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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담배에 수십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흡연자 또는 그 가족들이 흡연

으로 인하여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및 주식

회사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2014년 4월 10일 대법

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담배소송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담배소

송은 1953년부터 과실, 보증책임, 제조물책임, 사기행위 등 다양한 청구

원인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1994년 이전까지는 담배회사

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다가 1994

년에,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담배를 판매하

였고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담긴 Brown & Williamson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사기행

위 및 기망 등의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의 제조·판매 주체인 대한민국 및 주식회

사 케이티앤지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담배를 제조·판

매하였다거나 흡연자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리기 위하여 니코틴의 함량

을 고의로 조작하였다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발

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서는 제조물책

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담배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담배소송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특정 제조물이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

어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므로, 담배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문제삼는

담배소송에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위험효용기준을 적용하

여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지만, 니코틴과 타르의 함

량을 줄이거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제조·판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한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독한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이 낮은 담배는 그들이 본래 피

우던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제조물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담배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상

의 결함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정도, 경

고문구가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담배소송의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흡연자들은

각자 약 20년에서 30년 가량 담배를 피웠는데, 위 흡연기간 중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기간은 10년 정도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학은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통계학적 상관관계

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



다. 역학 연구결과는 다른 증거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증명하

는 데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을 가진다.

주요어 : 담배소송, 제조물책임,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역학 연

구결과

학 번 : 2010-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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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14년 4월 10일에 흡연자 또는 그 가족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 또

는 후두암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판

결이 선고되었다.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1999년으로부터 무려 15년이 지

난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담배에 수십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이와 같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담배값 인상 등의 행정적인 조치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

편 미국에서는 이들 행정적인 조치들과 함께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담배로 인한 비용을 담배회사들로부터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담배소

송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다.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기 시작한 1950년대

부터 담배소송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원고측은 항상 실패하

였고 담배회사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담배의 해악을 알고도 이

를 숨겼다는 취지의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미국의 담배소

송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결국 판결 또는 화해를 통해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최초로 담배소송이 제기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는 등1)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

러나 담배소송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법령에 의해

제조 및 유통이 허용되어 있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의 위법성을 어떤

법리로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와 원

고들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

1) 정동욱, 담배소송, 경영법무 제69호, 1999. 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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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었고, 결국 1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원고측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담배소송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존의 문헌들은 다수 있으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선례가 거의 없다보니 이들 문헌들은 대부분 미국의 담배

소송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들이 미국의 담배소송의 역사

와 전개 과정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법리적인 관점보다는

정책적인 관점 내지 대한민국 또는 담배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당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결문은 당연히 그

래야 하듯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담배의 결함 및 인과관계를 부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우리나라 담배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담배소송에 관한 법리적인 쟁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다만 담배소송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담배소송의 발상지인

미국에서의 담배소송 전개 과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제2장에서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의 전개 과정과 그 과

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그 판결의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담배소송에 관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제조물책임의 핵심 요

건인 결함을 제4장에서, 인과관계를 제5장에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함의 종류를 각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담배소송에서 중

요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논의를 전

개하였고, 주로 공해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의 증명부담 완화 이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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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론과 간접반증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들 이론이 담배소송에서 어

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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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의 담배소송

I. 개관

담배소송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의 유족들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2)

지금까지 꾸준히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다.

1953년 최초로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미국의 담배

소송의 전개과정은 학자별로 조금씩 그 구체적인 구분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기별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3) 제1단계는 1950년대부터 1970

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며, 이 때는 담배소송의 태동기로서 수백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담배회사들의 대응을 이기지 못 하고 결국 원

고가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 하였다. 제2단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말하는데, 이 때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해악을 알고 있으

면서도 이를 숨기고 담배를 팔았다는 사기(fraud)의 청구원인이 추가되

면서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역시 원고 측이 승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제3단계는 주로 1994년 이후를 말 하는데, 이

즈음에 담배회사들의 내부문건이 외부로 폭로되면서4) 담배소송은 새로

2) 배금자, 담배소송의 역사와 전개과정, 부산법조 제29호, 2012, 부산지방변호사회, 18면.

3) 예컨대 배금자 변호사는 1단계를 1954년-1969년으로 보는 데 반하여 Robert L.

Rabin 교수는 이를 1954년-1979년으로 보고, 김운묵 박사는 1954년-1982년으로 본다.

다만 배금자 변호사는 1999년의 문헌에서는 이렇게 밝혔지만 이후 각주 2)의 문헌에

서는 1단계를 1950-1970년대로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세 명의 학자들의 구

분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금자, 미국담배소송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담배소송 – 그 법적, 의학적 논리, 담배소송 세미나 자료,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1999, 6-14면; Robert L. Rabin,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Tobacco Tort Liability, Smoking Policy: Law, Politics &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110-127면; 김운묵, 미국의 담배소송과 공중보건

정책,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2001. 12., 214-253면.

4) 폭로된 내부 문건은 Brown & Williamson사의 문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own & Wililiamson사는 수 년간에 걸쳐 니코틴을 연구하였고, 회사측은 흡연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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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결국 원고가 승소하거나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

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하

였다.5)6)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서도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제기된 이론적 쟁점

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일

부 쟁점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의 담배소송의 각 단

계별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강에 위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는 니코틴의 중독성 및 흡연이 건강에 위험

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었다.

5)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피

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항상 물어준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사례들만 언론에 보도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는 제3단계 담배소송 시기에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이 여전히 많다.

6) 담배소송을 다룬 국내의 여러 문헌들은 위의 1, 2, 3단계 담배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담배회사들의 철저한 부인

및 시간 끌기 전략, 그로 인한 소송비용의 폭증과 원고측 변호사들의 파산, 이후 내부

문건의 폭로와 담배회사들의 대규모 합의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는 담배

소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법리적인 쟁점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의 역

사적인 경과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만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금자(주 2), 18-21면; 김운묵(주 3), 225-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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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담배소송의 전개 과정

1. 1단계 담배소송

1단계 담배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청구원인은 과실(negligence)과 보증

책임(breach of warranty)이었다.7) 이 당시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이 담배

의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러한 항변은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Lartigue v. R. J. Reynolds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폐암이 발생할 당시 담배회사로서는 담배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unforeseeable)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 그밖의 사건들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위 Lartigue 판결 직후에 불법행위법에 관한 제

2차 리스테이트먼트에 “담배는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

합리하게 위험하다(unreasonably dangerous)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

어가면서 1단계 담배소송은 사실상 종료되었다.9)

2. 2단계 담배소송

1964년 미국의 보건총감보고서가 담배의 유해성을 밝힌 이래, 1965년

담배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과 1969년 공중 건강 및 흡연에 관한 법률(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이 제정되면서 담배에 경고문구 표시의

무가 부과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의 담배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러

7) Tucker S. Player, After the Fall : The Cigarette Papers, the Global Settlement,

and the Future of Tobacco Litigation,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 49, 313면.

8) 317 F.2d 19 (5th Circuit. 1963).

9) Player(주 7),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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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단계 담배소송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단계 담배소송에서 원고들은 보증책임이 아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담배가 제2차 리스테이트

먼트 제402 A조에서 규정한대로 “불합리하게 위험”하여 엄격책임이 부

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analysis) 및 비율적 과실(comparative fault)의 적용을 제시하였다.10)

그러나 원고측이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효용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었다. 그리고 일부 주는 엄

격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험효용기준이 아닌 소비자기대기준

(consumer expectations test)을 적용하였는데, 담배회사들은 소비자가

위험을 예견(assumption of risk)하였으므로 소비자기대기준에 따르면 책

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비율적 과실 부분도 당시

의 배심원들은 대부분 담배회사의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였고, 담배회사

의 과실을 인정한 일부 사건에서도 원고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인정

하였다.

결국 2단계 담배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3. 3단계 담배소송

1994년 Brown & Williamson사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폭로되면서 담

배소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 문건의 내용은, 담배회사들은 흡

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니코틴과 담배의 각종 첨가물이

중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담배는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 홍보를 했으며, 고의로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중독에

10) Player(주 7), 315-316면.



- 8 -

빠뜨렸다는 것이었다.11)

이에 원고들은 담배회사들의 사기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소

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Carter v. Brown &

Williamson 사건에서 Florida주 법원은 담배회사가 담배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숨겼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750,000만 달러의 손

해배상을 인정하였고,12) 최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Williams

v. Philip Morris13) 사건에서도 Oregon주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거짓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기망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흡연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담배회사들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다가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화해에 응하기 시작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른바 1997년의 Global Settlement가 있는데,

여기서 담배회사들은 주정부와 향후 25년에 걸쳐 3,685억 달러의 금원을

지급하고, 담배에 커다란 경고 문구를 부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

였다.14)

4. 평가 및 우리나라 담배소송에의 영향

결과적으로 미국의 담배소송에서도 전통적인 제조물책임 또는 보증책

임 이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15) Brown &

Williamson사의 내부 문건이 폭로된 이후에 거짓 홍보, 사기 내지 니코

틴 함량 조작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만

11) Robert L. Rabin, The Tobacco Litigation : A Tentative Assessment, DePaul Law

Review, 2001, 333면.

12) Rabin(주 11), 344면.

13) 182 Or. App. 44, 48 P. 3d 824.

14) Player(주 7), 339면.

15)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제3

호, 201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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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제조·판매한 주체인 대한

민국 내지 케이티앤지가 이와 같은 사기행위를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

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를 증명할 증거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사례들은, 미국에서는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

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

거가 없고 보증책임의 법리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결

국 제조물책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담배소송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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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

I. 개관

2014. 4. 10. 두 건의 담배소송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

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

다23422 판결). 두 판결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두 판결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법리에 따라 판결하였

으므로(제1심 판결은 판결 선고일자도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2011다

22092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본다.

II. 기초적 사실관계 및 쟁점16)

1.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들17)은 담배를 20년 내지 40년간 흡연한 사람들로서 각 폐암 또

는 후두암이 발병하였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담배 전매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행하

여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7. 4. 1.부로 시행된

한국전매공사법에 따른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한국전매공사가 일시적으

로 담배를 판매하였고, 1989. 4. 1.부로 시행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이후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였다. 한

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되면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16) 사실관계는 위 대법원의 원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

10497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 따로 인용표시는 하지 않는다.

17) 실제 원고는 사망자의 유족,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한 자들의 소송수계인

등으로 다양하나, 이하에서는 “원고들”로만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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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고 한다)는 현재까지 담배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담배에

니코틴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을 담배의 제조상,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합리적인 설명, 지시 또는 경고를 하지 아니한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에 제조물책임과 공해소송에서 인정

되는 증명부담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8)

18) 그밖에 원고들은 ①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내지 규제조치의무를 위반

하였고 ②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으며 ③ 담배에 관한 거짓정보를 유

포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하였고 ④ 담배에 첨가제를 투여함으로써 흡연욕구 또는 폐

암발병 촉진하였고 ⑤ 니코틴 의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조작

하였고, ⑥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면세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흡연을 조장하였으며 ⑦ 담배의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의무, 청

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할 의무,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

육과 청소년 대상의 담배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의무, 장기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

람들에 대하여 치료비를 보조할 의무,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 등

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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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1심 법원의 판단

1. 담배의 결함

가. 제조상의 결함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기타 유해성분들은 담배의 연소에

의해 자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의 연기에 니코

틴과 타르 기타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담배가 품질

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과거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르·니코틴 함량이 미국산 담배 등의 그것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

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

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계상의 결함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

상,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담배연기에서 니코

틴이나 타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도 없으며, 설령 담배연기에

서 니코틴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담배의

니코틴은 술의 알코올이나 커피의 카페인과 같이 담배에서 기호품으로서

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 니코틴 제거를 담배의 특성 및 용

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설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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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상의 결함

흡연의 위험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의 피고 대한민국에게 세

계에서 최초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보건총감보고서가 발

표된 1964년부터 WHO 권고에 따른 경고문구 표시 이전인 1975년까지

를 보면, 1964년 미국의 보건총감보고서가 흡연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 국내 각 언론매체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시기에는 이미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만이 흡연의 유해성에 관

한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

게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나 경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시기의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흡연의 위험성

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75년 이후에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

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담배 갑포장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경고의 정도가 관련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담배에 표시상의 결

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19)

가. 공해소송에서의 증명부담 완화20) 법리 적용 가부

19) 이미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도 별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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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그

러나 한편, 피고들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이

원고들에 비하여 더 용이한 것도 아니고, 피고들에게 흡연과 원고들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법리를 이 사건

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역학적 상관관계

역학은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

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대기오염,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질환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요인의 존재와 당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개별적 인과관계

역학적 상관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증명책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20) 실제 판결문에서는 입증책임의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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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지, 기존 병력, 흡연 경력 등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

면,21)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와 원고들이 장기간 흡연하였

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폐암 발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

기 어렵다.

3.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1) 판결문에는 설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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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항소심 법원의 판단22)

1. 제1심 법원의 판단과의 차이점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둘 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

써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담배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정하였던

반면에, 항소심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담배의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제1

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판시 내용이 제1심과 거의 대

동소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만을 소

개한다.

2. 인과관계

가. 공해소송에서의 증명부담 완화 법리 적용 가능성

항소심 법원은 “공해소송에서 입증을 완화하는 이유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

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때, 공해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중략)...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

2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 17 -

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개별적 인과관계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암의 종류와 흡연력 및 생활습관을

근거로,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흡연과 관련이 깊은 소세포암이 발병

한 원고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소세포암이

발병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오랜 기간동안의 흡연 경력에도 불구하

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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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론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대법

원이 설시한 법리들만 소개하도록 한다.23)

1. 설계상의 결함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

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

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

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표시상의 결함

2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새롭게 창조한 법리는 없었고, 모두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에

의해 형성된 법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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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

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

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

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

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

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

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인과관계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

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

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

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

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

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

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

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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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

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

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

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

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

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

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

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

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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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담배소송과 제조물책임 

– 특히 결함의 인정여부 -

I. 들어가며

1. 제조물책임 법리의 적용

제2장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에서는 사기행위나 니코틴 함량 조작과

같은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를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원고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

하여 제조물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담배회사가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여 폐암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배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담배회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담배 소매점을 통하여 담배를 구

입하므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는 없다. 더 나아가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만

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그로 인한 확대

손해의 배상을 주장하는 담배소송에서는 이 또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로서는 기업체가 제조·판매한 제조물24)로부터 발생한

확대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

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 제조된 담

배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

24)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가 제조물의 범주에

해당해야 하는데, 담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위 담배소송에서의 피고들도 이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조

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조물의 정의에 관

하여는 권오승 외 4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87-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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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담배소송은 1999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므로, 사실 이 사건

에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일반 불

법행위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

전에도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제조물로 인한 확대손해에 관하여는 특별

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고, 이처럼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가 제조물책

임법의 내용으로 거의 동일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25) 현재 제조물책임

법의 법리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판례 법리는 다르지 않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판례 법리를 따로 살펴

보지는 않고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조

물책임법에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

함”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본 장에서는 “결함”의 성립 요건을 살펴서 담

배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2. 결함 유형별 검토의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기본적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

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이들 외에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

다.26) 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도 이와 유사하게

25) 양창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1, 90면. 이 논문에서 양창수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을 기존 판례 법리의

성문화로 보았다.

26)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

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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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면

서27) 이들을 과실이나 엄격책임 등과는 별도로 독립된 청구원인으로 보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8)

한편 미국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는 결함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

였다. 즉 미국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제402 A조29)에서 결함 있는 제

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

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

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7)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 1- End. Tables and Index. West(1998),

§ 2. Categories of Product Defect

A product is defective when, at the time of sale or distribution, it contains

a manufacturing defect, is defective in design, or is defective because of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s. A product:

(a) contains a manufacturing defect when the product departs from its

intended design even though all possible care was exercised in the preparation and

marketing of the product;

(b) is defective in design when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adop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y the seller or other distributor, or a predecessor in the

commercial chain of distribution, and the omission of the alternative design

renders the product not reasonably safe;

(c) is defective because of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s when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or

avoided by the provision of reasonable instructions or warnings by the seller or

other distributor, or a predecessor in the commercial chain nof distribution, and

the omission of the instructions or warnings renders the product not reasonably

safe.

28) David G. Owen, Products Liability Law (Second Edition), Thomson West, 2008,

592-593면.

29)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Second), Torts 2d, Washington

D.C.: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65,

§ 402 A. Special Liability of Seller of Product for Physical Harm to User or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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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ultimat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if

(a) the selle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such a product, and

(b) it is expected to and does reach the user or consumer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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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공급한 제조업자 등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면서 그 요건으로 제

조물이 “불합리하게 위험할(unreasonably dangerous)”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밖에 유럽연합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회원

국들에게 이에 따른 입법을 할 것을 강제하였는데, 위 지침은 제6조 제1

항에서 “제조물은 (a) 그 제조물의 표시, (b) 그 제조물에 합리적으로 기

대될 수 있는 용도, (c) 그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기 등을 포함한 일체

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기대하는 정당한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때

에는 결함이 있다”고 결함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였다.30) 이에 따

라 독일 제조물책임법 또한 제3조 제1항에서 통일적인 결함 개념을 두고

있다고 한다.31)

그런데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는 “담배는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이

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와 같은 것을

포함한 담배는 불합리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32)고 의견을 제시하면

서 그 당시 미국 담배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상당부분 차단시켜버렸

다.33) 이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논리에 그

치는데, 이 당시에는 이로써 담배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을 묻는 길이 차

단되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의 개념을 제조상의 결함, 설

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각 결함별로 그

substantial change in the condition in which it is sold.

(2) The rule stated in Subsection (1) applies although

(a) the seller has exercised all possible care in the preparation and sale of

his product, and

(b) the user or consumer has not bought the product from or entered into

any contractual relation with the seller.

30)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18면.

31) 김재형,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민법론 II, 박영사, 2010, 432면.

32) American Law Institute(주 29), § 402 A comment i.

33) Player(주 7),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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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다르기 때문에,34) 미국의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처럼 담배에 결함

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대로 각 결함의

유형별로 요건을 살펴 담배가 그 요건에 해당하여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도 담배

에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결함이 있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3. 결함의 증명책임

한편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②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

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담배소송에서 담배의 결함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폐암이 담배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폐암이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결함에 관한 증명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 II.를 참조하기 바란다.

34)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은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예시한 것으

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

단기준 : 합리적대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

로, 법조 54권 4호, 법조협회, 2005. 4., 82면. 그러나 이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고, 명

문 규정으로 세 가지 결함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결함의 개념을

별도로 규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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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배의 결함 – 결함의 유형별 고찰

1. 결함의 판단 기준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결

정적인 요소는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이

므로, 제조물이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야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하

는 기준으로는 표준일탈기준, 소비자기대기준, 위험효용기준 등이 제시되

어 왔다.35) 이들 기준들이 담배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

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각 결함을 유형별로 고찰할 때 어느 정도

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표준일탈기준(Deviation from norm test)

표준일탈기준은 제조업자가 의도한 설계나 방식에서 제조물이 일탈된

경우, 즉 제조물이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 결함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 이는 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설계상의 결함이

나 표시상의 결함은 일단 제조물 자체는 설계대로 제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는 표준일탈기

준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소비자기대기준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전성 정도를 기준으

35) 임은하(주 30).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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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물이 합

리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안전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이 설계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을 인정한다. 소비자기

대기준에서 말하는 “안전성”이란 일반적인 소비자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위험은 결함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자가 적절한 경고를 한 경우나 명백한

위험은 소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결함이

인정될 수 없다.

소비자기대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제조업자가 심각한 위험

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명백하고 널리 알

려져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애당초 “소비자의 기

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소비자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어린이나

환자처럼 약자인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판단해야 하

는지도 불분명하다.36)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그

대로 채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37)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소

비자의 기대는 독립된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이용되지 않게 되었다.38)

다.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

위험효용기준은 제조물의 위험성과 효용성을 비교·형량하여 위험성이

효용성보다 큰 경우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39) 위험효용

기준은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되는 기

36) 임은하(주 30), 35-36면.

37) 윤진수(주 15), 15면.

38) American Law Institute(주 27), 제2조 comment g., 27면. 다만 여전히 설계상의 결

함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이용되고 있다고 한

다.

39) 권오승 외 4인(주 24),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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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 위험효용기준의 판단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가 제시되고

있다.40) ① 제조물의 효용성과 필요성, ② 제조물의 안전성과 손해발생의

가능성 및 그 정도, ③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대체 제조물

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사용자의 주

의여부에 따라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적절한 지시, 경고나 일

반적인 상식으로 제조물에 대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⑦ 제조

업자가 보험이나 가격 인상을 통해 손해를 분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부.

2. 결함 유형별 검토

가. 제조상의 결함

1) 제조상의 결함의 의의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는 정상적

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 설계대로 제조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에서 설계대로 제조는 되었으

나 설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설계상의 결

함과 다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

40) John W. Wade, On the Nature of Strict Tort Liability for Products, 44 Miss L.J.

(1973), 837-8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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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조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조상의 결함은 무과실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을 주장하는 원고는 당해 제조물이 동

종의 다른 제조물과 다르게 생산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

어 미국 법원에서는 고기 분쇄기를 사용하다가 팔이 절단되어 고기 분쇄

기 모터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가 당해 모터가 다른 모터와 다르게 제조되어 공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41)

반면에 피고로서는 동종의 다른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제조상의 결함은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과 다르게 제조된 점을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담배와 제조상의 결함

가) 법원의 판단

담배소송의 제1심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이 인정되려면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담배가 품질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서, 담배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기타 유해성분들은 담배의 연소에

의해 자연 발생하는 것이므로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타르 기타 유해성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담배가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대한민국이 과거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

르·니코틴 함량이 미국산 담배 등의 그것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41) Lee v. Electric Motor Div. 169 Cal. App. 3d 375, 215 Cal. Prtr. 195. (Court of

Appeal, Second District, 1985) : 임은하(주 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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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제조상의 결함을 부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

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가 신체에 위해하다 하더라도 그러

한 상태가 피고들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부정하였다.

나) 미국의 사례

미국의 법원도 제조상의 결함에 관한 명시적인 판시는 아니지만

Roysdon v. R. J. Reynolds. Co. 사건42)에서 어떤 물질이 질병이나 부상

을 유발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래43) 단순히 어떤 제조물이 내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결함

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리스테이트

먼트에서 “담배는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위험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와 같은 것을 포함한 담배는 불합리하

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한 것도44) 결함을 유형별로 고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결

제조상의 결함은 특정 제조물이 설계와 다르게 제조됨으로써 위험성을

42) 849 F.2d 230, 236 (6th Circuit 1988)

43) Gary T. Schwartz, Tobacco Liability in the Courts, Smoking Policy : Law,

Politics &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146면.

44) 각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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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담배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문제삼는 담배소

송에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항소

심 판결과는 달리 제1심 판결은 제조상의 결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

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45)

나. 설계상의 결함

1) 설계상의 결함의 의의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제조된 제

조물은 소비자나 제3자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설계상의 결함은 합

리적인 대체설계의 채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6)

설계상의 결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합리적인 대체설계”이다. 피

해를 입은 소비자가 설계상의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대

체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것은 대체설계가 위험은

줄이면서 효용은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설계상의 결함은 위험효용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47) 대법원은

45) 윤진수(주 15), 20면도 같은 취지이다. 
4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443면;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법조 통권 550호, 2002. 7., 61면; 임은하(주 30), 31-33면 등.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

영사, 2014, 555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3, 1743면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문언에 따라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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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배소송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판결에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

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

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

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

추어 판단하여야 한다”48)고 설계상의 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도 예견가능한 위험의 정도 및 가능

성, 제조물의 경고 및 표시, 제조물에 관한 소비자의 기대, 대체설계가

채택되었을 경우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49)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체설계가 합리

적인지 여부는 위험효용기준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므로,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가 가능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인 기대와 그에 따른 기존 제품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50) 덜 위

험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면 이를 대체설계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존의 위험한 제품에 결

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제조물의 효용이 뛰어나다면 그것이 어

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또한 대체설계가 보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

이 들면 이러한 대체설계를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합리적인 대체

47) 임은하(주 30), 62면.

4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

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등.

49) American Law Institute(주 27), 제2조 comment f., 23면.

50) American Law Institute(주 27), 제2조 comment g., 27면은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소

비자의 기대를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담배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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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학기술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

한 종류의 제조물은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을 아무리 총동원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조 또는 유통 당시의

과학기술에 부합하는 정도의 설계라면 결함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례 - 자동차 급발진사고 사건51)52)

담배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제조물의 설계

상의 결함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한 판결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

겠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자동차 급발진사고 사건으로서,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문제된 자동차들은 모두 대우자동차 주식회사가 1994년 이

후에 제조한 오토매틱 차종이다. 원고들은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로서

차량의 소유주도 있고 주차관리원도 있다. 사고 경위는 모두 정지상태에

서 출발하기 위하여 자동변속기의 기어를 주차에서 전진 또는 후진으로

이동하였더니 차량이 급발진 하였다는 것이다.53)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으로는 원고들이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오조작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급발

진을 방지할 수 있는 쉬프트 록(Shift Lock)54)을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

에, 즉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설계상의 결함을 주장하였다.55)

51) 자동차 급발진사고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

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9호, 법원도서관, 2004. 12., 224-273면 참조.

5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이 외에도 2003다16788, 2003다16795,

2003다16801, 2003다16818, 2003다16825, 2003다16832, 2003다16849, 2003다16856,

2003다16863 판결이 같은 날 선고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53)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민유숙(주 51), 226-228면 참조.

54)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진 또는 후

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55) 실제로는 원고들이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엔진제어장치를 부적절한 위치

에 장착하고 전자파 간섭 등을 받지 않게 제조하지 않은 구체적인 제조·설계상의 결

함이 있다거나, 사고 경위, 운전자의 경력 등으로 볼 때 결함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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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급발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

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은 이를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켠 후 자동변속기의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질 뿐이며, 운전자가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운전 요

령만 숙지하여 실행하면 굳이 쉬프트 록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

고예방효과가 있는데 자동차는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올바른 사용은 자

동차 운전자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기본사항인 점,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또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오조작을 감소시키려면 쉬프트 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점, 통계상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그 이전에 동종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 후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하여 급발진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

다고 하여 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쉬프트 록을 장착하는 것만이 합리

적인 대체설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대체설계로 주장한 쉬프트 록에 대하여

사용자의 숙련도 및 이를 장착했을 때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에 주목하

여 이를 합리적인 대체설계로 보지 않았다. 아마도 사고발생에 소비자의

과실이 큰 오조작이 개입되었고, 이를 감안하여 정상적인 운전자를 기준

으로 할 때 위험성의 감소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도 항소심 법원

은 소비자의 기호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

장이 더 주위적인 주장이었으나, 합리적인 대체설계에 관한 본 논문의 주제와는 맞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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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유지하였는데, 이를 보면 대법원은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측의 요소들을 비중있게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쉬프트 록의 제조 원가는 3,500원 정

도이고,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여야만 합리적인 대체설계라

고 할 수도 없으며, 적어도 이 사고처럼 시동을 켠 후 자동변속기의 레

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진 또는 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

으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쉬프트 록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56)

3) 담배와 설계상의 결함

가) 법원의 판단

담배소송의 제1심 법원은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담배연기에서 니코틴이나 타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도

없으며, 설령 담배연기에서 니코틴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담배의 니코틴은 술의 알코올이나 커피의 카페인과 같

이 담배에서 기호품으로서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 니코틴

제거를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대체설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설계상의 결함을 부정하였다.

항소심 법원 제1심 법원보다는 자세하게 판단하였다. 즉, 담뱃잎을 태

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으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들은 다양한 담배들 중에

56) 윤진수(주 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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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의 소비자는 니코틴의 약리효과(즐거움, 쾌락, 안정감 등)를 의도하

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물을 제거·감소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하여 발암성을

줄이거나 없앤 담배의 특허가 여러 차례 출원되었으나, 이들이 실제로

시판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57)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폐암

이 발병했을 무렵에 비로소 이들 기술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그 이전

에도 피고들이 외국산 담배와 성분비교 연구 등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속적으로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낮추어 왔으며, 1989년경 외국산 담

배와 비교해서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비슷한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들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들이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설계상의 결함을 부정

하였다.

나) 미국의 논의

Cipollone v. Liggett Group, Inc. 사건58)에서 미국 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Liggett & Myers사가 개발하였

으나 시판하지는 않은 팔라듐 담배가 흡연자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줄일

57) R. J. Reynolds 사가 무연담배를 제조·판매한 적이 있을 뿐 1997년경까지는 안전담

배의 범주에 포함되는 담배가 시판된 적이 없었다.

58) 893 F.2d 541, 576-77 (3rd Circui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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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체설계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설령 팔라듐 담배가

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에 흡연하던 담배를 대체하여 팔라듐

담배를 흡연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부

분 청구를 기각하였다.59)

이와 같이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고려할 때에 때로는 단순히 대체설계

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소비자의 기

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담배

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듯이 담배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에 따라 맛과 향기가 달라지고 소비자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추어

담배를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이 높은 독한 담배

를 선호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이 낮은 담배를 과

연 합리적인 대체설계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60)

한편 주에 따라서는 반대 취지의 판결도 있다. Boerner v. Brown &

Williamson61) 사건에서 법원은 보다 안전한 담배를 생산하였더라도 원

고가 이를 피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기여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은 피고의 제조물책임 성립을 방해하는 요

건이 되지 않으며,62) 보다 안전한 담배의 존재라는 사실은 해로운 담배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

시하였다.63) 나아가 원고가 “보다 안전한 담배를 피우지 않고 해로운 담

59) Schwartz(주 43), 147-148면. 그 밖에 원고가 팔라듐 담배가 개발되기 오래 전부터

흡연을 해 왔기 때문에 설령 팔라듐 담배가 시판되었고 원고가 이를 흡연했다고 하더

라도 실제로 원고의 폐암 발병 위험성을 많이 낮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

다.

60) Schwartz(주 43), 148면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를 합리적인 대체설계

보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취했을지라도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61) 260 F.3d 837 (8th Circuit, 2001)

62) 다만 판결문상 이는 아칸소 주 법에 따를 경우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법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다.

63) 이 부분 판시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요건으로 하는 설계상의 결함의 일반 법리와는

모순되는 판시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에서 설시한 아칸소 주 법에 따르면 설계상의

결함을 주장할 때에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a safer alternative design)의 증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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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계속 피운 것은 해로운 담배의 결함 요소인 중독성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위 주장 내용을 판

결문에 기재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위 판결

은 아칸소 주 법 특유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도 보이므로 성급하게 일반

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 소결

결국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니코

틴을 완전히 제거한 담배는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설시한 대로 담

배로서의 특성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것을 대체설계라고

볼 수는 없다.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줄이거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한 담배를 제조·판

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먼저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생산하

는 데 필요한 기술과 그에 따른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그 비용이 지나치

게 높거나 기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때에는 전형적인 위험효용기

준에 따라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위험성이 낮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보된 다

음에도, 단지 여전히 독한 담배를 제조·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독한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합리적인 대체설계는 합리

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기존에 제조·

판매되던 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능성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데, 독한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

이 낮은 담배는 대체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설명

없다고 하므로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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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유용하지만 피할 수 없이 위험한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은 그 본래

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64) 이러한 경우는 합리성보다는 대체성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위험성이 낮은 담배의 제조·판매

가 가능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판되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이상,

소비자가 위험성이 적은 담배를 선택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담배를 선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된 담배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보론 – 중독성의 문제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중독성이라는 중요한 논점이 있

다. 즉, 담배소송에서의 원고로서는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소비

자들이 담배에 중독된 이상 소비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주

장을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일반적

인 위험효용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담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독한 담배를 계속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 독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조

작하여 소비자들을 중독에 빠뜨리게 했다는 증거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

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65) 그러나 니코틴 함량 조작에

관한 증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면 담배에 중독된 것도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64) 윤진수(주 15), 31면.

65) 다만 니코틴 함량 조작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을 제기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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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상의 결함

1) 표시상의 결함의 의의 및 내용

가) 의의

제조물책임법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

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지시 또

는 경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지시 또는 경고를 하였더라도 그 기재

방법이나 범위가 불충분한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 표시상의 결

함 또한 설계상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이행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미에서 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나) 판단기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

명·지시·경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설

명·지시·경고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이를 따랐더라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고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게끔 표시되어야 하고, 둘째, 제조물로부

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셋째,

제조물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고여야 한다.66) 대법원은 담배소

66) Owen(주 28), 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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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표시상의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 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

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

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67)이라고 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명백한 위험에 대한 경고의무

제조물의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도 지시나 경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당해 제조물의 소비자에게 명백하

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은 지시, 경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

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68) 다만 담배와 같이 그 위험성이 중

대한 경우에는 비록 명백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담배와 술과 같이 중독성이 있어 소비자가 그 위험을 무시하고 남

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조물에 관하여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경

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69)

라) 법령에 규정된 표시의무와 표시상의 결함

6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이 사건은 앞서 설계상의 결함에서 자세

히 본 차량 급발진 사건으로, 원고의 표시상의 결함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

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엔진시동 시에는 액셀러레이

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확인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

동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지시 내

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68) American Law Institute(주 27), 제2조 comment j., 31면.

69) 임은하(주 30),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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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제조업자의 표시의무는 제조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

및 방법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조업자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한 경우에도 이는 제조업자가 표시상의 의무를 다 했

다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히 제조물책

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0)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Cipollone 사건71)에서 1965년 담배의 표

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과 1969년 공중 건강 및 흡연에 관한 법률(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이 제정된 이후의 흡연에 관하여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

한 청구는 차단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법령상의 표시의무를 따른

것만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위험한 해석이지만, 현

실적으로 법령상의 표시의무를 따랐음에도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

은 가혹하고, 나아가 대개의 경우 제조업자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법

령상의 표시의무에 규정된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법령상의

표시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2) 담배와 표시상의 결함

가)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시기를 나누어 판단하였

다. ① 흡연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흡연의

70) 권영준, 결함제조물의 민사책임연구 – 지시경고의무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11권 1

호, 법문사, 1994, 18면.

71) Cipollone v. Liggett Group Inc., 505 U.S. 50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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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흡

연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에는 이는 공지의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1975년부터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경고문구의 내용72)은 부족하지 않으므

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1심 법원은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위

험을 감수하고 흡연을 계속하였으며, 피고들은 경고문구의 기재에 관한

법령을 잘 지켜왔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의 경고문구 이상의

경고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하였

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의 규정에 따

라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

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하였다.

나) 미국의 논의

미국의 판결들도 대체로 비슷한 취지이다. 즉,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위

험성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고, 위험성을 안 경우에

는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73) 다만 Pritchard

v. Liggett & Myers Tobacco Co. 사건74)에서 연방 법원은 담배회사에

72) 경고문구의 내용은 1976. 1. 1.부터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라는

것이었고, 1989. 12. 17.부터는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것이었고, 1996년부터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

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것이었다.

73) 구체적인 내용은 Schwartz(주 43), 138-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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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흡연과 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고, Cipollone 사건에서는 담배회사가 경고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흡연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75) 2000

년대 이후에는 표시상의 결함(warning defect)은 아니지만 경고의무위반

(failure to warn)의 청구원인으로 배심원들이 담배회사의 배상책임을 인

정한 사례도 있다.76)

다) 소결

표시상의 결함은 과실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담배회사에 경고문구 표시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사정에 비추어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

다고 하여 표시상의 결함이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담

배의 위험성이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담배회사의 경고의

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정기

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과 담배를 구입할 때마다 위험하다는 문구를 보는 것은 담배의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담배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정도,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

된 정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시가 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 보인다.77)

74) 350 F.2d 479, 482 (3rd Circuit 1965).

75) 다만 원고가 “알려진 위험을 스스로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대면하였다”는 이유로 담

배회사의 배상책임은 부정하였다.

76) Burton v. R. J. Reynolds, 205 F. Supp. 2d 1253 (Kansa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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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윤진수(주 15), 39-40면은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은 삼갑시다”는 문구가 충분한

것인지, 1964년 당시에 흡연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주지의 사실이 되었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이 문제는 흡연자들이 얼마나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가, 흡연은 어느 정도 자유 의지의 문제인가 하는 점에도 달려 있다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김재형,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발표문,

2015. 1. 12., 40면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가 건강에 해

롭다는 경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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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결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와 같이 담배회사들의 의도적인 정보 은폐 및 사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

는 이상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형성하는 위법성

요건을 이루는 요소로서 담배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제조상의 결함은 같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조한 다른 제조물들

과는 달리 특정 제조물이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되어 위험성을 갖게 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 담배를 흡연하여 위험성이 축적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담배소송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니코틴은 기호품으로서의 담배를 이루는 핵심 물질이므로, 니코틴

이 완전히 제거된 담배는 개념상 더 이상 담배로 볼 수가 없기 때문

에78) 이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라고 볼 수 없다.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

을 낮추어 위험성을 줄인 담배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기대 또한 대체설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비자가

자기의 기호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독한 담배를 스스로 선택하여 피운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은 담배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독한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려면 담배회사가 합리적인 지시나 경고를 하였

다면 원고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담배회

사에게 합리적인 지시나 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이 시기에 지시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을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보기

78) 담배 고유의 성질상의 위험성은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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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다만 담배는 다른 위험한 물질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제약할

만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의 위험성이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하

여 곧바로 담배회사의 경고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담배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

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정

도,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된 정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시가

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충분한 고려

를 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담배소송 사건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흡연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시기는 원고들의 전체 흡연 기간의 일부인 10년 정도이다. 일부 기

간의 표시상의 미비를 이유로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물으려면 그 일부 기간의 경고문구 부재가 폐암 발병에 얼마만큼의 영향

을 미쳤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고문구 표시 이후에는 그 경고문구의 강렬성의 정

도에 관한 정책적인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법적으로 표시상의 결함

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담배라는 것 자체가 니코틴과 타르라는 유해물질을 그 본질적인 요소

로 하는 것이므로, 니코틴과 타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설계

상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관한 경고 표시가 된 이상 표시상

의 결함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어떤 물질 또는 제조물이 내재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담배도 니코틴과 타르를 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결국 담배라는 유해한 제조물이 법에 의해 제조 및 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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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유해물질 저감 조치를

하였고 그 유해물질에 관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고가 이루어진 이

상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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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I. 들어가며

비록 본 논문에서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제조물책임이 아닌 다른 청구원인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전히 흡연과 폐암 또는 후두암(이하 “폐암 등”이라

고 한다)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결함의 유무에 관한 결론과 관계없이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담배소송에서의 흡연과 폐암 등 발

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미국 법원의 사례를 간단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대법원 판결의 태도

대법원은 담배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

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

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중략)...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

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

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

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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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

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

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역학적 상관관계로 직접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이론을

담배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판결

은 사실상 이를 하나로 묶어 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은 역학적 상

관관계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관련성의 정도, 그 밖에 원고의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미국의 사례79)

미국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

고 부정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Green v. American Tobacco Co.80) 사건

에서는 8명의 저명한 의사들이 양 측에 서서 증언을 한 끝에 배심원들이

담배가 폐암 발병의 “가까운 원인들 중 하나(one of the proximate

causes)”라고 평결하였다.

반면에 Lartigue v. R. J. Reynolds Tobacco Co.81) 사건에서는 원고가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임질, 매독, 폐결핵, 류마티즘 등 수

79) 이하의 내용은 Schwartz(주 43), 132-133면을 참조하였다.

80) 304 F.2d 70, 72 (5th Circuit 1962).

81) 317 F.2d 19 (5th Circuit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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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병에 걸렸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질병은 모두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결국 배심원들은 원고 패소로 평결하

였고, 배심원들이 평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는

원고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한편, Cipollone v. Liggett Group, Inc.82) 사건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먼저, 원고에게 발생한 암은 소세포암

(small-cell carcinoma)이 아닌 흔치 않은 형태의 암으로서 이러한 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42년부터 흡

연을 하였는데, 1968년부터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담배가 아닌 Philip

Morris사가 제조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

운 전문가증인은 원고가 초기에 피운 담배가 말년에 피운 담배보다 원고

의 폐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고, 결국 배심원들은 원

고의 초기 흡연이 원고의 폐암 발병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요소(a

substantial contributing factor)”라고 판단하였다.

3. 평가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고

려되는 요소는, 그 판단 순서와 증명부담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모

든 사건별로 일정하다. 우선 흡연과 질병 사이의 최소한의 역학적 상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관련성의 정

도도 중요하다. 나아가 대부분의 폐암이 흡연을 단일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이나

82) 893 F.2d 541, 576-77 (3rd Circui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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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논의를 종료하기에 부족하

다. 위의 각 요소들 중 인과관계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

로 먼저 판단되어야 할 요소도 있다. 그리고 법적인 증명책임의 분배와

는 별도로 현실적인 증명 부담을 요소별로 어떤 당사자에게 부과할 것인

지도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과 미국의 일부 사례들만을

보는 것으로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것인지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4. 본 장의 논의 방향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특정 요소들에 대한 증명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

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핵심은 역학적 상관관계와 원고의 증명부담 완화

이다.

증명책임에 관한 통설,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83)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원인이 일반 불법행위가 아닌 제조물책임법에 따

른 책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의 요건사실은 모두 피해자인 원고가 증

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 정도는 원칙적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

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즉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특정의 사실이 특정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관계를 시인할 수 있을

8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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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84)

그러나 담배의 성분은 4,000가지가 넘으며 그 개개의 성분은 복잡한

화학물질로서 일반인이 그 효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가 어려운

반면에 담배회사는 그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또한 폐암의

발생 또한 외적, 내적, 유전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흡

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

을 얻을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은 사실

상 사라지게 되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증명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

해보아야 한다. 먼저 담배소송에서 가장 유의미한 청구원인으로 제시되

는 것이 앞서 본 제조물책임인데,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인과

관계의 증명부담 완화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담배소

송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학적 상관관계이다. 특정 요

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통계학적 관련성을 연구하는 역학적

연구의 결과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이로써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

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원고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

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로서의 가

치와 활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증명곤란 문제는 기업의 공해물질 배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이른바 공해소송에서 일찍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그 법리도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부담 완화라는 형태

84)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

환경법학회, 2010, 66-67면; 이시윤(주 83),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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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되어 왔다. 담배소송도 공해소송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공해소

송에서의 이론이 담배소송에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는

어떠한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후에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론들을 소개한 후, 이를 담배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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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이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

고에게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원고의 증명부담을

완화한다. 즉,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

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

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

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

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고, ②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

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

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

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

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85) 그리고 이것이 손해의 공

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

라고 한다.

이 판결은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 설계상의 결

함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86) 대법원

8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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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법리를 적용할 때 결함의 존부와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또는 전환에 관한 규

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위 법리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87)

담배소송에서도 원고 측은 당연히 위 법리를 근거로 담배의 결함과 폐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담배소송에서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① 담배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일 것, ② 담배가 정상적으로, 즉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었을 것, ③ 담배의 사용과 관련

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④ 폐암

이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것,

⑤ 폐암이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병하지 않을 것.

그러나 제1심 법원은 ①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 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

렵고, ④ 폐암 발병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

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⑤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흡

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할 수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

렵다고 하면서 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

다. 항소심 법원도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 달리 하였지만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위 98다15934 판결에서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원고가 필

8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87) 김재형,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민법론 II, 박영사, 2010, 507면; 양창수(주 25),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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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로 제시한 것이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

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과 ②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다. 그런데 뒤에서도

보겠지만, 폐암은 담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발병할 수

있는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흡연과 폐암의 발

병 사실만을 제시한다고 하여, 폐암 발병이라는 사고가 다른 원인은 완

전히 배제된 채 담배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폐암이 통상 발병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담배소송에서 원고 측이 인과관계의 자연과학적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원고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

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타당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지만 위 98

다15934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는 위 법리

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 측의

증명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피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

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 타당하여야 하고, 다른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88)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위 법리에 따라 개

별적 인과관계를 손쉽게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원고

측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이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에서 인용한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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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

1. 들어가며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담배소송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주민들이 대한

민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

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베트남

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고엽제 살포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

을 이유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들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 다수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역학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89) 이러한 소송들의 공통점은 피해자의 증상이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된 때부터 상당한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발현되고, 그

유해요인에의 노출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동일한 질병의 발생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잠복기가 길면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직접 증

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나, 일정한 인구집단 내에서 발병률이라는 형태

로 노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90)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로

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하여 역학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으로서 역학적 상관관

계를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며, 설령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한

다 하더라도 역학의 특성상 그 증거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여 개별

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역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분야이므로, 이하에서는 역학이란 무엇인지

89) 이연갑,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법조 제57권 제5호, 2012. 7., 111-112

면.

90) 이연갑(주 89),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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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역학 연구결과를 통해서 역학적 상관

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역학의 연구 및 해석 방법을 살펴본다.

그 이후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역학 연구결과가 인과관계의 증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용어의 정리

학계에서는 흔히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에 통계학적

관련성이 인정 되면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

다.91) 한편, 대법원은 이 때 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관관

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대법원은 역학적 연구

의 결과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사건에서 그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상관관계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92)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법적인 개념으로서 역학에서의 통계학적 관련성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대법원의 용어 사용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표현

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3. 역학 일반

가. 역학의 의의

91) 이연갑(주 89); 이경환, 환경소송에서의 역학적 인과관계론, 환경에 관한 원칙, 제도

및 입법론, 환경문제연구총서 IX, 대한변호사협회, 2001, 70-91면 등 참조.

92) 김재형(주 7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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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은 일반적으로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생리적 상태의

빈도와 분포, 그리고 그러한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하는

의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93) 역학은 인구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개별 사례에서 그 요

인이 실제로 질병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역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나. 역학의 연구방법

역학의 연구 방법에는 크게 실험연구와 관찰연구가 있다. 실험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한 집단에는

연구 대상 요인을 노출시키고 다른 집단에는 노출시키지 않은 후, 일정

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각 집단에 속하는 자를 검진하여 질병 또는 증상의

악화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 방법이다.

관찰연구는 유해한 요인에 이미 노출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관찰연구의 유형

에는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단면조사연구, 생태학적 연구 등

여러 연구방법이 있으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이다. 코호트 연구는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한 요인의

노출 상태에 따라 연구 대상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일정 기간 동

안 추적관찰하여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의 연구 방법이

다.94)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는 특정 질병을 가진 환가준

과 그런 질병을 가지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한 후, 과거 혹은 현재의 특

정 요인에의 노출 정도를 두 군 사이에서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95) 노

93) 안윤옥 외 7인, 역학의 원리와 응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2면.

94) 안윤옥 외 7인(주 93), 205면.

95) 안윤옥 외 7인(주 93),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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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환자군에서의 노출 비율이 대조군에

서의 노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다. 역학 연구 결과의 해석

역학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어떤 요인과 질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지 여부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요인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

인이 변동할 때 질병도 함께 변동하거나 질병이 변동할 때 요인도 함께

변동하는 경우, 요인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96)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관련

성의 정도가 높으면 상관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자들은 관

련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상대위험

도97) 등으로 수치화하여 표현한다.

4. 역학적 상관관계의 인정

가. 역학적 상관관계의 인정 방법

역학조사 결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우연의 개입 등 교란 요소

가 없는지 검토한 다음, 관련성에서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작업을 하게

96) 안윤옥 외 7인(주 93), 74면.

97) 상대위험도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질병 발생률에 대한 노출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질병 발생률의 비율로 표시된다. 이를 수식화하여 표현하면 (상대

위험도) = (노출군에서의 질병발생률) / (비노출군에서의 질병발생률)이 된다. 상대위

험도는 1을 기준으로 하여, 일단 1보다 높으면 노출군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관련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대위

험도가 1인 경우에는 해당 요인은 질병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상대

위험도가 1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요인에의 노출이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

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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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의학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의학자들에게 유보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의학자들이 반드시 신뢰성이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

니며, 의학자들 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학적 상관관계의 인정이라는 주제는 의학과 법학의 경계에 있는 주

제로서, 여기서 이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준인 미국의 공

중위생국에서 1964년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서 제시했던 것에 힐 경(Sir Austin Bradford Hill)이 덧붙인 이른바 힐

기준(Hill Criteria)98)을 소개하는 정도로 역학적 상관관계의 인정 방법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① 시간적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노출은 질병보다 앞서 일어나야 한다.

② 관련성의 강도. 상대위험도 또는 대응위험도로 표시되는 관련성의

강도가 크면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쉽다.

③ 용량-반응관계. 원인이 되는 요인에의 노출량이 많으면 질병 발생

률도 높아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④ 일관성. 여러 차례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계속 도출되면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가 쉽다.

⑤ 생물학적 개연성. 연구 결과 나타난 관련성이 어떤 질병의 발생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 지식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인

정하기가 쉽다.

⑥ 다른 설명의 가능성. 연구 결과 나타난 관련성이 편향 또는 교란이

작용한 결과라면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98) 힐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연갑(주 89), 130-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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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노출 중단의 효과. 어떤 요인에의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질병의 발

생이 감소하였다면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⑧ 특이성. 노출이 하나의 질병 또는 한 유형의 질병과 사이에서만 관

련성을 보이면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⑨ 다른 지식과의 일관성. 관련성의 강도가 높더라도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지식 외의 다른 지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상관관계를 인정할 가능

성은 낮아진다.

나. 역학적 상관관계의 의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그대

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정 요인에의 노출

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

다. 특정 요인에의 노출로 인한 특정 질병의 발병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역학

적 상관관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거의 인정될 여

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99)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

의 역학적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하였다.100) 그러면서 “가사 역학적 인과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

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이고 상고심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인데 둘 다 제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100) 이 부분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

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결

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

내에서도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상관관계

를 부정하거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위 연구 결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 자료들의 대표성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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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101)가 인정된다 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달고 그 이후에 자동차가 대

기오염배출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역학적 상관관계

를 부정함으로써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된다. 하

지만 폐암도 세분화하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별로 흡연과의 관련

성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담배소송의 항

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암은 특정한 유형의 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세포암이 아닌 모든 유형의 암을 통틀어 지칭하

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폐암

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있

는 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 선암이고, 그 중 소세

포암과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암은 위 두 종류

의 폐암과 비교해서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바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

의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 중에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

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은 세기관지 폐포세포암과 같

은 질병은 원인물질인 담배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로써 곧바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102)

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101) 본 논문에서는 역학적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이 부분은 판

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서 사용한 역학적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소개한다. 각주 100) 또한 같다.

102) 다만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은 이처럼 흡연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암이 발병한 원

고들에 대하여, 역학적 상관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곧바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

고, 암의 특성, 원고의 생활 습관, 흡연 경력,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

관계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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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학적 상관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

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별

담배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이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별하

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

는 다른 사정들도 인정되어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

의 판시를 하였다. 이 판시가 처음으로 나온 판결은 바로 고엽제 사건이

고, 담배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시 내용은 사실 이 고엽

제 사건의 판시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폐암은 그 종류에 따라 달

라질 여지는 있지만 대개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담배소송

에서는 이 구별과 법적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고엽제

사건에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별함으로써 달라지는 법적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엽제 사건을 살펴보며

그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다.

1) 고엽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고 갑과 원고 을103)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화학회사인 피고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 그에 따라 원

고 갑은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였고, 원고 을은 당뇨병104)이 발생하였

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03) 원래는 원고가 더 많이 있으나, 편의상 두 명으로 표시하였다.

104)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염소성 여

드름과 당뇨병 두 가지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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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원105)은, 원고 갑은 베트남전 복무 종료 후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였고,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TCDD)에 노출

될 경우 발생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으로서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 갑이 베트남전 복무기간 동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

되고, 달리 그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갑은 베트남

전 동안 복무지역 등에 살포되거나 잔류하는 고엽제의 다이옥신에 노출

되어 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 을도,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다

이옥신과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

한 역학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에게 다이옥신이 도달한 후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부터 개별 피해자의 질병이 다이옥신 노출로 인하

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러 사실관계를 종

합하여 원고 을이 베트남전에서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각 보유 질병에 걸

렸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원고 을이 증명한 이상, 피고가 반증으로

원고 을이 베트남에 복무할 당시 노출된 다이옥신이 각 보유 질병을 발

생하게 할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거나, 그 질병에 관하여 실제 다이옥신

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발병률이 다이옥신에 노출되지 아니한

집단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또는 원고 을의 질

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

을 면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106)

105)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06)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67 -

대법원은 원고 갑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

나 원고 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비특이성 질환에 관한 판시사항107)을

내세우면서 당뇨병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통계학

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던

원고 을이 비특이성 질환인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을의

당뇨병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

기하였다.

3) 평가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그 요

인에 노출되고 그 특이성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특이성 질환의 의미상 당연하다. 대법원도

그러한 논리에 따라 염소성 여드름의 요인인 다이옥신에의 노출과 염소

성 여드름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비특이성 질환은 한 가지 요인만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

므로, 역학 연구결과에 따라 어떤 요인과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다. 원심 법원은 개연성이론을 바탕으로 역학

적 상관관계의 제시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서는 피고의 반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역학적 상관관계만

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역학

적 상관관계에 추가적으로 그 요인에의 노출 시기, 발병 시기, 유전인자

등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그 요인에의 노출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

107) 제5장 I.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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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담배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담배소송

에서는 제1심과 원심도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

이의 개연성을 추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고엽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되는 개

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역학적 상관관계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역학 연구결과에 따라 어떤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특정 사건에서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

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해당

요인에의 노출이 질병을 발생시켰을 확률 또는 위험성의 증가 정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요인이 실제로 원고에게 질병을 일으켰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108)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몫이다.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질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그로써

개별적 사안에서의 인과관계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따른 판결이 있다고 한다.

카드뮴의 배출과 카드뮴을 섭취한 개인의 이타이이타이 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판결에서 항소심 판결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수질

108) Steve Gold, Causation in Toxic Torts: Burdens of Proof, Standards of

Persuasion, and Statistical Evidence, Yale Law Journal, v. 96 No. 2, 1986. 12., 38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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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 등에 의한 피해는 공간적으로도 넓게 시간적으로도 길게 뻗어 불특

정다수의 광범위에 미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임상의학이나 병리학의

측면에서의 검토만에 의해서는 인과관계의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학을 활용하여 이른바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때에는 원인물질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다”라고 설시하였다고 한다.109)

하지만 역학 연구결과는 본질적으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안에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110)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인에의 노

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상대위험도가 2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써 “원고가 그 요인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 50%이다”라는 식

으로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111) 역학적 상관관계는 언제나 확률적으

로 계산이 되므로, 이것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

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역학 연구결과는 특정 요인에의 노출이

야기하는 위험성의 크기를 제시할 뿐, 실제로 개별 사건에서 그 요인에

의 노출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될 수는 없

다.112)

109) 이경환(주 91), 84-85면.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소송상 인과관

계의 증명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경험칙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얻

어지는 고도의 개연성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최근 일본 실무의

경향은 역학적 상관관계의 증명으로써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비판적이고,

역학적 상관관계를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3., 219-220면.

110) 이연갑(주 89), 137면.

111) 일본에서는 비율적 심증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십중팔구 확실하

다는 확신이 선 증명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60% 정도의 심증이 형성된 경우, 그

심증도를 손해배상액에 반영시켜 손해액의 60%만을 비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해

소송 등 인과관계가 복잡한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좋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시윤(주 83), 472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12) Michael Dore, A Commentary on the Use of Epidemiological Evidence in

Demonstrating Cause-in-face,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7, 1983,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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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역학 연구결과를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력만이

문제될 뿐 증거능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113) 증거가치의 판단은 법관

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관이 역학 연구결과를 보고 자유심증

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면 된다. 즉,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불법

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중략)...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관이 역학 연구결과를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

께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역학 연구결과를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 고려할 것인지 여부이다.

다.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시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

통계학적 증거인 역학 연구결과만으로는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다른 증거 또는 사정이 보강

되어야 한다.114) 예컨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그 특정 요인에의 노출

이 결정적인 원인이 이른바 특이성 질환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대법원

의 판시대로 역학 연구결과로써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

반면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관하여는 그 다양한 원

인에 대한 고려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기존

113) 한편, 미국에서는 역학적 상관관계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보다는 역학 연구결과를 어떤 기준 하에서 배심원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

는지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Gold(주 108), Dore(주 112) 등 참조. 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연구결과를 애초에 증

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배심원이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

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아가 흡

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한 역학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문제삼

기는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114) Dore(주 112), 4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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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이 질병의 발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

여, 그런 다른 원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미친 영향이 미미할 경우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역학 연구결과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

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제출되어 심

리되는 이상으로 어떠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담배소송에서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

담배소송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대법원은 모두 흡연과 폐암 발

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폐암과 같은 비특이

성 질환의 경우에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폐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흡연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이 있고, 실제로 담배소송 사건에서도 관련성이 거의 없다

고 인정한 종류의 폐암도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폐암의 종

류별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달리 판단하여, 흡연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폐암이 발병한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인과관계를 부정하

였어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은 일단 포괄적으로 흡연

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하였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신

중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

다.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역학 연구결과의 증거가치는 담배소

송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다. 즉, 역학 연구결과는 흡연이 폐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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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인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통계학적 관련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역학의 특성상,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역학 연구결과는 폐암의 종류에 따라 그 증

거가치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 폐암의 종류에 따라서 전적으로 흡연에

의해 발병하는 특이성 질환이 있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는 역학 연구결

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 질환에 관하여

는 경우에 따라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

정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폐암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부정됨으로써 개별적 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이 그러하듯이 흡연 이외의 다른 원

인이 충분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에 관하여는, 역학 연구결과

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 외

에는 그 이상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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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해소송에서의 증명부담의 완화에 관한 이론

비특이성 질환에 관하여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수

단을 강구해야 한다. 일찍이 공해소송에서는 개연성이론과 간접반증이론

이 제시되었고, 대법원은 고유의 판례 이론을 형성한 후 그 입장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다. 어떤 원인물질에의 노출과 그로 인하여 특

정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실제 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정보가 편향되어있다는 점에서 담배소송과 공해소송은 유사한 점이 많

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개연성이론과 간접반증이론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이론의 내용을 살핀 후, 이들을 담배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담

배소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변용을 해야 하는지, 이들 이

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역학 연구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다.

1. 개연성이론

개연성이론은 원고에게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를 자연과학

적으로 엄격히 증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원고는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

을 증명하면 족하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

한 반증을 들어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개연성이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률요건

분류설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증명의 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에 가해자의 증명의 정도를 확대하자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

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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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이론에 따르면 공해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으로 낮추

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

을 하기만 하면 증명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116)

대법원은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에서 “개연성이론 그 자체

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로써 족

하다는 다시 말하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

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중

략)...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

로서의 인과관계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

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

과관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런 확신은 통상인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정도의 판단을 얻을 때는 의심을 품지 않고 안심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정도를 일컬어 말함이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개연성이론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117)

115)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52권 9호, 법조협회,

2003. 9., 40-41면.

116) 이경환(주 91), 77면.

117) 전경운(주 84), 73면; 이시윤(주 83), 488면; 이동기(주 115), 41면; 조민석, 공해소송

에 있어서 입증책임 – 입증경감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27-2호, 한국토지법학회,

2011. 12.,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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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반증이론

간접반증은 상대방의 요증사실에 대하여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제되는 간접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방해하기 위한 증명활동을 말한다.118) 공해소송에서 원고

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론인 개연성이론에 대하여는 개연성의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상의 증명의 정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해소송 사건을 유형화하여 당해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증명 주제들을 적출한 다음,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추정 내지 표현증명의 법리를 적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는 그 추정을 복멸시키기 위해 간접반증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119)

공해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간접

반증이론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이 때 간접반증이론은 인과관계

라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간접사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한다. 원고는 ① 피고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였고, ② 그 원인물질

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

명하면 표현증명 또는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된

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피고가 ① 원인물질이 유해하지 않다거나 ②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경험칙상 추

정된 사실을 깨뜨릴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의 존재를 간접반증으로 증명할

경우에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간접반증이론은 증명책임의 분

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을 유지하면서, 증명이 곤란한 주요사실의 증

명을 위하여 관련 간접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부담을 양 당사자에게 부담

118) 이동기(주 115), 70-71면.

119) 김형석(주 109), 21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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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증명책임제도의 공평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다.120)

3.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판례의 이론121)

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이 사건은 화학공장에서 배출한 폐수가 김양식장을 망쳤다고 주장하면

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

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소

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

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

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아래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1)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

어 있지 않으며 또는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120) 이시윤(주 83), 487면.

121) 대법원의 이론이 간접반증이론을 따른 것인지 개연성이론을 따른 것인지에 관해서

는 논란이 있는바, 판례의 이론이 기존의 간접반증이론 또는 개연성이론을 그대로 채

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별도의 이론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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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

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부담 완화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였고, 이는 실무상 정착되었다. 이 판결이 간접반증이

론을 채택한 판결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보인다.122) 그러

나 이 판례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가해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인과관계의 간접반증과 관계

가 없으므로, 이 판례는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개

연성이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연성 증명의 정도와

그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123)

나.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이 사건은 여천공단 내 공장들이 폐수를 배출하여 부근 재첩 양식장에

서 양식하던 재첩이 폐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들 공장이 위치한 여천공단에서 재첩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 중 일부가 물의 흐름에 따라 이 사

건 재첩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재첩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

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면 여천공단 공장들의 폐수배출과 재첩 양식이 

폐사함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들이 반증으로 (1) 피고들이 배출하는 폐수 중에는 재첩의 생

122) 이시윤(주 83), 487쪽은 위 판결이 “학술이론처럼 완벽하고 정치한 판결은 아니라도

간접반증이론을 따른 데 큰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123)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435면; 전경운(주 84),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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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

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

나, 간접반증으로 원고의 재첩 양식장의 피해는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폐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이론을 유지하면서, 피고 측이 인과관계

를 부정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증명 주제를 추가하였다. 즉 기존에는

① 피고 측이 배출하는 물질 속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거기에다가 원고 측의 피해

가 피고 측이 배출한 물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간접반증

으로 증명하면 피고 측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판례의 이론에 대한 검토

위 81다558 판결은 그것이 간접반증이론을 채택한 선례인지 아니면 단

순히 개연성이론의 내용을 구체화한 판결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간접

반증이라는 것이 엄밀히는 일응의 추정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된 사실관계

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추정을 복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대법원이 제시한 “① 피고 측이 배출하는 물질 속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인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② 원인물질

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은 사실은 원

고가 증명한 사실과 양립이 불가능한 사실로서 위 두 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복멸시키는 것을 간접반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24) 그러다가 대

124) 호문혁(주 123), 434-435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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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 2003다2123 판결에서 피고 측의 증명 주제로 추가한 원고 측

의 피해가 피고 측이 배출한 물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야말로 간접반증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특정한 증명 주제를 추출하고 그들 중 일부가 증명이

되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

을 깨뜨릴 수 있는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간접반증이론과 유사하

다. 즉, 판례가 제시한 기본적인 구조는 핵심적인 몇 가지 증명주제의 증

명이 있으면 인과관계 전체에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이

는 간접반증이론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125) 그리고 판례가 사실상의 추

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서 간접반증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사실

상의 추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서 전형적인 “간접반증”이 아닌 원고의

증명 사실과 양립이 불가능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판례의 태도가 큰 틀에서 간접반증이론을 따랐다는 점을 부

인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126)

4. 담배소송과 개연성이론 및 간접반증이론

가. 각급 법원의 태도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해소송에서의 인

과관계 증명부담 완화이론을 담배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위 두 판결의

구체적인 설시 내용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① 가해기업이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125) 김형석(주 109), 222면.

126) 다만 판례가 간접반증이론을 완전히 채택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판례의 법리를 간접반증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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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배출한 사실, ② 그 물질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그 후 원고

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피고의 원인물질 배출과 원고의 손

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반증으로

① 피고의 배출물 중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② 원인물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의 피해는 피고의 배출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흡

연자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이 원고들에 비하여 더

용이한 것도 아니고, 피고들에게 흡연과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리는 담배소송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한편, 항소심 판결은 “공해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중략)...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항소심 판결도 공해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론의 직접

적인 적용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공해소송에서의 증명부담 완화이론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만 판시하였다.

나. 공해소송 이론의 적용가능성

대법원 판례이론을 담배소송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

다. ① 담배제조회사가 폐암의 발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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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담배를 제조·판매하였음은 명백하다. ② 그러한 원인물질이 담배

라는 제품을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였음도 원고의 흡연 경력을 통해 손

쉽게 증명할 수 있다. ③ 원고에게 폐암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이 경

우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폐암이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

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폐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흡연 없이도 유전적 원인이나 다른 원인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피고의 간접반증의 전제 또한 쉽게 마련되

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놓고 보면, 대법원 판례이론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배분

되어 있는 증명 주제의 대부분, 특히 간접반증에 의하면 원고가 개연성

을 인정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미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

이 곤란한 부분이 아니고, 주요 공방은 결국 원고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

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대법원 판례이론을 내세워서 인과관계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시

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설시한대로, 원고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담배 제

조·판매보다는 오히려 원고의 유전적 원인,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파악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더 용이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폐암은 여

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원

고가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로부터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폐

암이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기에 빈약하다.

결국, 공해소송에 관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이론은 담배소송에서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은 아예 그 적

용을 부정한 것이고, 항소심 판결도 증명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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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이러한 이론의 적용 자체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

각된다.

다. 공해소송 이론이 담배소송에서 갖는 의미

현재 형성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이론은 사업체가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유형의 사건들, 즉 이른

바 엠미시온형 사건들에 관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와는 유형이 다른

담배소송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에게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비록 유전적 원인, 생활 습관 등 흡연을 제외한 다른 폐

암 발병의 원인이 원고의 지배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도의 자

연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고, 그 모든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의 가

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과학적 지식 및 연구 결과

는 피고 측에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시키는 대법원 판례

이론이 간접반증이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반증이

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즉 사건 유형별로 정형적인 증명 주제를 추

출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에게 분담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담배소송에 맞

게끔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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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결론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판례 법

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폐암은 담배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고,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이 있으

므로 어떤 자의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으

므로, 위 판례 법리는 담배소송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담배소송이 비록 공해소송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배소송

에서 원고에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연결고리 하나하나를 모두 증명하

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면에서 원

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공해소송에서 정립된 판례이론과는

다르더라도, 원고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사

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반증을 하게 하는 간접반증이론

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

원고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여 인과관계의 사실상의 추정을 이루어내

는 과정에서 역학 연구결과가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특정 요인이

특정 질병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역학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

로 청구원인에 나타난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데에 결정

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요인과 특정 질병의 통계학적

관련성에 관심을 갖는 역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여러 가지 요인이 결

합되어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이 그 질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역학 연구결과만으로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된다. 즉, 역학 연구결과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

고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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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흡연이 역학적으로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역학 연

구결과를 넘어서 원고는 추가적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사실상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구체적인 증명 주

제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연구가 이루어지고 판례가

축적된 이후에 비로소 정치하게 확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제시하는 선에서 끝내고자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 증명이 필요한 사실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담배를 오랜 기간 흡연한 사실.

② 원고에게 폐암이 발병한 사실. ③ 원고의 생활 습관 내지 생활 환경

이 담배 이외의 다른 원인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점. ④ 원고에게

폐암의 가족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점. ⑤ 원고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일반적인 공해소송의 경우에는 ①번 사실과 ②번 사실 정도만 증명하

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지만, 흡연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폐암

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흡연과 폐암의 발병은 중

간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원고가 오

랜 기간 흡연을 하였고 폐암이 발병했다는 사실만 증명했다고 하여 인과

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원고의 폐암 발병에 다른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원고측에서

증명이 용이한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증명이 용이한

부분인 ③번과 ④번도 원고가 증명을 한 경우에 비로소 흡연과 폐암 발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상

의 추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는 예컨대 원고에게 발병한 폐암의 종류

가 흡연과 큰 관계가 없는 암이라는 사실과 같이 원고의 폐암 발병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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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러한 추정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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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미국에서는 1994년에 담배회사가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하여 담배의 중

독성을 강화하고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Brown & Williamson사의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기 전까지는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적이 한 번도 없

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사례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원고와

담배회사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제조물책임이 아닌 사기행

위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및 케이티앤지의 사기행위가 있었는

지도 불분명하고, 또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

할 만한 증거가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서

원고측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 및 니코틴 조작 행위를 주장은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배척하였다. 따라서 결국 우

리나라 담배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려면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

함이 존재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제조물이 의도대로 제조되지 아니하여 위험이 발

생한 경우를 말하고,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설계에 따라 제조된 제조물에 위

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지시나 경고가 있

었고 소비자가 그에 따라 제조물을 이용하였으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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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인데 합리적인 지시나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담배소송은 원고들의 다년간의 흡연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특정 제조물

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조상의 결함은 담배소송에서 성질상 인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담배, 특히 담배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

은 성질상 니코틴과 타르를 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니코틴과 타

르가 완전히 제거된 담배는 더 이상 담배가 아니어서 이를 합리적인 대

체설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음에도 독한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 독한 담배를 원하는 소비자에

게 위험성을 낮춘 담배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시판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이

상 단지 독한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한 담배의 설계상

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담배회사에 경고문구의 표시의무

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

무는 없으나,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

에 담배에 위험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은 담배의 소비 행태에 영향

을 미치므로 담배의 위험성이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담배

회사의 경고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담배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정도,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된 정도,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표시가 되지 않은 데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상의 결함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

움이 남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흡연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시기는 10년 정도이므로, 결과적으로 표시상의 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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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결함 및 인과관계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판례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폐암은 담배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

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고,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

이 있으므로 어떤 자의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할 수

도 없으므로, 위 판례 법리는 담배소송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역학은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통계학적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담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의 통계

학적 관련성을 증명하는 데에 중요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역학은 통계학

적 관련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

우에는 흡연과 폐암의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하

여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

다. 결국 역학 연구결과는 증거로서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

니고, 원고는 역학적 상관관계에 더하여 원고의 흡연 내력, 생활 습관,

가족력 등 추가적인 사항들을 증명해야 비로소 간접반증이론에 따른 인

과관계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해소송에서는 원고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

히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연성이론과 간접반증이론 등의 인과관계 증

명부담 완화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1980년대에 인과관계

의 증명부담 완화에 관한 판례 이론을 확립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

해오고 있다. 공해소송과 담배소송은 어떤 원인물질에의 노출과 그로 인

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 실제 소송에서 정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 등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이론을 담배소송에 적용시킬 여지는 없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연성이론은 원고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연결고리

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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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그로써 인과관

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간접반증이론은 개연성이론을 구체

화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구성하는 몇 가지 증명

주제를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사실상 추정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

실상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상경과를 증명한 경우에 인과관계의 존

재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이론은 공해소송에서 발전된 것으로, 공해소송과

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담배소송에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

다. 만약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담배소송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과관계

를 일단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방은 원고의 폐암 발병이 담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에 집중된다. 그런데 간접반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증명사항이나, 실제

로 폐암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생활습관, 직업, 거주

지역의 환경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반증이론을 담배소송의 특징에 맞추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시켜보면, 원고가 ①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

조․판매한 담배를 오랜 기간 흡연한 사실, ② 원고에게 폐암이 발병한

사실, ③ 원고의 생활 습관 내지 생활 환경이 담배 이외의 다른 원인물

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점, ④ 원고에게 폐암의 가족력이 없어가 있

다고 해도 미미한 점 등을 원고가 증명하면 원고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

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폐암 발병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의 추정이 깨어

진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법리 및 인과관계의 법리에 따를

경우에는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담배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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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조·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회사가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저

감하려는 노력을 한 이상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

다. 나아가 흡연이 폐암을 발생시킨다는 상식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러한 역학적 지식으로부터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

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또는

법감정적으로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담배

제조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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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bacco Litigation – Legal Issues

Yoo, Hyun Sik

Department of Civi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9, a number of plaintiff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KT&G, the manufacturer of tobacco products,

alleging that they were suffering from lung cancer caused by more

than 20 years of smoking. This lawsuit ended on April 10, 2014, as

the Supreme Court finally found that the defendants were not liable

for the plaintiffs’ cancer.

While plaintiffs of tobacco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often

get favorable verdict by claiming misrepresentation or fraud, plaintiffs

in Korea are limited to the products liability claim – no evidence of

the fraudulent actions of the defendants has yet been found. Two

substantial issues arise in tobacco litigation in Korea. Whether

cigarettes are defective is the one, and the causation issue is the

other.

A manufacturing defect is not a problem in tobacco litigation.

Risk-utility analysis is generally used for testing a design defect, but

the taste and choice of consumer are also significant fac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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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cigarettes are defective in design. If the

consumer chooses to smoke cigarettes with more harm because of

his/her taste, no design defect should be found in the case where

cigarettes with less harm can be manufactured with reasonable costs

but the manufacturer still keeps supplying the cigarettes with more

harm.

Manufacturers generally have no duty to warn dangers that

consumers are generally aware. However, due to the addictive nature

of cigarettes, continuous warnings are still effective. Therefore,

cigarette manufacturers should not be set free only because of the

fact that smokers are generally aware of the harm of cigarettes. The

warning defect claim in Korea would still be ineffective anyway,

because the warning was missing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ince epidemiology deals with statistical issues, a piece of

epidemiological evidence showing that smoking is a cause of lung

cancer cannot by itself prove the individual causation problem. It is

merely one of the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smoking actually

caused the plaintiff’s lung cancer.

Keywords : Tobacco Litigation, Products Liability, Design Defect,

Warning Defect, Epidemiologic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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