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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中國의 製造物責任法
梁 慧 星*

  著
崔 吉 子**

 譯
1)

1. 서언

개혁․개방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은 오랫동안 고도로 집중된 행정경제체제

를 실시하면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제한하 다. 그리하여 오랫동안은 소비
재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고 소비자보호는 관심의 대상이 아

니었다. 1979-1982년의 민법 1-4초안은 모두 제조물의 엄격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1985년 이전의 민법저서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꺾음표 안은 중국어표현-역자)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79년부터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적으
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소비자이익에 막대한 침

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 다. 맥주병의 폭발, 텔레

비전 수상기의 폭발, 보일러 가스누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의 훼손, 식중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 다. 심

지어 가짜 약, 가짜 술, 유독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활동도 발생하 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법통
칙의 起草者들은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과 유럽공동

체의 제조물책임 지침(이하 EC지침이라 약칭)을 참조하여 민법통칙 제122조에

서 제조물의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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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통칙 제122조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주었을 때, 제조자와 판매자는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관해 운

송자, 창고보관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자와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문의 입법취지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엄격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본 조문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결함”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품질 불합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법상

의 “하자”개념과 쉽게 혼동되었다. 그리하여 본 조항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지

는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견해들이 대립하 다.1) 이

것은 본 조항의 정확한 적용에 향을 미쳤다.

3. 제조물품질법[産品質量法]의 제정과 개정

1) 개혁․개방 초의 행정법규

시장경제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은 제조물

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중시하게 되었다. 1980년 3월 10일 國家經濟委員會는 

{工業企業全面質量管理潛行辦法}(이하 {潛行辦法}으로 약칭)을 公布하여 제조

물품질에 관한 계획과 전면적인 품질관리를 실행 및 추진함으로써 공업생산품

의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시도하 다. 동 법은 생산품의 품질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생산을 중지하고 정비하며, 기업책임자[領導]의 

임금을 감축하고 노동자의 보너스[獎金]를 중지하고, 중대한 품질사고에 대해

서는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批評과 處分을 내린다

고 규정하 다. [그러나]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전

1) 제1설은 過失責任說, 佟柔 主編,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簡論, 中國政法大學出
版社 1987年版, 264면; 제2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간주한다”
[視爲有過錯的侵權責任]설, 江平, 민법에서의 간주․추정과 입증책임 [民法中的視爲, 推
定與擧證責任], 政法論壇 1987年 第4期; 제3설은 嚴格責任說, 王利明, 民法新論 상권,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87年, 527面; 陳國柱 主編, 民法學, 吉林大學出版社 1987年版, 
473면; 徐開墅 等 著, 民法通則槪論, 群衆出版社, 1988年版, 242-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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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언급하지 않았다.2)

{潛行辦法}은 部委(국무원소속의 각 部와 委員會의 약칭-역자)의 規章으로

서 그 효력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무원은 1986년 4월 5일에

{공산품품질책임조례}[工業産品質量責任條例](이하 {조례}로 약칭)를 공표 하

다3). 동 조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공산품의 품질책임을 명

확히 하여 사용자[用戶]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획적 상품경제의 건강한 발전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 다. 제2조에서는 제조물의 품질책임이

란 제조물의 품질이 국가의 법규, 품질기준과 계약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

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규정하 다. “벌

칙”에서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정리하고, 생산 중지 또는 전가

에 관한 명령을 하며, 생산허가증명서와 업허가증서를 몰수하고 기업책임자

와 노동자의 임금과 보너스를 감액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제26조에서 제조
물품질의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인신 상해 또는 사망[人身喪亡]과 재산적 손해

를 발생시키고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한 

명문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 {조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민사적 책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 헌법에 의하여 
국무원이 행정법규는 제정할 수 있지만 민사기본제도와 형법에 관해서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재산적 손해

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2) 제조물품질법의 제정

1986년에 제정 된 민법통칙 제122조의 규정과 {조례}는 시행되었지만 예상
한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제조물품질의 문

2) 동 潛行辦法은 總則, 제조물품질[産品質量]계획, 설계시험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생산과정의 품질관리, 사용과정의 품질관리, 품질관리시스템[體系], 교육연수[敎育培訓], 
상벌[獎罰], 부칙 총 10장 33조문으로 구성되었다. 

3) 동 조례는 총칙, 제조물생산기업의 품질책임, 제조물저장 운송기업의 품질책임, 
제조물품질의 감독관리, 제조물책임쟁의의 처리, 벌칙, 부칙 총8장 31조항으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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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갈수록 심각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경제 전

반의 발전을 침해하는 公害로 되었다4).

이러한 배경 하에 입법기관은 이전의 입법경험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조례}
는 행정법규로서 법체계상 그 지위도 비교적 낮으며, 강제력[强制力]이 미흡하

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조물의 품질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청

된다고 인식하 다. 1993년 2월22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제조물품질법}[中華人民共和國産品質量法](이하 

{제조물품질법}으로 약칭)이 통과되었다. 동 법은 총칙; 제조물품질의 감독관

리; 제조업자, 판매자의 제조물 품질책임; 손해배상; 벌칙 총6장 51조로 구성

되었다. 그 중 제4장의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그 중 제28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이며 제29-34조는 결함제조물의 피해에 관한 엄격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제조물품질법}의 기초자들은 민법통칙 제122조의 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

쟁이 끊이지 않고 이 조문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법원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엄격책임과 EC지침의 경험 그

리고 민법통칙 제122조를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손해배상(제4

장)에서 6개 조문으로 엄격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

다. 그리하여 各級 인민법원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재판기준을 제공하 다. 이것

은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최신의 입법의 흐름을 따라가고 미국과 EC 국가들

4) 1989년 9월3일 국무원은 상품 속에 잡것을 끼워 넣고 가짜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에 관한 통지 [關于嚴厲打擊在商品中摻雜使假的通知]에서 “최근에 
들어 일부분의 生産, 收買, 보관운송, 국내판매, 대외수출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들은 
국가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상품 속에 잡것과 가짜제품을 끼워 폭리를 획
득하고 있으며, 어떤 업자들은 이것을 致富의 길로 가는 전문업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
어는 전문적으로 모조품을 끼우고 제조하는 기업도 있었다. 최근에 가짜 상품이 범람하
고 그 수단도 악독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단계에 이르 다. 모조상품은 공농업
생산을 엄중히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며 심지어는 소비자의 신
체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광대한 군중들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지적하
고 있다.

5) 여기서의 하자담보책임은 이미 계약법 제111, 112조에 의해 대체되었고, 계약
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계약법 제111조와 
112조를 적용하고 제조물품질법의 제2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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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 음을 상징하고 있다.

3) 제조물품질법의 개정

{제조물품질법}의 시행으로 모조상품과 불량상품이 범람하던 국면은 점차적
으로 억제되었고 공산품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완

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소수의 경 자들은 여전히 불량 전자제품,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을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어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형법적 규제를 실시할 것이 요청되었

다.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1997년 3월 14일에 형법 개정을 통

하여 형법 각칙 제3장 제1절에 11개 조문(제140-150조)으로 가짜․불량상품의 

생산판매죄[生産銷售僞劣商品罪]를 규정하 다6). {제조물품질법}이 규정하는 
행정관리 조치와 행정적 규제에 대한 조정도 보충할 것이 요청되어 2000년 7

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제조물 품질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關于修改産品質量法的決定]을 통과하 다. 동 규정은 제조

물품질의 행정관리와 행정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25개 조문을 추가하고 

20개 조문을 개정하고 2개 조문을 삭제하 다. 그 중 제조물품질의 행정관리

에 관한 것이 19개 조문이고, 행정규제에 관한 것이 18개 조문이고 엄격책임

에 관한 조문은 2개뿐이다. 개정내용은 제조물 책임의 기본원칙에 관하여는 

변경하지 않았다.

첫째, 적용범위에 대하여

개정전의 제2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

으나, 개정 후에는 단서규정을 추가하 다. 즉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재

6) 예를 들면 제140조에서는 “故意로 위조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액수에 참작하여 유기징역 또는 拘留에 처하며, 벌금은 병과 또는 단독으로 부과한
다. 최고형은 15년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고, 벌금은 판매액의 2배 이하, 또는 재산
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1조는 “가짜 약을 생산․판매하여 인신 사망 또는 
특별히 엄중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제143조는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하여 엄중
한 식중독을 발생시켜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150조는 “업체[單位]가 본 절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여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主管人員와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자
는 당해 각 조문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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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건축물부속품[配件]과 설비, 전항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은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

재, 건축물부속품과 설비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둘째, 人身傷害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정전의 제32조의 人身傷害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비교적 좁았다. 즉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人身傷害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치료비와 이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감소된 수입,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는 장례

비, 위자료, 사망한 피해자가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한 생활비등 비용도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동 조문은 개정 후에는 제44조로 변경되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
한 피해자의 인신상해에 대하여 가해자는 반드시 치료비, 치료기간의 개호비

[護理費] 및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감소된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되었을 경우는 장애인의 생활자립기구비용, 생활보

조비, 장애배상금 및 장애로 된 피해자가 부양해야 하는 자의 필요생활비 등

의 비용도 지불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사

망피해자가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생활비 등의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된 배상내용은 치료기간의 개호비, 장애인의 생활

자립기구비,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 받는 자의 필요생활비이다. 그 중 

장애배상금과 사망배상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한다.

4) 제조물품질법과 민법통칙의 관계

{제조물품질법}의 제2장, 제3장, 제5장은 공법에 속하고 제4장은 사법에 속

한다. 제4장 제41조-46조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과 민법통칙 제122조의 관
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인민법원

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민법통칙 제1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제조물품질법} 제41-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판 실무에서도 {제조물
품질법}이 시행 된 후 제조물책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제조물품질법}만
을 적용한다. 즉 {제조물품질법}은 민법통칙 제122조를 대체하 다고 말할 수 

있겠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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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1) 제조물의 정의에 대하여

{제조물품질법} 제2조 제2항은 “본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은 가공 또는 제

조되어 판매에 사용된 제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 건축물 부속

품과 설비가 전항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조문의 규정에서 EC지침에서처럼 “동산”으로 제조물의 개념을 확

정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 중국의 민사법은 아직 “동산”과 “부동산”에 관하

여 구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8). 제3항의 “건설공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문의 “제조물”의 정의는 실

제로는 EC지침에서의 “동산”의 개념과 일치한다. 문제는 건설공사에서 사용하

는 “동산”이 본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인데 동 

법을 개정할 때 추가된 제3항의 “단서”규정은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재

료, 건축물부속품과 설비”를 동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 법에서의 “제조물” 개념과 EC지침의 규정을 일치하게 하 다.

둘째, 동 조문에 의하면 동 법에서의 제조물은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가공 또는 제조된 것; 두 번째는 판매에 사용되는 것이다. 수정 제2판 

미국불법행위법[美國侵權法第二次重述](Restatement (Second) of Torts §420A)

제420A에서는 “판매에 사용되다”는 요건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EC지침 제2

7) 그런데 어떤 법원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판결문에서 민법통칙 
제122조와 {제조물품질법}의 규정을 동시에 인용한다. 예를 들면, 북경시 제2 중급인민
법원법원에서 三菱짚차의 방풍유리 폭발사건을 민법통칙 제122조와 {제조물품질법}의 
제41조와 제44조를 적용하여 판결하 다.

8) 중국은 아직까지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았다. 1986년의 민법통칙은 제5장 제1절
에서 재산소유권을 규정하 는데 여기서는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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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제조물의 정의는 이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본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것

을 면책사유 중의 하나의 내용으로 제7조9)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공, 

제조”의 요건에 관해서는 “기계화, 공업생산화”된 가공, 제조로 해석하여야 하

며, “수공작업화”된 가공, 제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동 조문은 EC지침에서와 같이 “어업, 목축업 제조물을 포함한 1차 농
산품(primary agricultural product)과 수렵물(game)은 배제된다10)”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재판실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 다.11) 그러나 

본 조의 규정에 관해 반대 해석을 한다면 1차 농산품과 수렵물은 “가공, 제

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당연히 동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물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넷째, 동 조문은 EC지침에서와 같이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선을 흐르는 “전기”로 인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

한 사건은 만약 민법통칙 제123조에서 규정한 “고압”요건12)을 구비하면 동 조

문에서 규정한 高度危險責任(嚴格責任에 속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高壓”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주민들의 생활용 전기, 일

반공장에서 생산용 전기로 인해 손해를 발생하 을 경우, 고도위험책임을 적
용할 수 없고 민법통칙 제106조 제2항의 일반불법행위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여

야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9) EC지침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다음 중의 어느 하
나를 입증하는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당해 제조업자가 당해 제
조물을 유통에 투입하지 아니한 사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것은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은 위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 EC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조.
11) 지금까지 1차농산품과 수렵물로 인한 피해에 관한 판결은 아직 보지 못했다.
12) 민법통칙 제123조는 “高空, 高壓, 易燃, 易爆, 劇毒, 放射性, 高速運輸工具등 주

변환경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민
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감전으로 인한 인신 손해배
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關于審理觸電人身損害賠償案件若干問題的解
釋](法釋 2001年 3號)에 의하면 “고압”이란 전압이 천볼트이상의 송전선로를 말한다.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주민생활용 전기(220볼트) 및 일반공장의 작업장용 전기(360볼트)
는 “고압”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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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근래,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輸血感染事件에서 엄격책임법리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쟁, 즉 수혈용 혈액을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관

한 논쟁이 있었다. 1999년, 河南省南陽市中級人民法院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사건에서 수혈용 혈액은 {제조물품질법} 제2조의 제조물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수혈용 혈액은 “제조물”이 아니기에 {제조물품질법} 제4

장의 엄격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통칙 제106조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 다.13)

2) 책임원칙에 대하여

동 법은 제조업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귀책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 법 제41조에서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人身과 

당해 결함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이하 타인재산으로 약칭)를 발생하 을 

때,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재산적 손해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당해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에 속하다. 동 법은 “제

조업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EC지침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여

기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완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 그리고 제조물에 

자기의 명칭, 상표 또는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기가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

13) 판결이유: 피고 新野縣 인민병원은 血液製品의 내재적 품질을 檢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해 검사할 의무도 없으며 그들의 주

요한 직책은 혈액의 유효기간과 혈액형의 확인 및 혈액의 응결여부를 관찰하는 것으로

서, 당해 사건에서 新野縣 인민병원이 입증한 간호사의 근무교체 보고서, 당해 당직 간
호사의 법정증언, 위생부분에 보고된 내용확인을 기재한 病歷 및 輸血慣例에 依할 때 
당해 병원은 확인책임을 다 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新野縣 인
민병원의 의료행위는 수혈감염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 新野縣 수혈공급소는 3명 헌혈자의 헌혈증, 신분증, 사진, 신체검사
기록 등이 들어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採血과정에서 위 3명 헌혈
자의 신분에 관해 확인하 는지 입증할 수 없고, 採血 혈액형과 위 3명 헌혈자의 혈액
이 일치한다고 보증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헌혈카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원인으로 불량 혈액이 血庫에 들어갈 기회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혈공
급소에서 제공한 혈액은 합격된 혈액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新野縣 혈액공급소는 

불합격된 혈액을 제공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河南省 南陽市 中級人民法院
(998) 南民初字 第109號 民事判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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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책임은 제42조 제1항에서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여 인적 손해와 타인재산의 손해를 발생하 을 때에는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

해 제조물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자의 책임은 판매자의 과실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기에 과실책

임(fault liability)에 속한다. 해석 및 사법실무에 의하면 피해자가 결함제조물의 

판매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 을 때 법원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운다. 그러므로 동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자의 책임은 실제로는 과실추정책임에 속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은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적시해야 할 의무, 또는 제조물의 
공급자를 적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판매자가 당해 의무를 이행하

지 않으면,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2조 제2항에서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적시할 

수 없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적시할 수 없을 때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 조항에 의하여 판매자가 면책을 주장하

려면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적시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를 

적시하지 못하면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하더라도 법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의

거하여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판결한다. 동 조문에서의 “공급자”의 개념은 

제조물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면책사유에 대하여

현대법의 제조물 책임은 비록 嚴格責任에 속한다고 하지만 결코 절대적 책

임은 아니며 제조업자는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동 법은 EC지

침을 참조하여 3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41조 제2항에서 “제조

업자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 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 시켰을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아직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3)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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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동 법의 면책사유 (1)은 EC지침 제7조 (a)에 해당하고, 면책사유 (2)

는 EC지침 제7조 (b)에 해당되며, 면책사유 (3)은 EC지침 제7조 (e)에 해당한

다. 그러나 동 법은 EC지침 제7조의 (c), (d), (f) 조항의 면책사유를 채택하지

는 않았다.

(c)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 중국의 입법자들은 (c)14)의 경우는 제조물의 제

조가 경제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판매”에 이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

각하 다. 예를 들면 친구들 모임에서 아내가 제조한 케익은 동법 제2조의 제

조물 정의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며 엄격책임을 지지 않는 다

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d)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 중국 입법자들이 생각할 때 (d)15)의 경우는 제조

물의 제작이 국가기관의 강제성 규정을 준수하 다면 당해 결함이 생기는 책

임은 제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동 법 제46조에서 이미 여기

에 대해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 다(다음의 결함 정의에 대한 해석을 참조).

(f)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 중국 입법자들은 (f)16)의 경우는 당해 최종제조물

의 설계 또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자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발생한 결함은 당

연히 당해 최종제조물의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당해 제조물의 부품 

생산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면책사유 (3), 즉 이른바 개발위험항변(state of art)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켰을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아직은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의 조문은 EC지침 제7조 (e) that the sta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t the time when he put the product into 

circulation was not such as to enable the existence of the defect to be 

discovered 의 중국어 번역이다. 그러므로 국법과 차이가 있다. 국의 

{1987년 소비자보호법}에서 개발위험항변에 관한 규정은 EC지침보다 완화되

어 있는데 “동종 제조물의 제조자”가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기준을 채택

14) That the product was not commercially manufactured or distributed in the 
course of a business(art 7).

15) That the defect was due to compliance with regulatory standards or in the case 
of a component manufacturer (art 7).

16) That the defect was due to the design of the end product or to instructions 
given by the manufacturer of the end product (ar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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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7).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때 중국법의 규정이 EC지침에 더 가깝고 

또한 국보다 더 엄격하다. 만약 어떤 제조물이 불합리한 위험을 가지고 있

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중국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제조자는 반드

시 당해 제조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당해 결함을 발견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단지 당시에 어떠한 과학기술문

헌도 당해 제조물의 당해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면책 될 수 있다. 환언하면 피고는 당시 당해 제조물의 동종 제조물 

제조업자들이 모두 당해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 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면책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법에 의하면 피고 제조업자가 만약 당

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당해 제조물의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제조업자들

이 당해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결함의 정의에 대하여

제46조는 “본 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조물에 신체와 타인의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에 身體健康과 人身, 

財産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준에 부합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결함”은 “불합리한 위험”이라고 규정하 는데 이것은 수정 제2판 미
국 불법행위법 제420A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20A)의 “불합리한 

위험”기준을 채택한 것이고 EC지침 제6조에서 규정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18)

둘째, “결함”에 관한 규정에서 결함은 “법정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사상은 제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강행규정인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다면 생산자는 당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의무
가 있으며, 무릇 당해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

17) The sta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was not such that a producer 
of products of the same description as the product in question might be expected to 
have discovered the defect if it had existed in his product while they were under his 
control (the Consumer Product Act 1987, S4 [1] [e]).

18)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는 결함은 제조물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안전
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EC지침의 결함기준을 채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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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이것은 실제의 운 에 있어서 극히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중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만약 당해 강행기준에 부합한 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의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조자는 강행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더 나아가서 만약 제조자의 면책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법률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분류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미국의 제조물 

책임이론을 참조하여 결함을 設計缺陷, 製造缺陷, 警告缺陷과 開發缺陷으로 분

류하고 있다. 본 법 제4조 제2항에서 개발위험 항변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법에 의하여 엄격책임을 지는 것은 다만 설계결함, 제조결함과 경고결함이
고 개발결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연대책임에 대하여

동 법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귀책원칙은 다르다. 제조

업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판매자는 과실책임을 진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본 법은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또

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人身과 財産的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책임에 관해 판매자가 배상을 

한 경우, 판매자는 제조업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판매자의 책임을 

제조업자가 배상한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자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제조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법
전에 엄격책임을 규정할 때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항에서 제조업자

에 관한 정의를 참조하여 제조업자에 관한 정의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

의한다.19)

19)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법에서 ｢제조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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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첫째, 人身傷害의 손해에 대하여 

동 법 제44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에게 人身傷害를 발생시켰

을 때 가해자는 의료비와 치료기간의 개호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수입 등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되었을 경우는 

당해 장애인의 생활자립기구비, 생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및 당해 장애인이 부

양하는 자의 필요생활비 등 비용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당해 사망자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생활비등 비

용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

동 법 제44조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당
해 피해로 인해 기타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도 배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손실”은 재물의 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상의 

손해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關于交通事故中的財産損失是否包括被損車輛停運
損失問題的批復}(교통사고의 재산손해범위에 피해차량의 운행정지로 인한 손

해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회시)(法釋 1999 제5호)에 의하면 당해 사건에서의 
중대한 손실은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에 사용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운행정지

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계약법의 채무불이행책임(제113조)에서 규정한 [可得

利益]의 손해를 말한다. 즉 민법이론상의 일실이익[所失利益], 또는 소극적 손

해라고도 한다.

셋째, 결함상품자체의 손해 

만 한다);
(2) 자기를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그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者, 또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 誤認
시킬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者;

(3) 앞의 호에 열거한 자 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련
되는 형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자라고 인
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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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人身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당

해 결함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배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정 제2판 미국의 불법행위법 제420조(Restatement (Second) of 

Torts §420A)와 EC지침 제9조의 경험을 채택한 1989년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1994년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같다. 그 
입법이유는 결함상품 그 자체의 손해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이기에 계약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구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

넷째, 정신적 손해배상

민법통칙 제120조는 인격권 침해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만 人身傷害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80년대와 90년대 전반까지,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人身

傷害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

여 일부 지방 인민법원에서 人身傷害 事件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판결이유는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賈國宇案”에서 北京市海淀

區人民法院 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원 (人民幣-역자 주)을 판결하 다. 

그 판결은 {消費者權益法} 제41조에서 규정한 장애배상금에 관한 규정에 판
결근거를 두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최고인민법원공보}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민법통칙 제119조에 의해 판결하 다고 수정되어 있었다21). 개정 후의 {제조
물품질법} 제43조에 추가된 “장애배상금”과 “사망배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

금 또는 逸失利益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최근에 최고인민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에 관

20) 중국 계약법 제155조는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이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위반책임[違約責任]을 부담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는 “품질이 계약내용[約定]에 부합
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계약위반책임[違約責任]을 져야 한다. 계약위
반책임에 대해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여전
히 확정할 수 없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목적물의 성질 및 손해액수에 참작하여 
修理, 更換, 重作, 반환, 가격 또는 보수의 절감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21) 최고인민법원공보 1997년 제2기: {賈國宇訴北京國際氣霧劑有限公司等人身損害
賠償案}, 68-70면.



崔 吉 子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 121∼137136

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關于確定民事侵權精神損害賠償責任若干問題的解釋]

(法釋 2001년 7호)을 公表하여 자연인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이 불법행위의 

침해를 받았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긍적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배상금”이

라 부르고,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만든 경우는 “장애배상금”이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정신위안금”[精神撫慰金]이라고 한다.22) 이 해석에 의하면 {제조물
품질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장애배상금과 사망배상금의 성질은 정신적 손해배

상이다.

7) 청구권의 시효제한에 대하여

동 법 제45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기간은 

2년이고, 당사자가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법통칙의 일반시효에 관한 규정
이다.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해 제조물이 최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교부되어 만 10년이 되면 소멸된다. 그러나 명시하고 

있는 사용안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제조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EC지침 제11조의 경험을 참조한 것이다. 

동시에 제조물의 사용안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
서”를 규정하 다. 그러나 신체내부에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신체건강을 해하는 

물질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위 10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10년 제척기간은 당해 손해가 발생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시효는 2년인데 실제에 있어서 2년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자

들은 중국에서 민법전을 편찬할 때 일반시효에 관해 그 기간을 연장할 것(예

를 들면 5년으로)을 건의하고 있다.

22) {最高人民法院關于確定民事侵權精神損害賠償責任若干問題的解釋}(法釋 2001年 
7號), 人民法院報 2001年 3月 10日 第2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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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전의 편찬

현재 중국에서 제조물의 엄격책임법은 {제조물품질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와 일치하다. 그러나 {제조물품질법}의 주요한 구성부분은 공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이것은 1949년이래 공법, 사법을 구분하지 않은 중국의 전통을 따

른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민법전을 편찬할 때 엄격제조물책임법의 규정
을 {제조물품질법}에서 분리하여 민법전의 불법행위 편에 편입하여 특수불법
행위의 일종으로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23)

23) 학자들은 민법전 대강을 총칙, 물권, 채권총칙, 계약, 불법행위, 친속, 상속의 7
편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중 제5편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제1
장 일반규정; 제2장 사용자책임; 제3장 공작물 책임; 제4장 공공 조물책임; 제5장 공
해책임; 제6장 동물상해책임; 제7장 고도위험책임; 제8장 교통사고책임; 제9장 제조물무
과실책임; 제10장 의료과실책임; 제11장 인격권침해책임, 민상법논총 제13권, 법률출판
사 2000年1月版, 800-8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