 이

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보장한 성능보장기간 내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

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결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제품의 결함여부는 성능보장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45) 또한

행정상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상 공익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과

그 취지가 다르며, 결함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제조자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46)

(3) 검 토

변압기 폭발사건에 관한 판결은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본격적으로 논하고 있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47) 이 판결은 피고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실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

고 하자(결함)의 유무만을 문제삼고 있다. 이 점에서 제조물책임에서 무과실책임

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 올 소지는 있다.48) 그러나 종

래 과실책임을 전제로 한 경상사료사건49)을 폐기하지 아니한 점에서 과실책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과실의 내용을 이루는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의무

위반을 극히 고도의 것으로 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실제

45) 민경도, “제조물책임”, 「법과정의」, 경사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629면.

46) 經濟企劃廳, 앞의 책, 27-28면.

47) 윤진수, 앞의 논문, 48면.

48) 민경도, 앞의 논문, 620-621면 참조.

49) 대법원 199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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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책임과 같은 취지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0)

한편으로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의 요건으로 “하자” 내지 “결함”의 개념을 인

정하고자 하였다. 즉 제조자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51)

4. 솔루메드롤 부작용사건52)

(1)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A가 1983. 6. 29. 교통사고로

뇌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은 직후 응급입원한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뒤 뇌압

하강과 뇌기능보호를 위한 중증 쇼크치료제로 쓰이는 부신피질호르몬제제인 솔

루메드롤(Solumedrol)을 투약하였으나 위급한 고비를 넘겨서 투약을 중단하였다

가, 다시 우측안면신경 중증도 마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각 투여 당시에 위 원고

나 가족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솔루메드롤을 3일간 250mg씩,

다음 3일간은 매일 125mg씩 주사하여 원고의 중증 뇌부종 및 안면신경마비증세

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퇴원시켰으나, 1년 5개월 이후에 위 약품투여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 원고에게 대퇴골두골저 무혈성괴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대퇴

골 골두의 변형과 함께 고관절의 2차적 변화 및 운동장애가 수반되는 불치의 병

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증상이 고착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법인과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50) 윤진수, 앞의 논문, 49면; 민경도, 앞의 논문, 621면; 이영애, 「제조물책임법리의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4, 410-412면 참조.

51) 윤진수, 위의 논문, 49-50면 참조.

5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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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요지

1) 의사의 설명의무

원심판결은53) 응급입원 당시 및 의식회복 후 발생한 신경마비증세에 대한 치

료가 급박하여 치료방법 및 약제사용에 관한 사전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원고가 사전에 치료방법, 약제의 선택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해도 투약에 동의할 것으로 추정

되며, 위 부작용은 지극히 비전형적인 사례이고, 그 발생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

이므로, 두부손상이 완치된 후 부작용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고, 설령 이를 원고들에

게 예고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발병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역시 배척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즉, 의사는 병을 반드시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

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

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

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

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53) 서울고등법원 1992. 5. 12. 선고 91나556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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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요건

원고와 같은 입원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

을 들을 수 밖에 없고, 의약품의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일 뿐만 아

니라 원고에게는 의외의 것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 만으

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두부손상 치료후에 그 부작용이

나, 합병증의 징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투약을 위하여는 부작용 등의 가

능성에 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고, 의사가 그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에 따른 투

약을 할 경우에도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 법인의 이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의사입장에서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부

작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

3)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투약 여부

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

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의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그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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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의 판례로써 원심법원은 모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서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부작용으로써 제조업자가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표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책임을 부과시킨다

고 할 수 있다는 입장하에서 신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기각시켰

다. 대법원에서도 의약품제조업체가 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그 약품설명서에 의하여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와 경고의

무를 다하였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결이 의미를 갖는 것은 환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의식

이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치료행위는 긴급행위로 보아 설명의무 등

이 배제될 수 있지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는 긴급행위가 아니므로 환

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및 복용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

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노래방 스토어사건54)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스토어를 매입하여 원고 A회사 스스

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위

노래방기기 세트를 원고인 소비자 B, C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에 상품적합성이 없어서 원고 A회사는 영

54) 대법원ﾠ1999. 2. 5.ﾠ선고ﾠ97다26593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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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의 손실(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믿고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하다가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위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입은 모든 손실)을 원고 B와

C는 노래방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불

이행으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 B, C가 피고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 광고로

인하여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것으로 믿게 되어 위 노래방 기기 세트

를 매수하였다는 점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B, C가 원고 A를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 C에 대한 노래방기기 세트의 매도인은 원고 A회사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원고 A회사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스토어의 일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일

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이 사건 스토어 중의 일부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

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상의 손실의 배상청구를 기각

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제조물 자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

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

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

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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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업자(공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위 제조회사로부터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를

매입하여 위 대리점 스스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위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위 대

리점을 제조회사의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조회사가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위 대리점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

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곧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

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검 토

이 판결은 제조물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인 소

비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결함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

함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위 노래방기기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판결로써 그

발생한 손해가 일반 불법행위법의 이론상 배상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는 문제는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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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V 폭발사건56)

(1) 사실관계

원고가 1994. 10. 13. 甲과 그 소유의 2층 주택에 관하여 화재, 도난, 폭발 등

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종합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딸인 乙이 1996. 7. 3. 12:00경 이 사건 건물 내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전(VTR 겸용의 TV)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TV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았으나,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 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

어 급기야 甲 소유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이 사건

은 TV 브라운관 내의 전자총 부분(고전압이 걸려 있음)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

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

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TV는 피고 회사가 1988년 말경부터 1990년 초경까

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 甲은 화재 발생 약 6년 전에 이를 구입하여 사고시

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수리 및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제3자라고 주

장하면서 구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TV가 발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TV가 제조시 안전성이 결여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甲김이 사용기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실 등에 의한 관리소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

원은 원고는 甲에게 이 사고로 인한 피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위의 사실에 의하

여 이 사건 TV의 폭발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TV는 그 이용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

55) 윤진수, 앞의 논문, 65-66면 참조.

56) 대법원ﾠ2000. 2. 25.ﾠ선고ﾠ98다15934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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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TV를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는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甲이 입은 재산상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자인 원고는 甲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甲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ﾠ
1) 제조물책임의 개념 확인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

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57)

2) 입증책임의 완화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체로 소비자가 알 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

문에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특

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5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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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TV

가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

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

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하

였다.

3) 피고회사의 오사용 항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甲의 오사용 내지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화재감

정서에 의하면 TV의 고전압 부분에서 발화할 수 있는 경우로 고전압부에 쌓여

있는 먼지가 습기를 흡수하든지 아니면 머리핀, 벌레 또는 물 등이 들어가서 누

전을 일으키는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기술품질

원장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TV의 고

전압부인 전자총은 밀폐된 브라운관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상 수상관 외부

의 습기나 머리핀, 벌레 등을 흡수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누전발생원인에 관한 화재감정서의 일부 기재

와 甲이 TV를 구입한 후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의

오사용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도 그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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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구연한의 도과로 인한 면책주장

피고는 이 사건 TV를 제조 당시 그 내구연한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설

정해 놓았고, 甲은 이미 이 사건 TV를 구입한 지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책임기간의 도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텔레비전

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

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3) 검 토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이후에 나온 판결로써 그 시행과 관련하여

동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을 명백히 하여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을 열거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은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8) 원칙적으로 그 성립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함의 존재․결함

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에 의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된다.59) 또한 제품의 내구연한은 그 제품의 결함

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밝

58)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229면.

59) 이 판결에 대해 윤진수교수는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소비자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
기 위하여 공해소송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간접반증이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윤진수, 앞
의 논문,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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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대법원 판례이다.60)

7. 자동차 화재사건61)

(1) 사실관계

원고가 1992. 4. 18.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인 승용차에 관하여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승용차는 1993. 4. 8. 21:40경

소외 1의 아들 소외 2가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는데, 같은 날 23:50경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199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고 회사의 성동

지점에서 2차에 걸쳐 엔진 이상징후에 관한 점검을 받았고, 1992년 12월 중순

피고 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좌측 휀다와 문짝을 수리

내지 교환하으며, 이후 엔진에서의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어 위 정비소에서 1993.

3. 3.과 1993. 3. 24. 보증수리를 받았다. 위 화재는 이 승용차에서만 발생하였을

뿐 다른 곳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부근에 특별히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물건이 없었으며, 화재중 승용차의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렸고, 주변에 방화흔적

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였고, 승용차의 화재는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는 화재에 대하여 책임있는 제3자로서 보험금에 대한 구상책임이 있다고 소

를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은 승용차는 이미 출고 당시부터 동력전달장치인 엔진 부위에 비정상적

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의 화력이나 인화물질 또는 승

60)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 제49권 제6호, 법조협회,
2000, 187면.

6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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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소유자인 소외 1 등의 자의적인 행위나 실화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화재는

승용차의 엔진부위 또는 이와 관련된 동력전달장치나 전기장치 등에 내재하여

있는 비정상적인 결함에 의하여 전기적 과부하가 발생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조상의 결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제조

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

아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에 이름으로써 그 소유자인 소외 1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제조상 결함의 추정여부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

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

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

렵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음이 확인

될 뿐이고 화재가 구체적으로 승용차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어디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① 화재 당

시 및 그 이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경음기가 계속하여 울린 사실을 중시하여 승용차 내부의 배선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를 감정하지 않아서 화재의 원인이나 발

화지점 및 손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② 승용차의 전기회

로는 엔진점화용 전기회로와 자동차 편의사양에 공급하는 전기회로로 대별되고

그 전원은 12V의 축전지인데 후자의 전기회로에는 그 작동시 최대 9.95A(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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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류가 흐르고 모든 전원스위치를 끈 때에는 시계와 라디오수신기에

5-7mA의 적은 전류만이 흐르며, 그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

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나 휴즈의 정격

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교류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 그 배선에

전류가 흐를 여지가 없으며, 화재로 경음기의 배선이 융해되어 합선되는 경우에

는 경음기가 울릴 수 있는 사실, ④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후 인테

리어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에는 통상 전기배선의 추가 내지 변경이 수반하

는 사실, ⑤ 소외 3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내용으로 보아 밀폐된 운전석 부

위에서 발화한 불이 지하주차장에 자욱할 정도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

이 들며, 따라서 위 화재가 승용차의 내부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외부

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⑥ 승용차

가 주차된 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하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

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화재가 승용차가 매도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 2시간여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승용차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기배선 등

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러

한 결함으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파기환

송하였다.

2)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

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

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

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62) 따라서 승용

6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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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

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검 토

이 판례은 명시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제조물책임과

계약책임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전소에 대해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손

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승용차

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63) 다만, 어느 정도의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남

아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는 정황사실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다소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으

로 볼 수 있다.64)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입증을 하

여야 하지만, 피해자인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63) 권오승 외, 앞의 책, 237면.

64) 권오승 외, 위의 책,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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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헬기추락사건65)

(1) 사실관계

이 사건 헬기 조종사들이 시계가 불량한 관계로 시계비행방식을 포기하고 계

기비행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온이 영하 8℃까지 내려가는 고도 6000피트 상공을

비행함에 있어서 피토트 튜브(pitot/static tube, 동정압관)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

한 피토트 히트(pitot heat)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토트 튜

브가 얼어 헬기의 실제 속도와 달리 속도계에 나타나는 속도가 감소하고 또한

속도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태빌레이터(Stabilator)의 뒷전이 내려

가면서 헬기의 자세도 앞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조종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속도계상 헬기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속도를 증가시키

려고 출력을 높임으로써 헬기가 급강하하였으며, 조종사들이 뒤늦게 헬기의 자

세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의 주회전날개 중 하나가 후방 동체에

부딪혀 헬기가 추락하게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설계상 결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

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

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65) 대법원ﾠ2003. 9. 5.ﾠ선고ﾠ2002다17333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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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

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

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헬기에 대체설계로서 ① 피토트 히트 자동작동장치(pitot heat auto

activation system), ② 피토트 히트 작동지시 및 경고 장치(pitot heat indication

system), ③ 피토트 튜브의 결빙을 탐지하는 장치, ④ 피토트 튜브의 결빙시 스

태빌레이터가 수동모드로 자동전환하는 장치, ⑤ 자동모드일 경우 스태빌레이터

의 작동각도를 25°정도로 최소화하는 장치, ⑥ 피토트 튜브의 결빙 등에 대비한

스태빌레이터 경고등 장치 등이 채택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체설계가 채택되

지 아니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이 사건 헬기는 현재 갖추고 있는 정도의 장

치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전성은 갖춘 것이라 보여진다.

2) 제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시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이며, 동법은 2002. 7. 1.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에서 판단한 결함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

므로, 원심이 결함으로 인한 책임 이외에 별도로 행위적 측면에서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결빙탐지(Ice Detected) 경고등이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제조상의 결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

다고 보이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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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및 판단기준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

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

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

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

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비행교범(Flight Manual)에서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또한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 사

건 헬기의 특성상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피토트 튜브의 결빙 때문

에 초래될 수 있음은 조종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검 토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의 공급시기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제조물책임은 모두 제조자의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과실책임의 일환으로 보았다는 점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엄격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

임에 있어서 설계상 결함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대체설계에 대한 판단의 제시와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표시상

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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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제조물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동법의 해석과 이해하는 기

본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결함책임이 원칙이므로 결함

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결함이 없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제1조는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무과실책임 원칙

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 등을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는 경우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그 법적 구성을 과실책임에서 결함책임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자의 과실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면 그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다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

위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66) 또한 산업기술의 발달로 제

조물이 복잡화․다양화되고 복잡한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그 제조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 입증능력의 열악한 지위

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입증

66) 권오승 외, 앞의 책,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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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을 경감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나 사용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

로 인하여 재산과 신체상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피해자

의 권리구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다

안전한 제조물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확대, 제조공장 개선 및 철

저한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제조물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제조물책임의 주체

결함제조물에 대한 1차 책임음 제조자가 부담하며, 보충적으로 공급자가 예외

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를 제조업자

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

하는 자,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표시제조업자 등이다(제2조 3호). 제조업자의

범위에는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판매업자 또는 임

대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

급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제3조

2항).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를 제조업자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

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입게 된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

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책임 주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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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성품의 제조업자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 형태에서 완성품의 제조자는 제조 또는 가공

으로 인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

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계약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자에게 직접 책임을 추

궁할 수 있다.68) 여기에서 제조란 부품 또는 원재료를 소재로 하여 새로운 물품

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가공이란 물품에 대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다.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않는 서비스는 제외된다. 그러나 어떤 제조물이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

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제조물에 가해진 행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조물 수입업자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제조물의 수출입과 관련한 국제거래도 대규모

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

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있는 유통

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도매업자의 경우와 유사한 자로써 제조

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69) 책임을 지는 수입업자는 수입을 ‘업’으로 하

는 자로써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70) 수입업자는 자기의 의사결

정에 의해 결함제조물을 유통한 것이며,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외국의 제

67)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과 제조물의 범위”, 「무등춘추」, 제7호, 광주지방
변호사회, 2002, 120면;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비교사법」, 제6
권 제1호, 1999. 6, 156면.

68) 연기영, “생산물책임의 주체와 객체: 미구긔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5권 제2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334면.

69)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521권, 법조협회, 2000. 2, 185면.

70) 송오식, 앞의 논문,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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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묻기란 매우 어렵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수입업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71) 또한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확보하게 되면 수입업자 자신이 최종 손해배상

의무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72) EU 입법지침이나 일본의 제조물책

임법도 같은 이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표시제조업자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에 성명․

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는 책임의 주체가 된다(제2조

제3호 나목). 예컨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의 부착방식으로 완제품

을 생산해 내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이나 대형 소매업

체 측에서 각 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자체브랜

드 제품인 PB(Private Brand) 상품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실제 제조자는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품에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한

주문자인 표시제조업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표권자가 프렌차이

즈 계약 등에 따라 상품의 제조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에

는 그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그 상표의 공신력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그 상표의

제공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73)

71) 김범철, 앞의 논문, 184면; 황적인, “제조물책임법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
의」, 통권 제217호, 1994, 9, 44면; 강창선․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
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45면;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
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210면.

72)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4,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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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자

공급자인 판매업자나 임대업자는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일정한 경우,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

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

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고 하여 공급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74) 첫째,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고, 제조업자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알 수 없다는 의미를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주관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가 제조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으로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

급자는 제조업자와 달리 ‘업으로’써 할 필요는 없으므로 1회성의 행위에도 책임

이 발생하게 된다. 공급이란 해당 제조물이 실제적으로 인도되는 경우를 의미하

며, 인도 자체에만 관여하는 자는 공급자가 아니다.75) 영리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조물제공행위 자체의 영리성과 전반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결

정되어야 한다. 영리성은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의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간

접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73) 송오식, 앞의 논문, 124-125면.

74) 이에 대해서는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의 책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01. 6, 389-398면 참조.

75) 황적인, 앞의 논문,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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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전공급자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제

조업자 또는 전공급자의 인식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공급자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정도로 충분한 정

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전공

급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급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전공급자를

고지하면 제조물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명문

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3항

은 1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그밖에 공급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조물책임

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

생하였으며, 결함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과 결함 그리고 제조자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즉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

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

다(제2조 제1호)고 포괄입법방식에 의하고 있다.76)

제조․가공된 동산이라 함은 제조물책임법이 종래부터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

이므로 대부분 모든 국가가 입법화하여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란 제조물

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

76) 송오식, 앞의 논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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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공이란 원재

료 또는 부품에 공작을 더하여 원재료의 본질은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

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77)

(1) 부동산

제조물책임법은 전통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부동

산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 건물 등은 제조

로 파악되지 않는다. EU의 입법지침이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부동산을 제조

물책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규격화된 조립식 주택

을 공급하거나 대규모 주택 단지내의 주택을 신규분양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19조 참조).

또한 건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제

조자인 건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도 제조

물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1982년 국회의 입법시안(제2조 제1항)에서는 그 대상에 부동

산을 포함하였고,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제2조 제1항)에서는 신규

분양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었다. 주택의 공급관행이

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공급받은 자가 일일이 그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택은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문제 보다는 주택 그 자체가 가지고 기능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대부분이고, 민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건물자체에 대한 하자보

수에 그치며, 부동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명․신체․재산의 확대손해

의 구제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대량으로 공급되는 분양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여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78)

77) 김상묵,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5권 제2호, 중앙대학교, 2003, 178면.

78) 권오승 외, 앞의 책, 26-27면;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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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가공농수축산물 등

민법상 미가공 1차 농수축산물은 그 성질상 동산이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조․미가공된 1차 생산

품인 농수산물, 야생의 식물, 동물의 채취 및 포획 등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

는 것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79)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제조물책임

법에 관한 EU 입법지침은 1차 농수축산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지

침 제15조 제1항 (a) 선택조항에 의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농수축산물을 포

함시킬 수 있도록 그 적용을 일임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국 중 프랑스, 노르

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1차 농산물등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농수축산물이 1차적으로 가공되어 공급된 경우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

로 분류되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공은 원재료 또는 부품에 공작

을 더하여 없는 속성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수축산물에 다른 속성을 부여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등을 목적으로 약품을 처리하는 경우, 농수축물의 생육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약품을 사용하여 추후에 생명․신체․재산상에 어떤 영

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제조물로 볼 수는 없다. 가공품과 미가공품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당해 농수산물에 추가된 행위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0)

농수축산물은 그 성질상 제조자를 알기가 어려우며, 제품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농수축산물은 제조자가 영세하므로 이들에게

엄격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에서 배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79) 김범철, 위의 논문, 180면.

80) 송오식, 앞의 논문,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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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가능한 자연력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의 범위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상 유체물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이므로 고체․

기체․액체의 상태를 불문하고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무체물이라도 제조 또는

가공된 전기, 음향, 광선, 열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동산에 해당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된다.

(4) 부품 및 원재료

대부분의 제조물은 수많은 부품과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되지만,

부품이나 원재료 자체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완

성품 사용자에게 인도될 당시에는 독립한 동산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부품 및 원재료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인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

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그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당해 제조

물 자체가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있던 동산이라도 공급된 시점에서는 동산이다.81)

(5) 혈액이나 장기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이나 장기를 민법상 거래의 대상인 물건으로 보아 제조

물책임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혈액이나 신체의

장기는 신체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물건이 아니지만, 신체로부터 되는 순간부

터는 유체물인 동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혈액을

81) 송오식, 앞의 논문,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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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냥 보관하다가 수혈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조 또는 가공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혈액이나 장기를 제공하는 자는 적출대상일 뿐 제조자가 아니며, 의료행위자

또한 혈액이나 장기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의료행위라는 용역의 제

공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과는 별개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82)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

19조에서도 사람의 혈액이나 장기를 상업적으로 공급된 경우라도 그 적용대상으

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수혈 등이 행해진 경우 이를 공급받은 자가 생

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물책임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

다. 예컨대 혈액을 공급하면서 그 혈액이 에이즈 등의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

었다는 것은 그 혈액의 결함이라 할 것이지만, 에이즈 등의 바이러스 감염 등은

혈액검사로서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의 공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혈액은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로 이해하여 제조물책임

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지 않고 제조물

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함제조물

을 유통시킨 것에 대한 위험 내지 위래를 구체화한 것에 책임의 근거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세가지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조자의 과실을

82) 松本恒雄, “製造物の意義と範圍”,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2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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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제조물의 결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여야 한다. 즉, 제조자의 책임

을 묻기 위해서 제조과정에서 유래하는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

제가 필요하다.

(1) 결함의 의의

제조물책임이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있는 제조물의 유통

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소비자나 사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제조물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라 함

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제2조 제2호),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품질의 하자나

성능의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3).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과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의 하자와는 구별된다.84) 하자담보책

임의 하자는 매매목적물의 이용 및 기능상의 상품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책임으

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 내지 감소 및 상품의

가치감소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제조물의 안정

성 결여로써 제조물이 통상 예견되는 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부

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품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안전성의

결여가 바로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

83) 권영준, 「결함제조물의 민사책임 연구 : 지시․경고의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1987, 19면; 황적인, 앞의 논문, 42면; 박운길․윤성호,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10집, 2003, 21면; 박종렬,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에 관한 고찰”, 「법
학연구」, 제12집, 한국법학회, 2003. 6, 84면.

84) 김형배, “결함의 종류와 그 법적 처리”, 「한독법학」, 제8호, 한독법률학회, 1989,
239-240면; 박종렬, 위의 논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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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규범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85) 결함과 하자의 구별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사용자 그리고 제조자와의 사이에 직접적 계약관계가 있으면 제

조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제조물책임도 주장할 수 있

는가에 구별실익이 있다.86)

(2) 결함의 유형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유형화하고

그 요건을 정형화시켜 놓고 있다.87)

1)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defect in manufacturing)”이라 함은 제조업자

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

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

다(제2조 제2항 가목). 제조물의 원재료나 부품의 가공 내지 조립과정에서 발생

하는 인적․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하는 결함의 유형이다. 제조자가 결함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제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통상적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반하여 위험한 상태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88) 즉, 제품의 설계사양이나

85) 한봉희,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의미”, 「전북대논문집」, 제24집, 전북대학교,
1982. 211-220면; 홍천룡,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제조물의 결함”, 「경희법학」, 제21권
제1호, 1986, 177면 이하; 권영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 「민법과 법학의 중요문
제」, 의당 장경학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87, 293면 이하; 황적인, 위의 논문, 42면;
Marshall S. Shapo, the Law of Products Liability, 2nd ed. Vol. 1, Butterworth Legal
Publisher, 1990, S.8-1.

86) 김상용, 앞의 논문, 31면.

87) Christoph Landcheidt, Das Neue Produktions recht, Berlin, Verlag Neue Wirtsha
ftsbriefe, 1992, Rn. 2.

88) Dan B. Dobbs, The Law of Trots, West Group, 2000, p.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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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과 다르게 제품이 제조되어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예컨대, 설계도면

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로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

동차에 부속품이 빠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89) 상품의 제조자는 결

함이 없고 상품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설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90)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의 품질검사 단계에서 발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결함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된 경우가 문제된다. 91)제조상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의 중요한 차이점은 제조상의 결함은 개별 제조물에 존재

하지만,92)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가 적용되는 일관 작업계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조물에 존재하는 것이다.93)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상품에 결함이 있

고, 그 결함은 당해 상품이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에 있을 때 발생하였다

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결함의 존재와 발생시점 및 존부여부에 대한

판단에 전문적․기술적 지식 내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식이

없는 원고인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

인 원고에게 당해 상품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상품

이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94) 즉, 소비자의 결함에 대한 입증은 직접 증거에 의함을 원칙

89) 미국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한 판례는 과도한 다공성의 금속에서 일어난 사례, 통조림 식
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 품질이 불량한 유리그릇사례 등이 있다(D. Noel and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 1976, pp.374-376).

90) 전창조,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공법적 구제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석당논
총」, 제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연구장려회, 1977, 183면.

91) 박종렬, 앞의 논문, 89면; 강동근․윤동성, 「제조물책임법」, 가림 M&B, 2002, 161면.

92)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4,
15면.

93) Jerry J. Phillips, A Synopsis of the Developing Law of Products Liability, 28 Drake L.
Rev., 1978-1979, pp.345-346.

94) 미국 법원은 예외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제품이 파괴되어 직접증거에 의하여 결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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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황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제조물에 “어떤 결함” 내지

“무엇인가의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결함의 부존재에 관한 제조자의 반증이 없다면 결

함은 사실상 추정되어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95)

2)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defect in design)”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

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

다(제2조 제2항 나목). 이 결함은 일관작업계열(A Whole Line of Product)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제조물의 안전성, 효용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제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96)

설계상의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97) 일반적으로 당해 제조물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비교법적 접근방법과 제조물의 위험성과 효용성

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는 균형적 접근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균형적 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황증거에 의하여, 또는 입증된 상황으로부터 논리적으로 허용되
는 추론에 의하여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Glass v. Allis Chalmers
Co., (1985 EDMO) 618F. Supp. 313: Dealers Transport Co. v. Battery Distributing Co.,
(1965, KY) 402 SW 2d 441: Landis v. Summer Mfg. Co, (1988 Mo. App) 750 SW 2d
466: Ocean Barge Transport Co. v. Hess Oil Virgin Lsland Co., (1984 CA 3VI).

95)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23-24면; 정만조, “제조물책임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법적
구성과 그 증명문제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9집, 법원행정처, 1978, 146면; 146면;
여상규,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증거법(하)」, 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1985, 323면.

96)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 판결”, 「판례연구」, 통권 제13호, 부산판례연구회, 2002, 561면.

97)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한 미국의 몇몇 법원의 판단기준은 과실책임이나 엄격책임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든지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결하기도 한다. 그 판단기준이 매우 다양하
고 어렵기 때문에 처리방법의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한다(Hoenig,
Product Design and Strict Trot Liabillity : Is There A Better Approach, 8 Sw, U. L.
Rew., 197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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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법에 의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는 제조물이라도 효용성이 중요한 때에

는 결함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98)

설계상 결함은 제조상 결함과 달리 직접증거에 의하여만 입증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사고제품의 파괴, 소비 또는 멸실된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99)

미국 법원은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위험이 숨겨진 사건, 적저한 안전장치를

결한 사건, 부적절한 재료가 포함된 사건으로 분류하여 해결하고 있다.100)

3)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defect in expression)”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

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

우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다목). 이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

는 손해가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함

으로써 발생하는 제조물 관련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10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지시․경고의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은 물론

이고, 엄격한 설계와 제조기준을 충족시켜서 결함이 없는 제조물이라고 하더라

도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을 지

시․설명하고, 부적당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102)

98) 여상규, 앞의 논문, 319면.

99)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24면; 하종선, “제조물책임법”, 「인권과 정의」, 2003. 9, 53
면.

100) 이에 대해서는 박종렬, 앞의 논문, 91면 참조.

101) 박경재, 앞의 논문, 198면.

102) 권영준, 앞의 책, 17면;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민사법연구」, 제10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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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결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제조자가 제조물과 관

련한 피해의 위험에 대하여 지시․경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지

시․경고를 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는 경고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

용자라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위험의 내용과 정도 및 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충분히 불러 일으키는 정도의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103)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고의무가 제조업자의 책임면제 또는 책임경감으

로도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기 위

해서 경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위험을 경고함으

로써 위험회피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제조업자의 경고에 의하여 소비

자는 그 후의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의제하고 경우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도 소

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04)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위험

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고 하여 그 위험이 제조상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 또는

기타 안전성의 결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는 없다.

제조물 중 특히 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소비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법

에 대한 지시․설명이 다른 제조물에 비하여 강력하게 요구되는데 먼저 복용방

법에 있어서 복용량과 횟수, 유효기간의 표시, 주의사항, 예방대책 등을 지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지시․경고가 없으면 표시상 결함으로 그

자체가 위험이 된다.105) 이 점에서 경고라벨과 사용설명서는 제조자가 소비자에

게 건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106)

대한민사법학회, 2002. 12, 145-147면 참조.

103)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25면.

104) 권영준, 앞의 책, 26면 이하.

105) 可藤了, “製造物責任の內容(3) - 使用方法”, 「消費者法講座 2(商品の缺陷)」, 日本評論
社, 1985, 284面.

106) 박종렬, 앞의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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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함의 판단기준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에서 결함에 대하여 각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

지만,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함을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어야 결함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 표준일탈기준, 소비자기대기

준, 위험효용기준 등을 살펴보고,107) 제조물책임법상 언급되고 있는 결함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표준일탈기준

표준일탈기준은(deviation from the norm test)은 제조물이 정상적인 표준상태

를 일탈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함을 판단하는 것으로 안전성에 관한 규범

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가지고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로 의도된 설

계와 다른 제품이 제조된 제조상의 결함에 관하여 타당한 기능을 하므로 제조상

결함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합하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이나 지시상의 결함

의 경우에는 각개의 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기

준은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정상적인 표준상태로 볼 것인가

에 대하여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108)

107)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의 제조상 결함에 관해서는 표준일탈기준을, 설계상의 결
함과 지시․경고상의 결함은 위험효용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결함판단을 둘러싼 미국의 이론에 대해서는 Jerry. Phillips, a.a.O., pp.10-20; Prosser
& Keeton, On Torts, 5th ed. 1984, pp.694-702; Birnbaum, Unmasking the Test for
Design Defect : Form Negligence(to Warrnty) to Strict Liability to Negligence, 33 Van.
L. Rev. 593, 1980 참조.

108) 주성하, “제조물책임에 있어 결함의 판단기준”, 「개신법학」, 제2집, 충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2, 226면;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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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기대기준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정당하게

제조물에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을 때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 중심의 사고에 합치되는 기준이다. 최종 소비자가 예기하지 못한 상태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조물이 충족하고 있어야 할 최적의 기준이며,

문제가 된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해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기대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도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소비자 기대수준을 고려하

고 있다.109) 그러나 이 기준의 채용으로 인하여 미국이 제조물책임 위기를 초래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10)

소비자 기대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

적 판단기준으로서 특정의 피해자인 소비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주관적 인식

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소비자가 그 제조물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예

견하여 제조물에 따르는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표시상의 지시․경

고의무는 없으며,111) 제조물의 위험이 명백하고 현저한 때에는 소비자가 그 위

험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기대가 좌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

에 지시․경고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112) 소비자 기대기준은 모든 제조물이

가지고 있어야 할 1차적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제조상 결함에는 적합하지만, 부

당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제조물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

이다.113)

109) 정권섭․권기대,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동의법정」, 제16집, 동의대학교, 2000, 58
면 참조.

110) 주성하, 앞의 논문, 226-227면.

111) Vincer v. Esther Williams All-Aluminum Swimming Plli co., 69 WS 2d 326. 230 NW
2d 794 (1975).

112) 한봉희, “제조물에 있어서 결함의 의미”, 214면.

113)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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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대기준은 소비자의 보호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견해이

지만, 소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통상의 소비자의 ‘기대’

는 어느 정도의 기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난점이 있다.

3) 위험효용기준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은 제조물이 가지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여 위

험이 효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지시․경고의

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2차적 기준으로서 문제가 된 제조물의 위험성에 대해 사

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 기

대기준과 달리 소비자에 대하여 위험이 명백하거나 충분히 경고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원고가 해당 제조물의 설계에 따른 위험이 효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

한다면 결함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설계

상의 결함에 대하여 이 기준을 소비자 기대기준과 함께 체용하고 있다.114)

지시․경고의 범위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내지 요소로는 사고의 개연성, 피해

의 중대성, 설명의 가능성, 위험의 회피가능성, 당사자의 직업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식과 경험 및 제조자의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위험효용분석기준으로 제시되는 기준으로 유명한

것은 1973년에 Wade교수가 제시한 7가지의 Wader 기준이 유명하다.115)

즉, ①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사용자 및 일반공중에 대한 그 효용), ② 제품

의 안전성(제품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 및 그 경우의 손해의 예상되는 중대성),

③ 대체제품의 입수가능성(동일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안전한 대체제품의

입수가능성), ④ 제품의 효용을 해하지 않고, 또는 그 효용을 유지하는 데에 과

도한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제품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제조자의 능력, ⑤ 제품의

114) Dan B. Dobbs, a.a.O., pp.988-989.

115) J. W. Wade, On the Nature of Strict Trot Liability for Products, 44 Miss. L. J. 825,
83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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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위험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능력, ⑥ 제품의 명백한 상태에 관한 일반공

중의 지식, 또는 적절한 경고와 지시의 존재에 의해,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

한 사용자의 인식과 예견가능성 및 그 위험의 회피가능성, ⑦ 제품가격을 정하

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의해 손실을 분산하는 것의 제조자측에서의 실

행가능성(제조자측의 위험분산가능성) 등이다.

4) 바커기준

197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Ba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에서 채용

된 기준으로 일명 바커기준(Baker test, two-prong test)이라고 한다.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하는데 1차적으로 소비자 기대기준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 위험효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결함의 위험과 효용의 비교형량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게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함 판

단기준이다.116) 그러나 Carterpillar Tractor Co. v. Beck(Alaska, 1979) 사건 이

외에는 거의 채택되고 있지 않다.

(4)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판단기준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결함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은 소비

자 기대기준을 취한 것이며, “통상적”은 위험효용기준을 채용한 것으로 해당 제

조물의 위험과 효용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17) 이 규정은 각 유형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

116)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31면.

117) 주성하, 앞의 논문, 247면; 임승현,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리서치 아카
데미 논총」, 제3권,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2000, 2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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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일반기준이며, 합리적 인간의 행위에서 판단하여 설계․제조․표시 등의

각 과정에서 결함을 결정할 때 적용시켜야 한다.118)

2)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

제조물책임법은 설계상의 결함에서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여부에 따라서

결함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설계에 의하여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언

제나 결함이 부정되는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의 합리적인이란 합

리적 인간의 행동관점에서 대체설계의 결정여부와 합리적인 대체설계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9)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첫째, 대체설계의 효용성의 문제로서 효용성이 우수하다면 해당

제조물에 다소의 결함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결함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발위험의 항변과 관련하여 대체설계는 당시의 최고 수준의

기술적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체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야 하며, 넷째, 대체설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120)

3)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지시․경고상의 결함판단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인간

의 행동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지시․경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결함

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시․경고는 예견가능한 잘못된 사용까지도 고려하여 해

당 제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이용자들의 평균적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적

118)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32면.

119) 위의 논문, 32면.

120) 주성하, 앞의 논문, 247면; 임승현, 앞의 논문, 275-276면; 이재호, 「품질보증과 제조물
책임(PL)」 JH 경영관리컨설팅그룹, 2000,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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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의 면책사

유에서도 제품의 공급 후에 밝혀진 결함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121)

4) 명백한 위험

명백한 위험의 원칙이란 제조물이 공연하고도 명백한 또는 명백하고 현저한

(open and obvious) 위험성을 띠고 있을 때에는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원리를 말한다.122) 종래에 이 원칙은 제

조물의 결함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에는 극히 제한

적인 부분이거나 제조물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하나의 요

소에 불과하다. 즉, 명백한 위험이 있더라도 제조물의 효용성을 해치지 않고 제

조자는 그 위험을 시정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고 한다.123)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이 명백한 위험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명백한

위험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용자, 특히 의사 등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또한 명백한 위험이 행정법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정법규상 어떠한 사항에 지시․경고의무가 있으나 그 사항이 명백한 위험사항

이므로 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된다.

5) 판단의 시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판단시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면책사유에 관한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을

121)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33면.

122) Campo v. Scofield. 301 NY 468, 95 Northeastern 2d 802(1950); Burton v. L. O. Smith
Foundry Products Co., 2d 108(1976).

123) 森島昭夫 , “製造物責任における警告義務-ストヌイ全聲事件決と契約として”, ュリストジ,
684호, 1979, 5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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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으므로 결함도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24) 그러나 공급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제조업자가 공급 내지 유

통의 의사를 가지고 제조물을 완성시킨 이후에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25)

5.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

외된다(제3조 제1항). 이 규정은 제조물책임의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써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비교하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

실”을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조는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손

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제한되기도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한정되는 것

이고, 그 배상범위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이며,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도 일반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대상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126) 그리고 건강침해로 인한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서 유해한 물질의 누

적으로 인한 신체의 손해 또는 잠복기간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의한 손해를 인

124) 박운길․윤성호, 앞의 논문, 33면.

125) 결함의 판단시기에 대해 EU 입법지침은 ‘유통된 시기’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인도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주성하, 앞의 논문, 248면).

126)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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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법 제

763조에 의해 민법 제39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손해 외에

인정될 수 있는 특별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

될 것이다.127)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 명예의 침해와 경제적 손실 등은 포함되

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불법행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

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한다는 사실 등

을 입증하여야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다128).

6. 면책사유

(1) 면책사유의 의의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책임을 기조로 하더라도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을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

을 수 없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제조물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제3조에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

인 제조업자와 제조물공급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제4조에서는 그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4가지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27) 김범철, 위의 논문, 191-192면.

128) 하종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 「인권과 정의」 217호, 1994. 9, 46면; 연기영,
“결함생산물 위험책임의 법리”,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경암 홍천룡박사 화갑
기념, 21세기 국제정경연구원, 1997, 5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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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사유의 내용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다(제4조 제1항 제1

호).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을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창출하고 제조물의 결함

을 통제할 수 있고, 보험을 통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당사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제조물을 제조․수입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반면에 제조업

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조물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129) 예컨대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였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의 고용인이 피해를 입은 경

우, 그리고 제조물의 도난이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

우 이를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면책될 수 있다.130)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동항 제2호). 이를 소위 기술적 항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

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이다(동항 제3호).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제

조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결함제조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공급된 제조

물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면책사유의 하나

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기준은 제조물의 제조․공급에 있어서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단속규정이므로 민사상의 제조물책임과는

그 의의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적 기준의 적합여부와 결함의 존부 판단

129) 권오승 외, 앞의 책, 201-202면.

13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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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131) 공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다.132) 그리고 법령을 준수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따른 경우라면 해당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령의 기준을 면책사유로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133)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다(동항 제4호). 완제품의 결함이 그 완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업는와 완제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

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하여 강제적 또

는 통제적 방법에 의한 지시에 따라서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는 단순히 기계

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경우에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의 고유한 면책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4) 그러나 원제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가 독자적 거래당사

자로서 해당 원재료․부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면책사유는 원재료나 부품의 설계 또는 제작에 있어

많은 경우가 중소기업에서 제작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대형유통업체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라고 할 수 있다.135)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위험의 항변과 부품제조자의 설

131) W. Kip Viscusi, Reforming Product Liabi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126.

132) 권오승, 앞의 책, 203면.

133)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6면.

134) 권오승, 앞의 책, 204면.

135)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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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시에 대한 항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136)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지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

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책특약은 유효하다(제6조). 이러

한 면책특약 금지에 대한 조항은 인적․물적 손해에 모두 적용된다137).

(3) 개발위험의 항변

1) 개발위험의 항변의 의의

개발위험이란 제조물을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그에 내재하는 결함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물책

임법은 이처럼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의 수준

에 의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는 제조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

위 “개발위험의 항변”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과실책임주의에서는 결과회피의무의 전제로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판단요소로서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

의 과학 기술의 수준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원칙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은 결함이라는 제조물의 객관적 평가

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의 과학

기술의 수준에 의한 제조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요소로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다. 즉, 무과실책임주의하에서 제조물책임의 판단요소로 개발위험에 따른 과학

기술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에 해당된다.138) 개발위험

의 항변은 EU 입법지침 채택시에 크게 대립한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제7조 e

136) 김상묵, 앞의 논문, 180면.

137) 김민중, 전게논문, 59-60면.

138) 권오승 외, 앞의 책,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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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처음 등장한 개념이지만, 재량권 조항(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

국들이 입법화하였다. 예컨대, 영국 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1항 e호에서, 독일은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5호에서, 프랑스 민법은 제1386조의11 제1항 e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엄격책임이론 하에서도 면책사유의 하나로 기술수준

의 항변이 고려되어 왔으며,139) 제조자의 개발위험은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한

예견불가능했던 위험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

다.140)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호에서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개발위험항변의 채택 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의 채택여부에 관해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제조업자

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에 의한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조업자가 연구개발

이나 기술개발에 소극적일 것이고, 제조자 등의 보험가입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확실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

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141) 또한 이를 입법화하지 아니하면 해석상 이

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예견가능성을 결함의 고려사유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등등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속

한 피해구제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용하므로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 기술 지식하에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명확해 지므로 심리의 신속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142) 또한

139) 홍춘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개념”, 「재산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재산법
학회, 1993. 12, 51면.

140) Beshada v. Johns - Manville Products Corp. 90 N.J. 191, 447A. 2d539(1982);
Henderson & Eisenberg, The Quiet Revolution in Products Liability : An Empirical
Study of Legel Change, 37 UCLA L. Rev. 479(1990).

141) 권오승 외, 앞의 책, 207면;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6면.

142) 권오승 외, 앞의 책,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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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등이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은 면책되지만,

면책 이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의 위험성 공표 내지 지시 경고, 또는 판매

정지 또는 회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에 의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143)

반면에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는 본래 개발

위험은 개발의 주체로서 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결함이 그대로 방치된 채

피해자가 속출하면 나중의 피해자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기술발전에 의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국 최초의 피해자만 희생되는 결과가 된다. 소비자는 제조물이 갖는 미

지의 위험에 대한 실험용 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144) 그리고 개발위험

의 항변이 예정하고 있는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임에도 이를 인

정하게 되면 피해자보호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즉, 과학 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가피

한 위험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항변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145)

절충적 입장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면 예견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제

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과 큰 차이는

없게 될 우려가 있지만,146) 산업계에 무제한의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객관적인 결함책임으로의 전환에 의해 결함의 인정이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함을 판단할 때에는 과학 기

술의 수준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굳이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하는 것은 결함을 판단할 때에 이것보다 낮은 과학 기술 수준과 제조

자 자신의 기술수준을 판단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것 및 개발위험에 관한 증명책

143) 김상용, 앞의 논문, 33면 참조.

144) 이치영, 앞의 논문, 175면.

145) 권오승 외, 앞의 책, 207-208면.

146) 황적인, 앞의 논문,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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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제조자측에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제조자측이 불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147).

이와 같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면책사유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

리 나라의 과학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여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과학 기술의 수준

세계적인 추세와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제조물책임법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위험의 항

변을 넓게 인정하면 결함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인정하고 있는 의미가 상쇄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 기술의 수준은 개별적으로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개별 제조업계의 평균적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품의 규범적

제조자로부터 입수 가능한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148)

미국의 경우는 개발위험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동의어가 아니다. 기술수준은 1956년 Day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래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① 동종의 제조물의 제조에 관한

업계의 표준적인 관행, ② 법률상․행정상 또는 업계의 자주적인 품질, 안전기

준, ③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의 도달수준, ④ 사실상․경제상의 실행가능성

또는 입수가능성 등의 4가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149) 예컨대 ‘기술수준’이란

147) 鎌田薰, “製造物責任” 「法學敎室」, 162卷, 1994. 3, 51面; 이치영, 앞의 논문, 177면; 권
오승 외, 앞의 책, 208면 인용.

148) 권오승, 앞의 책, 211면.

149) 최동식,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개념과 개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
양대학교, 2003,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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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또는 실제적인 기술적 실현가능성 또는 특정의 업계에 있어서 과학 기술

적 달성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고, EU 입법지침에 비하여 제조자에게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50)

독일은 약사법의 경우에 개발위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독일약사법 제84

조). 독일의 과학 기술의 수준은 어떤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사실상 이용되고 있

는 기술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범 내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과학

상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151)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

여 아직 세계에서 누구도 당해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전세계적인 고

도의 기준을 요구하는 견해,152) 일반적으로 공표되어진 입수가능한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조사나 의견, 일반 지식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는 견해도 있다.153)

일본은 과학 기술의 내용에 관하여 제조물이 주로 자연과학과 그 성과에 따라

실제적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설계․제조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해석

하여야 한다고 한다.154)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영향력 있는 정도

로 확립된 지식이 있으면 전부 포함되고, 특정한 자의 지식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을 총체를 가리킨다.155) 결과적으로 개

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과학 기술의 수준은 결함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 기술 수준이 된다.156)

제품의 규범적 제조자로부터 입수 가능한 세계최고의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을

150) 円谷峻, “製造物責任における缺陷槪念と無過失責任(中)”, 「NBL」, 510호, 1991, 30-32面
參照.

151) Kullmann, Pfister, Produzentenhaftung, Bd. 1, S.21.

152) Hans Claudius Taschner, Die EG – Richtlinie zur Produzentenhaftung und die
deutsche Industrie”, Eine Erwiderung, PHI, 1986, S.54.

153) H.C. Taschner & E. Frietsch, a.a.O., Rn.144.

154) 小林秀之, 「PL訴訟」, 弘文堂, 1995, 72면.

155) 川口康裕, 川口康裕, “製造物責任の成立について”, 「ジュリスト」, 第1051號, 1994, 50面.

156) 최동식, 앞의 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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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해야 한다.

(4) 면책사유의 제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서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위험의 항변 내지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

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

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입법례

에서는 없는 제조물책임법 특유의 규정이다.157)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시점에서 결함없는 안전한 제조

물을 제조․공급하여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

해 제조물의 유통 이후에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되

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제조물의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조치 및 설계변경 등의 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58) 그럼에도 제

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리콜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

업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159) 다만, 제조

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한 사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면

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160) 제

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주로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위한 기계적 방

식에 의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결함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러

157) 양창수, 앞의 논문, 104면; 권오승 외, 앞의 책, 218면.

158) 하종선․최병록,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 대책」, KSA한국표준협회, 2000, 253면.

159)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7면.

160) 권오승, 앞의 책,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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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은 사후관리에도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

이다.

7. 연대책임

제조물책임법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라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책임주체가 존재하고, 이는 민법 제760조의 공

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161) 따라서 피해자인 소비자

는 완성품의 제조업자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업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것인가는 자유이다.162) 그리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

는 경우 그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내부적인 책임 부담부분

이 결정된다163).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그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전

부의 배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164)

161)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 심
포지엄, 한국법학원, 2000. 7. 8, 17면.

162) “연대하여”의 의미를 소비자 또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8면).

16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
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
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
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6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472면; 이은영, 앞의 책, 821-8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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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책특약의 제한

소비자 또는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가

소비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제6조 전단). 이 규정은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에 대한

고도의 과학 기술지식과 관련 정보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노련한

경영적 기술 또는 법률적 지식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계약 또는 보통약관 등을 이

용하여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5) 면책특약은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의 형태, 계약당사자 관계 여부, 약관

이든 개별약정이든 상관없이 무효이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배제나 제한에 관한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도 배상액을 감액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그 특약의 효력도 인정된다. 그러

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생활 필수품인 제조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

가 있고, 또는 구입의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차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

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제조업자와 면책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소비자와 제조자는 힘의 종속 관계에 놓여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물책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

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

용된다(제6조 후단). 소비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성질, 기술적 지식, 거래관행상 또는 법률상의 지식 등의 경

우에 있어서 제조자와 실질적인 지위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법 제6조 단서 조문

165) 권오승 외, 앞의 책, 221면;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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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특약의 유효를 소비자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한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

해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생명․신체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특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미국의 3차 리스테이트먼트

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EU 입

법지침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즉,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

해 및 제조물책임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7조 1항). 이와 같이 손해 및 손해배상의

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도록

한 것은 제조자가 불합리하게 장기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66) 이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같은 의미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무한히 물을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는 장기간 불안정하게 될 우

려가 있고, 제조물의 개발시의 기록과 기술 수준 등과 소송방어에 필요한 증거

가 소멸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상 공격방어가 곤란하게 될 것이고, 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년 내에 제기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67)

그러나 소량의 유해물질이라도 장시간에 걸쳐 인체에 누적되는 경우와 의약품

(HDV)이나 일부 화학제품(아스베이트, 고엽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복용 내

166) 10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양창수, 앞의 논문, 106면 참조.

167) 권오승 외, 앞의 책,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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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피해물질의 접촉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의 잠복기간이 경과하

고 난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남으로써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제조물이 공

급된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되면 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

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 기산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은 단서규

정에서 그 기산점을 손해발생시로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168) 즉,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

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168) 권오승, 앞의 책, 223면;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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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조물책임제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책임의 주체,

제조물의 범위가 문제될 것이며, 또한 결함의 판단기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증

명 등,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 등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법률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적용범위의 확대

1. 공급자의 책임주체화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의 주체는 제조업자이다(제2조

3호).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이를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3조 2항에서 제조

물의 공급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제조업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체계적

이지 못하다1). EU의 입법지침이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기본주체를

제조업자로 표기하고 있고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책임의 주체를

상업적인 판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라고 하여 책임의 주체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

고 있다. 이처럼 책임의 주체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는 제조업자의 범위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서 제조물책임만을 묻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수입업자와 표시제조자를 1차적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판매업자 및 임대업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김상묵,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5권 제2호, 중앙대학교, 2003, 185면; 김
범철,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의 책임”, 「비교사법」 제8권 1호, 2001.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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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인 소매업자나 도매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판

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지배․관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업자의 책임을 보충적으로 인정한 것

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2)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재래시장을 중심

으로 제조자가 누구인지 조차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 경우에 소비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매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

업자인 공급업자가 제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3조 제2항).3) 판매

업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U 입법지침의 경우에도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

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지침 제3조 제2항, 제3항

참조). 예컨대, 판매제조물에 대한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임대업자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제조물의 점유만을 임차인에게 이전해 줄 뿐

이므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업자도 임대차목적물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와 유사한 「검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제조물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4)

따라서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규정이나 EU 입법지침에 따라 유럽회원

국은 특별법5)으로 공급자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4, 169면; 강창경․
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205면.

3) 김상묵, 앞의 논문, 185면.

4) 김상묵, 위의 논문, 185면.

5) EU 회원국 중에서 공급자의 책임은 독일의 경우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
법 제4조 제3항에서, 영국은 1987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 프랑스는 1998
년 민법을 개정하여 제2386조에 18조항과 두 개의 부과조항을 두어 각각 인정하고 있다
(김범철, 앞의 논문, 384-3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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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책임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지

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안전한 제조물에

대한 주의로 결함없는 제조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거래시장에 무한 신

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장에 안전한 제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6)

2. 제조물범위의 확대

제조물책임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조물이 그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고, 제

조물책임법에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부동산

제조물책임법은 그 적용대상을 동산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제2조 제1

호).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므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99조).7)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미가공의 토지나 기타 부동

산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의 목적물 자체의 성능에 관한 것으로서 도급(제664조) 혹은 매매에 근거한 계

약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3자의 피해에 있어서는 공작물책임(제758조)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며, 부동산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고, 인과관

계의 입증도 곤란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8)

6) 김범철, 위의 논문, 401면.

7)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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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거친 후 다시 건축붐이 일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소비자가 신축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한 결함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

우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부동산 중 분양공

급주택의 경우 실제로 결함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

점에서 부동산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회적 수요를 외면한 것

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었다.9) 그리고 국민회의에서 제출한 법률안에는 부동산

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10)

부동산 중에서 분양공급주택의 경우는 집이 지어지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위험․위해의 사전정보의 파악이 제한되어 있다. 분양주

택은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지어 분양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

만, 주택조합의 경우처럼 다수가 동시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경우도 분양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부동산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라면 그 대상을 주택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형 건물 등도 확대하여 그 대상에 포함시키

는 것이 타당하다.

2001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의 안전의식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시

설물관련 사고율의 차지비율이 22.4%로 가장 높은 점, 소비자보호의 현실적인

요청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이를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규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1)

8) 김상묵, 앞의 논문, 182면; 김민중, 앞의 논문, 39-40면.

9) 한상원, “제조물책임의 일반문제와 비교법적 고찰”, 「경희법학」, 제31권, 1996, 393면.

10)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521권, 법조협회, 2000. 2, 179면.

11) 양덕순․이기춘,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
연구」 제13권 1호, 2002. 3, 12-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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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가공 자연산출물

미가공자연산출인 농산물, 축산물, 수렵물, 수산물 등은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지만,12) 이러한 자연산출물을 1차적으로 가공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동산

으로 분류되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농업․어업․임업 등과 같은 영세한 1차 생산업의 보호와 자연산출물은 기본

적으로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품과 다르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미가공자

연산출물을 제조물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미가공 1차 농산물을 제조물의

범위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1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적 측면의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농수산업은 현대화된 각종의 기술과 과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여타 다른 분야의 제조물과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 성질상 제조

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냉동된 생선이나 건조․가공된 지역특산물

을 가공의 제조물로 볼 것인가와 가공과 미가공 사이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

다. 특히 농수산업에 화학비료, 농약, 인공사료, 살충제, 성장호르몬 등의 대량사

용으로 인하여 자연산출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도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13)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광우병, 잔류농약 위반 수입야채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 농수축산물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제안하고 있다.14)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에 의해서 가해지는 위해행위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책임

12) 미가공자연산출물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EU 입법지침은 회원국의 입법사정에 일임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기원의 판례에 따라 토지의 산출물, 축산물, 수렵물 및 수산물도 제조물
에 포함시키고 있고(민법 제1386조의3), 룩셈부르크는 1차 농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제조물책임법에서 1차 농산물에 대해서도 인
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헝
가리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松本恒雄, “製造物責任の現象と課題 4. 製造物”, 「NBL」
457號, 1990, 37면; 양창수, “프랑스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입법”, 「인권과 정의」, 1999. 10,
67면; 김민중, “외국(유럽․일본)의 제조물책임입법동향”, 「인권과 정의」, 1994. 9, 72면).

13) 김상묵, 앞의 논문, 182면.

14) 日本消費經濟新聞, 2002年 7月 22日, 第1575號, 1面, 5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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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워야 함이 바람직하며, WTO체제하에서 농축산물도 자유무역의 범위에 포

함되므로, 외국 농산물이 대규모로 수입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자연산출물, 미가공자연출산물의 수입업자에게

도 책임을 지우는 근거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15) 특히 유전자공

학의 발달로 생산된 복제생산물인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미가공자

연산출물의 제외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6) 즉, 미가공농축산물도 기본적으로 제조

물책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그 결함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앞으로의 과학기술의 발달추이에 따라 결함여부를 연계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17)

(3) 전기등 무형의 에너지

가스와 석유 등의 유형에너지는 제조물에 해당하지만, 전기 등의 무형에너지

에 대해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98조에서는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전기, 열, 자기, 방사선 등의

무형의 에너지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

급된 전기 등 무형의 에너지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의 결함에 의한 정전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8) 전기도 제조된 물건이고,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의

활발한 추진, 그리고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9) 최근의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전기를 제조물책임의

15)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 심
포지엄, 한국법학원, 2000. 7. 8, 11면.

16) 김상묵, 앞의 논문, 183면.

17) 최병규, “제조물책임의 특수 문제 및 보험처리에 대한 연구”, 2003년 봄 학술대회 학술발
표논문집, 한국상품학회, 2003. 5, 188-192 참조.

18) 김민중, 앞의 논문, 43면.

19) 김상묵, 앞의 논문,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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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고 있다.20) EU 입법지침에서는 명문으로 전기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인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도 명문으

로 “전기는 제조물로 간주된다”(프랑스 민법 제1386조 제3항)고 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으나, 일본민법상 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전기 등 무형

에너지는 제조물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의 학설은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1) 미국에서는 고압전력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제

조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에서는 서비스로 파악하여 제조물책

임을 부정하고 있다.

(4) 정보등 지적 생산물

소프트웨어 등 지적 생산물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

고 있다.22)

무형물인 정보 자체는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므로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인 제

조물이 아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신이나 전화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제

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다.23) 서적 그 자체는 유체물로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내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에서는 중학생이 교과서에 설명된 대로 고무줄로 과학실험을 하던 중 입은 손해

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부정하였고,24) 독일에서는 의학서적에 2.5%의 식염수를

25%로 오기하여 신체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였다.25)

20) 김민중, 앞의 논문, 각주 36.

21) 松本恒雄, “アメリカにおける製造物責任”, 「判例タイムズ」제673호, 1988, 40면; 前田達
明, “責任主體”, 「製造物責任法の論點」, 經濟企劃廳編, 平成 3年, 53면.

22)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80-181면.

23)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總攬”, 「商事法硏究會」, 平成 6年, 205면.

24) Waltter v. Bauer(4th Dept.) 88 App. Div. 2d 787, 451 NYS 2d 533.

25) BGH JZ 197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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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제조물책임의 규율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는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현재 정보화․세계화의

추세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자 등에

의해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

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 결과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리라

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정한 정보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크․하드 디스크․IC칩 등은 그 자체가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26)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자동차나 전기제품 등의 결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바

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데이터나 하드디스크에 손상을 준 경우

에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7)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상품처럼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28) 우리도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6) Rolland, Walter, 「Produkthäftungsrecht」, 1990, S.349ff.

27) Brannigan & Dayhoff, “Liability for Personal Injuries Caused by Defective Medical
Computer Programs”, 7 Am. J. L. & Med. 1981, S.123.

28) 한국소비자보호원, 앞의 책,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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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품 및 폐기물

제조물책임은 중고품과 폐기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에 맡겨지

고 있다. 그러나 중고품도 제품이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 사

용자의 사용상황과 개조 또는 수리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중고 판

매자에 의한 점검과 수리 및 서비스가 행해지고, 제품의 안전사용에 대한 매뉴

얼 등의 분실과 경고라벨이 손상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신품

과 비교하여 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29) 그러나 중고품도 제조물인

이상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물로 보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고품이라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제조물

로 보지만, 중고품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중고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사정

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30) 예컨대, 중고품의 경우제조물책

임을 인정될 수 있기도 하지만 책임 인정의 기준을 명시해 두거나 행정기관의

시행규칙 내지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폐기물은 더 이상 제품이 아니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시 유통

과정에 놓여지는 경우라면 중고품으로 취급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다만, 폐기

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함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을 제

3자가 주워서 유통시킨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면 될 것이다.

29)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주체과 제조물의 범위”, 「무등춘추」, 제7호, 광주지방
변호사회, 2002, 133-134면.

30) 이치영, 앞의 논문,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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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한도액

제조물책임법은 EU 입법지침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손배배상

범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책임주체가 자기 부담위험의 상한을 파악하여 제

조물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손해배상금의 부담에 의한 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31) EU 입

법지침은 인신손해의 경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7,000만 ECU(유럽통화단위)의 액으로 제한하고 있다(지침 제16조 제

1항 참조).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나 사용자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조물은 매우 다양하고 그 피해의 내용과 정도도 제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

타날 것이므로 책임의 한도액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들 사이에 먼저 청구를 하였느냐, 나중에 청구하였느냐에 따라 배상액의

한도로 배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 간 형평성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므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인 소비자와 사용자는 제한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상능력이

없는 제조업자 등은 도산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결국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보험 등의 제

도적 장치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2)

31) Vgl. Taschner, Begrenzung der Gefahrdungshaftung durch Haftungshochstsammen? in:
Schulecht iem und Leser, Zum Deutchenund Internationaen Schldrecht, Kolloquium aus
Anlassdes 75. Geburtstages von Ernst Caemmerer, 1983, S.75 11.

32)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8면 각주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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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제한특약

제조업자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특약에 대해 그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여(법 제6조), 실질적으로 소

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서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특약을

맺은 경우는 유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즉 기업과 기업 간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경제적 힘의 불균형과 제조물에 대한 과학 기

술 지식의 정보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기업

과 기업과의 관계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법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 제조

물책임법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어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 등을 법의 사각지대에

두게 되는 문제를 발생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책임제한특약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 후

에 그 유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U 입법지침에서는 소액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개

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경우에는 500 ECU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지침 제9조). 이러한 면책액을 인정하는 것은 과실책임에 의해 분쟁을 처리

하게 되어 신속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2차에 걸친 제

조물책임의 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상 인정되는 제도로써 피고에게 고의나 악의가 인정

될 때에 인정되는 제도이다.33) 우리 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하에

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3) S. Emanul, Torts, Foundation Press, 7th ed. 198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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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exemplary damage)이란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제로서의 민사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넘어서 원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34)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

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부과되

는 손해배상이다.35)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단지 전보할

뿐만 아니라 본보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중과

실의 불법행위자를 구별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근절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36)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는 피고의 동일한 행위로 인한 동종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과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감정의 손해배상 등을 들고

있다.37)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도적 또는 고

의적인 불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하고, 증명의

정도도 통상의 경우보다도 고도의 증명인 명백하고도 확신적인 증명(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38)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

해배상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다.39)

34) 양병회, “징벌적 배상판결의 집행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Ⅳ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 507면;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17호, 한국사법행
정학회, 1999, 64면; 장재옥, “미국의 거액 손해배상판결의 승인과 집행”, 「비교사법」, 창
간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322면.

35) Newport v. Fact Concerts, Inc., 453 U.S.247, 266f.(1981);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323, 350(1974); Reisberg, 55.N.Y.U.L.Rev.(1980) 303(330f.).

36) 양병회, 위의 논문, 507-508면.

37) Feinberg, K.R., The Toxic Tort Litigation Crisis, 24 Houston L.Rev. 155, 1987, p.167.

38) 양병회, 앞의 논문, 509-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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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민사법상 책임법체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

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4. 제조물책임보험의 도입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배상자력의 확

보방안일 것이다. 제조자의 배상의무의 이행확보제도로서 책임보험제도, 공탁금

적립제도, 공제제도 등이 고려할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

서 책임보험제도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합리적이

라 할 수 있다.40) 즉, 제조자는 보험을 통해 배상액 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

산시킬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을 고려하

여 보험제도의 역기능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제

도를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41) 이하에서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해 개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제조물책임보험이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복잡한 유통구조하에서 제조물의

제조, 공급,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확대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판매

39) Robert T.Kimbrough, Summary of American Law, Bancroft-Whitney Co., 1974, p.198.

40) 東京海上硏究所, “製造物責任法”, 商社法務硏究會, 1993. 173면.

41) 보험경영연구회,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9, 360면 이하; 최병규, “새로운 환경하
의 제조물책임보험”, 「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3. 8,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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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이 피해자인 소비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42) 제조물책임보험은 대량생

산․대량판매․대량소비 시대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제조업자에게 사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립하게 된 것이다43)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에만 적용되

지만,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가공농산물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

조물책임법의 제조물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44) 또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5) 그리고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가

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조물들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면 일부제품에 국한하

여 보험가입도 가능할 것이다.46)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생명․신체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도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포괄책임보험이며, 피보험자의 판매행위로 인하

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기업보험 내지 영업책

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이며,4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

한다는 점에서 배상책임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48)

42) 최병규, 위의 논문, 92면; 하태웅,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개괄적 고찰 (하);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보상
해야”, 「보험법률」, 제42호, 보험법률사, 2002, 30면.

43) 지수현, “제조물 책임보험”, 「소비자문제연구」, 제14권, 1994. 12, 53면.

44) 하태웅, 앞의 논문, 30면.

45)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2, 469면.

46) 책임보험 도입에 대해 제조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다(B. M., Harvey,
The Law of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ing, Butter worths, 1982, p.141).

47) 하태웅, 앞의 논문, 29면.

48) 최병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연구”, 「비교사법」, 제6권 제1호, 1999. 6,
118-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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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의 당사자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가 있다.49)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

로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완성품

제조업자, 부품․원재료 제조업자,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자, 제조

물의 유통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인 것이 보통이다.50)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자이지만,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결함제조물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51)

또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도록 반드시 수입업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

정하는 추가 피보험자 특별약관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52) 보험자는 결함제조

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를 말한다53).

(3) 보험약관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

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수의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자와 개별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 의하

49) 최병규, “새로운 환경하의 제조물책임보험”, 95면; 하태웅, 앞의 논문, 31면.

50) 최병규, “새로운 환경하의 제조물책임보험”, 95면.

51)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과 배상책임보험”, 「보험조사월보」, 보험감독원, 1994.
9, 17면.

52) 박홍균, “제조물책임 보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국제상학」, 제13권 제3호, 한국국
제상학회, 1998. 11, 424면; 江草忠敬, 「製造物責任」, 有斐閣, 1989, 255면.

53) 최병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연구”,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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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보험약관에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policy)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policy)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54)

국문약관은 수출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조물에 적용되는 약관이

며, 영문약관은 해외 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말한다.

미국의 ISO에 의하며 만들어진 사고발생 기준약관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상해야 한

다는 것이다. 반면에 배상청구기준약관은 보상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ret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한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

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안된다.55) 최근 제조물책임 보험은 사고발생기준약관의

사용을 포기하고 배상청구기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56)

(4)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의무 기타

보험금급부의무를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하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

가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손해의 원인인 사실을 의미한다.57) 보험사고는 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그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의 내용으로 확정되고 또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58) 제조물책임보험에서는 결함

54) Mark Mildren, 「Product Liability Law and Insurance」, LLP, 2000, pp.243-244.

55) 최병규, “새로운 환경하의 제조물책임보험”, 97면; 하태웅, 앞의 논문, 30면.

56) 고재종,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12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172면.

57) 심상무,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소고”, 「법률연구」, 제4집, 연세대학교 법률문제
연구소, 1986,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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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책임보험의 보호대상이 되는 제조물

은 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정하여야 할 것이다.59).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를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

고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학설대립이 심하다.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이 되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또는 제3자의 청구시기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손해사고설,60) 피해자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배상

청구를 보험사고로 파악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그 원인의 존부 내지 청구의 당부와 관련없이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는 배상청구설,61)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을 보

험사고로 보는 책임부담설62) 등의 대립이 있다.

(5)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존속기간을 하며, 시기와 종기는 보험계약체결시 정해진다.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힌디.63) 제조물책임보험에서 결함

제조물의 제조 또는 판매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인 피

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

58) 석면, 살충제, 고엽제 등의 장기잠재손해와 관련된 보험사고의 경우 언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소멸시효기간과 피해자의 법익의 보호가 달라지게 된다(양승규․장덕조,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284면 이하 참조).

59) 江草忠敬, 앞의 책, 254면.

60)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박영사, 2000, 213-214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
사, 2001, 620-621면.

61) 김정호,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0, 546-548면.

62) 이범찬․최춘선, 「상법(하)」, 삼영사, 1999, 597면.

63) 성문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1998, 103면.



- 155 -

해배상책임은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된다. 보험기간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며,

앞서 살펴본 사고발생기준약관이냐 배상청구기준약관이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6) 면책조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Ⅰ)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제6조 참조).64)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로 생긴 손해배

상청구,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노동쟁의 등의 사태로 생긴

손해배상청구,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 ④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⑤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⑥ 피보험자

의 생산물로 인해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요염으로

생긴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

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

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⑨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나 이행지체 및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 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1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64) 하태웅, 앞의 논문, 3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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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입증책임의 완화

현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조물들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

험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면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의 입증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함제조

물로 인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1. 사실상 추정규정의 도입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는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성립요건인 ① 유통에 놓인 시점에서 제조물의 결함

이 존재할 것, ② 손해가 발생할 것, ③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함제조물 자체가 멸실한 경우, 제조물사고가 불명하

여 결함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결함의 존재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이러한 요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에서는 제품결함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

황증거가 있으면 제품결함의 추정을 인정하는 추정규정을 법문화하고 있지만,

EU 입법지침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지침 제4조). 사회

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 필

요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입증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무과실책임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경

감되는 것이 아니하므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

을 완화시켜 주거나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칙상의 사실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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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의 추정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65) 제조물책임법 제정당시에

무과실책임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

상 추정규정을 두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너무 치중되어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추정규정을 입법화하여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는 있지

만,66)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추상적․주관적이어서 법률상 규

정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함의 존재에 대해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조물을 그 용법에 맞게 적정하게 사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결함제조물을 사용

한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해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

고 결함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발생시의 결함의 존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결함이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추정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더라도 그 해석을 통해서

추정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제조업자는 제

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청구권

실체법상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

하려는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지만, 이

65)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89면.

66) 박경재, 앞의 논문,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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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에 결함제조물의 결함의 불명 및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독일은 실체법인 환경책임법 제8

조 이하와 유전자공학법 제35조에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나 관청에 대한 정보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절차법상의 간이한 절차를

소송에 부수하여 인정하고 있는 문서제출의무와 검증물제출의무는 극히 한정되

어 있고(민사소송법 제315조 이하),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46조 이하)에 따라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범

위의 정부투자기관 등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서 문제이다(제2조 제호, 제3조, 제6조).

결함제조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권리로써 정보청구권

을 제조물책임법에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함제조물에 대한 증

거수집으로써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

자의 권리구제와 사실관계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

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정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할 것

이다.

제4절 결함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제2조 제2호),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제조물 그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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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결함의 유형을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

트와 같이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을 판단하는 확정적인 기준 등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몇 가지 기준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해

석기준이 필요하다.

표준일탈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의도한 상태나 동일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결함이 인정되어 엄격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상

의 결함에 타당하게 적용된다67). 소비자기대기준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결함판단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에 배

반된 경우에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

은 제품의 위험성, 안전성에 대한 기대와 효용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함을 판단한다. 위험효용기준은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하여 제품이

가지는 위험성이 효용성을 넘는 경우에 결함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으로 주로 제

조자측이 가진 정보에 의하여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와 같이 결함을 유형화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배심제도와 징벌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판례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므로 EU 입법지침이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결함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법문화하는 것이 우리의 법체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즉 결함의 종류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유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함의 유무판단시 기본적인 판단요소로써 공통

성, 중요성, 중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68).

67) Phillips, “A Synopsisi of the developing law of products liability”, 28 Drake L. Rev.,
317, 1978, p.344.

68) 김상묵, 앞의 논문, 185면; 허재창, “한국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
학」, 제17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12,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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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나 사용

자가 손해배상의 요건사을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제조업자 등은 당연히

면책되고,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적극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손해의 원인이 결함제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

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

실(제1항 제2호)”인 개발위험의 항변과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

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제1항 제

3호)을 면책사유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느냐의 여부는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여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실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또한 소

비자의 보호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과 제조자가 결함에 대한 리콜 등의 충

분한 조치를 하였느냐는 소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개발위험의 항변에서 중요한 문제는 개발위험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의 방

법이다. 제조업자는 당해 제조물을 유통에 놓이게 한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지식에 의하더라도 결함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69)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의 수

준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의 자료들에 관한 과학기술정보, 논문 등을 입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제조물을 유통에 놓이게 한 시점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정보

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70) 그러나

69)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 新世社, 1995, 51面 이하 참조.

70) 최동식,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개념과 개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2003, 103-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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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업은 제조물에 대한 각조의 데이터를 제출함에 있어서 스스로 기업

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제 제조물책임소송에

서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지만, 통상 법관은 개발위험의 존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분야의 전문가의 감정 등의 도움을 받

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개발위험에 관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관하여 정

보나 실험 등으로 판단하지만, 인식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줄 만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 또는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71)가 있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라는 관점과 입법

취지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즉, 개발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

제적인 법령이 정하는 공적 기준만을 준수하기만 하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조 (b)에

서는 정부가 정하는 공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판매한 제조물이라도 적합

하다는 것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제2호의 규정과 제3호의 규정은 서로 병렬적인 내용을 가지는 중첩

되는 것으로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2호의 개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제3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에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당해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 “과학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합

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72)

71) 이상정, 앞의 논문, 17면.

72) 최동식,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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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가 도래하여 다양한 종류의 제조물은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위해에 노출되는 상황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것은 불법행위책임

에 있어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

였고, 기존의 법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하였으나 근본적

이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는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

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1999년 7월 입법예고를 거쳐, 2000년 1월 12일 제정되

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발전하

는 산업사회에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제조물책임법리는 미국에서 과실책임에서 담보책임으로, 담보책임에서 엄격책

임에 의한 무과실책임으로 이론형성이 되어 오면서 발전되어 왔고,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불법행위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법리를 해결해 왔다. 우

리나라에서는 크게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제조물책임문제를 해결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및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이론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제정이전의 판례도 많지 않지만, 대체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의 경제적 지위와 정보력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문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입증부담의 완화 내지 경

감하는 태도를 취하여 해결하여 왔다. 제조물책임을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해결

하느냐는 시대적 배경과 실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도 이러한 국제적 추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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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면

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하시키고 있어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를 정당

하게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제조물책임요건이 과실에서

결함으로 바뀜에 따라 제조자의 행위보다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로 기준을 두어 책임을 보다 객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

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조물책임의 이론적 근거와 세계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우리

의 제조물책임법이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 추이에 합류하고 있지만, 다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

문에 그 개선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

업자의 범위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제조물책

임만을 묻도록 하고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제조자 외에 가공․수입자 및 표시제조업자를 제조업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공급업자를 책임의 주체로 보아서 제조물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판매업자인 공급업자는 제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임대업자도 제조물의 점유만을 임차인에게 이

전해 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임대차목적물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와 유사한 검사의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적으로 제

조물책임을 묻는 것이다.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안전한 제조물에 대한

주의로 결함없는 제조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거래시장에 무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장에 안전한 제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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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를 동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 중 민법상 공작물책임으로

구제할 수 없는 분양공급주택은 그 경제적 가치가 높고 주택거래로 인한 위험

및 위해의 정도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소비자 피해의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미가공 자연산출물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고도의

기술과 과학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제조물과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

으며, 소비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자연산출물의 안전

성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 등 무형의 에너지 또한 민

법상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라면 물건인 동산에 해당하며, 세계적 입법추이도 전기

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 등 지적 생산물 등의 경우에도 프로그

램의 오작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

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다른 데이터나 하드디

스크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보

호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결함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사용자는 제한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제조업자에게 그 책임의 한도액을 정할 필요

는 없지만, 배상능력이 없는 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가 손해를 보

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보

험 등의 제도적 장치가 활성화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보험은 대

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 시대에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

생하고, 그 배상책임액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장래 발생할 사고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이고 악

의적으로 결함제조물을 양산하고 유통시키는 제조업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도의 과학기술과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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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제조물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는 그 내재하는 위험을 예견하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경감되지

않으므로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나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

는 경험칙상의 사실인 “사실상의 추정이론”을 도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미

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와 같은 정황증거가 있으면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는 규정을 법문화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석을 통해서도 사실상 추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함제조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수집

으로써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권

리구제와 사실관계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의 신설은 필요하다

고 본다.

다섯째,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유형별로 책임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함을 판단하는 확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몇가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EU 입법지침이나 일본

의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법문화하

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더라도

부분적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을 개발위험에까지 인정하게 되

면 국가경제를 저해할 우려가 크며, 개발위험 항변이 소송상 쟁점이 되면 소송의

장기화와 제조물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보호는 제조물책임법만으로는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한 기업의 입장에서 제조물책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막대한 위험을 분산시

키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제조물

책임과 그 관련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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