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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日本의 製造物責任法
円谷 峻* 

 著
崔 碩 桓**

 譯
1)

1.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1994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시행은 1995년, 제조물책

임법 및 그 英譯은 별지 참조). 동법은 당시 EC지침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법
률이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조물책임론, 제조물책임법 

제정시의 논의,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동법 제정 이후의 상황, 앞으로의 과제

로 나누어 일본의 제조물책임을 논하도록 하겠다. 또, 주택의품질확보에관한법

률(주택품질확보법)이 1999년에 제정되었다(시행은 2000년). 동법은 도급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주택성능평가서에 표시된 성능을 갖는 주택의 건축을 보증한 

것이다. 주택품질확보의 촉진, 주택구입자 등의 이익보호 및 주택에 관한 분쟁
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물

책임론을 검토하겠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검토가 시작된 초기에는 미국의 보증(warranty)이론

에 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계약법적 접근에 의해 제조물책임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한 관점의 연구는 계약법의 연구 그 자체에는 큰 향을 

주었으나, 제조물책임 자체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키지는 못하 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이 내린 Greenman vs. Yuba Power 

Products, Inc.사건 판결이 1963년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라는 법리를 분명

히 하 고, 또 1965년에는 제2차 불법행위법 제402A조가 제조자의 엄격책임

을 채택하 으며, 다른 한편 미법상의 negligence 소송에서 요구되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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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Privity)이라고 하는 제약이 없는 독일법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책임

으로 이해하여,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위험 역설에 의해 전환시킨다는 

법구성이 고안되었고,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제조물책임론도 불법행위법, 그것

도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약법

적 접근의 제조물책임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2.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제조물책임론

(1)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

(a) 1967년, 일본의 신문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 다. 이 신문보도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제

조물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미국에 제조물책임이라

고 하는 흥미로운 책임유형이 있다는 차원에서 동 책임이 소개되고 있던 정도

고, 이 책임이 일본에 있어서도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은 반드시 일
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60년대의 일본에서도 공해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었

고(熊本水俣病(쿠마모토 미나마타병)事件, 新潟水俣病(니이가타 미나마타병)事

件), イタイイタイ病(이타이이타이병)事件 등), 제조물책임과 공해에 의한 책임 

문제의 구분조차 충분히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본에서 ‘식품공해’라고 

하는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었던 것 등은 이러한 혼란을 보여준다.

(b) 말할 것도 없이 공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에 의해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피해 혹은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제조물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복잡한 유통과

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해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사용하 던 법해석은, 일본의 제조물책임론에 큰 기여를 하 다. 이에 대해서

는 후술하겠다.

(2) 초기의 판례

(a) 그러나, 일본에서 공해와 제조물책임에 관해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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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이 대량피해 유형의 식품사고, 의약품사고 던 까닭

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 역시 존재했다. 이하에서는 이 시기에 발생하 던 

제조물책임관련 사고를 소개하겠다.

(i) 森永砒素ミルク事件(모리나가 비소우유 사건)

유아용 분유에 잘못하여 비소가 혼입되어 이것을 음용한 유아가 비소중독에 

걸린 사건이다(1955년 발생). 피해자는 약 12,000명, 그 중 사망자는 약 130명
이었다. 1955년 8월에 판매정지․제품회수 조치가 내려지고, 위로금이 지급되

었다. 그러나 사건발생으로부터 14년이 경과했는데도 피해자는 또다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고발되어(1969년), 1973년 피해자가 제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동년, 재판외화해가 성립하여 1974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ひかり協會｣가 설립되었다.

(ii) サリドマイド事件(탈리도마이드 사건)

임산부가 진통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하여 손발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 기형

아를 출산하게 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1,300명이었고, 1959년부터 1963년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 다. 1963년 이후 제약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74년의 소송상화해가 성립하여 동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단

법인 ｢いしずえ｣가 설립되었다.

(iii) スモン事件(스몬 사건)

整腸劑 키노포름을 복용한 소비자에게 보행장해, 시력장해 등의 증상이 발

생한 사건이다. 1955년부터 1970년(키노포름제 판매가 중지된 해)까지 전국에

서 약 11,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 다. 1971년부터 전국적으로 제약회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① 金澤地判 1978. 3. 1. 判例時
報 879호 26면, ② 東京地判 1978. 8. 3. 判例時報 899호 48면, ③ 福岡地判 

1978. 11. 14. 判例時報 910호 33면, ④ 廣島地判 1979. 2. 22. 判例時報 920

호 19면, ⑤ 札幌地判 1979. 5. 10. 判例時報 950호 53면, ⑥ 京都地判 1979. 

7. 2. 判例時報 950호 199면, ⑦ 靜岡地判 1979. 7. 19. 判例時報 950호 199면, 

⑧ 大阪地判 1979. 7. 31. 950호 241면, ⑨ 前橋地判 1979. 8. 21. 判例時報 

950호 305면, ⑩ 東京高判 1990. 12. 7. 判例時報 1373호 3면, ⑪ 新潟地判 
1994. 6. 30. 判例タイムズ 849호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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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カネミ油症事件(카네미유 증후군 사건)

식용유(미당유)에 PCB를 주성분으로 하는 촉매가 혼입되어 이 식용유를 섭

취한 소비자에게 피부, 내장, 신경질환이 발생한 사건이다. 1968년경부터 피해

가 발생했다. 또 동년 이 식용유는 판매금지되었다. 피해자는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용유 제조업자 및 촉매 공급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이 제기되었다(① 福岡地裁 1977. 10. 5. 判例時報 866호 21면, ② 福岡地裁
小倉支判 1978. 3. 10. 判例時報 881호 17면, ③ 福岡地裁小倉支判 1982. 3. 

29. 判例時報 1037호 14면, ④ 福岡高判 1984. 3. 16. 判例時報1109호 24면, 

⑤ 福岡高判 1984. 3. 16. 判例時報 1109호 44면, ⑥ 福岡地裁小倉支判 1985. 

2. 13. 判例時報 1144호 18면, ⑦ 福岡高判 1986. 5. 15. 判例時報 1191호 28

면). 카네미유 증후군사건 소송에서는 식용유에 PCB가 혼입된 원인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PCB를 주성분으로 하는 촉매의 부식작용에 의해 촉매를 흘려
보내는 철파이프에 구멍이 생긴 것인지(핀홀설), 식용유 제조업자측 종업원의 

공정상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공작실수설)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촉매 공급업자의 식용유 제조업자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식용유 제조업자가 중규모의 기업이고 촉매 공급업자

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촉매 공급업자를 책임주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부는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다. 그러나 그 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정
상 실수에 의해 PCB오염이 발생하 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소송은 대법

원에서까지 다투어지게 되었으나, 1988년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b) 이러한 일련의 소송들에서는 주로 불법행위법(민법 709조)에 기해 손해

배상이 청구되었지만, 스몬사건 소송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의 불법

행위책임 외에 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국가배상법에 기해 

청구되기도 하 다. 이하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논하겠다.

(i) 과실개념의 객관화

과실개념이 주관적 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객관적 개념으로 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제조물책임의 역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 일반에 타당

한 것이고, 한국에 있어서도 같은 사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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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실개념의 고도화

일본의 판례는 의사 등의 전문직업인, 식품제조업자, 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주의의무의 고도화에 수반하여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하나의 논점이 제기되기에 이르 다. 즉, 주의의무는 예견을 해야 할 의

무(예견의무)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으면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회피의무로서 파악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판례법은 전통적인 입장에 기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동경스몬사건판결은 ｢

(제조물책임이) 과실책임의무에 입각한 견지에 있어서도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으나, 당 법원은 민법 709조 소

정의 과실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국에 있어서는 결과회피의무의 위반을 말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적정한 회피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예견의무에 따르는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 ｢예견의무에 따르는 예견가능성의 존재

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전조사 등의 예견의무는 있으나, 그 결과 예견이 

불가능하 다면 설령 침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없다는 의미이다.

(iii) 입증책임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

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소위 ‘닭페스트 사건’ 판결 이래 불

법행위법에 기한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는 위험 역설에 의해 실질적인 귀

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꾀해지고 있다. 덧붙여 독일에서는 민법전

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법형성물(적극적 채권침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범주

에서의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위험 역설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위험 역설 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학설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특히 판사

를 중심으로 한 실무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제조물책임소송이 위

험 역설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법과 독일법

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3) 경제기획청에 의한 제조물책임 판례의 수집과 제조물책임연구회

에 의한 요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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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기획청에 의한 제조물책임판례의 수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행정부와 학계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현재는 내각부 국민생활국)은 1981년 森島

昭夫 교수(당시 名古屋大學)를 위원장으로 한 제조물책임판례연구회에 제조물

책임관련 판례의 수집과 분석을 위촉하 다. 그 성과가 1982년에 간행된 경제

기획청 국민생활국 소비자행정 제1과 編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제조물책임
의 제2부 ｢제조물책임판례의 동향｣이었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행정부의 본격

적인 노력은 이즈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b) 제조물책임연구회에 의한 요강시안

(i) 我妻榮 교수(당시 東京大學)를 중심으로 1982년에 설립된 제조물책임연

구회는 1985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 다. 이 요강시안은 비교법적 
검토 등과 같은 본격적인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학계 및 관계분야에 큰 향

을 미쳤다. 그러나 이 요강시안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

다. 그 이유는 산업계 입장에서 동 요강시안의 내용은 너무 ｢과격｣했기 때

문이다. 이하에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ii) 요강시안의 내용
요강시안에서 주장된 책임주체는 제2조 제2항에서, 제조업자(동항 제1호), 

제조물에 상표 기타의 표장 또는 상호 기타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부착하여 

業으로서 이것을 유통시키는 자(동항 제2호), 수입업자(동항 제3호)라고 정해져 

있는 외에, 제10조에서 제조자 이외의 판매업자, 임대업자 등도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요강시안은 제조물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하고 있다(제3조).
요강시안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 추정규정이었다. 요강시

안은 결함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제5조 제1항)과 결함의 존재시기에 관한 

추정규정(출하시에 있어서의 결함의 추정)(동조 제2항)을 두고 있었다.1) 즉, 제

1) 요강시안 제5조(결함의 존재의 추정)는, ｢(1) 제조물을 그 성질에 적합하게 사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

던 것이라고 추정한다, (2) 손해발생의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제조물의 결함은, 상당한 
사용기간내에 있어서는 제조물이 제조자의 손을 떠난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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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제1항은 ① 제조물을 그 본래의 성질에 적합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해 통상 

발생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한

다. 또 동조 제2항은, ① 손해의 발생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 을 것, ② 

상당한 사용기간 내에 손해가 발생하 을 것을 두 가지 요건으로 하여, 제조

자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때에 결함이 존재하 다고 추정함을 규정한다. 이 
점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의 발생에 관해 제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고시의 결함이 

법률상 추정된다. 사고시의 결함이 추정되면 제5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중 하

나는 충족되게 되므로, 나머지 하나의 요건인 ｢상당한 사용기간내에 손해가 

발생하 을 것｣이 충족되면 출하시의 결함이 추정되게 되는 것이다.2)

결함의 존재의 추정 및 출하시의 결함의 추정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하는 데 

대해 산업계에서는 격렬한 비판이 있었다. 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단계에

서, 농림수산성에서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경제기획청에서의 연

구회에도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후자의 연구회에서는 실무가들에 의해, 요

강시안의 추정규정은 2중의 추정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함으로써 실무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요

강시안의 추정규정은, 공평하게 본다면, 상당히 ｢과격｣했었다고 생각된다.

3. 제조물책임법 제정시의 논의

(1) EC지침 및 1990년 사법학회발표

(a) 일본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이사회지침(1985년)에 향을 받아 제기되었고, 1990년대 들어 그때까지 이상

으로 강하게 전개되었다. EC지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자주 연구되고 있으

리라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겠다.

라고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2) 나아가, 요강시안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는,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결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을만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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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러한 동향을 반 한 초기의 몇 가지 움직임을 소개하겠다.

(i) 먼저, 1990년 사법학회에서 好美淸光 교수(당시 一橋大學)를 중심으로 한 

발표를 들 수 있다. 이 발표는 EC지침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으나 추정

규정에 관해서는 요강시안의 향을 받아 동 시안의 제언을 수용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본 발표는 EC지침의 정치한 연구 등의 면에 특색이 보이며 추정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 때문에 역시 강한 반발을 피할 수는 없었다.3)

3) 산업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제정의 방향에 경향이 바뀐 계기로
서 ｢일본형 제조물책임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회｣(좌장․川井健 교수(당시 
創価大學))에 의해 1996년에 공표된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요강시안이나 
1990년 사법학회 그룹이 주장한 결함의 시기 등에 관한 추정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 다. 즉, (1)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자가 제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실요건은, 첫째로, 유통개시시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 둘째로 손해가 
발생한 것, 셋째로 유통개시시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예외는 있겠지만, 피해자가 이들 사실요건에 관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이는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2) 손해발생시의 결함의 존재: 피해자는 손해
발생시에 결함이 존재하 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면 충분하다. (3) 손해발생시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피해자는 손해발생시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4) 유통개시시의 결함 등에 대한 면책: 피해자가 손해발생시
에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제조자가 일정 면책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 결함은 제조물의 유통개시시에 
존재한 것으로 한다(円谷 註: 개별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생략). 이 결론은 민사소송의 원
칙에 의한 것이나, (4)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회의 회원이었던 입장에
서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두겠다. 우선, 연구회에서는 EC지침 제7조 (b)호에 착
안하 다. 동조 (b)호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즉, 사고시의 결함)
이 출하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그 후에 발생하 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제조자가 증명하면 제조자는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그 전제로서 피해자가 사고
시의 결함을 증명하면 문언으로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출하시의 결함이 추정되기 

때문에 제조자는 이 추정을 뒤집어 자기 책임을 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 
추정은 어떠한 성질의 추정인가. 법문상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이
해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명문규정이 없는 실질적인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말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러나, 왜 제조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 Taschner는 그것은 피해자의 보
호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① 제조자가 피해자보다도 결함에 가까운 입장에 있다는 
점, ② 제조자는 출하시에 검사를 하고, 검사 데이터를 보존해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③ 피해자가 이러한 종류의 증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한

다(Taschner, Hans Claudis, Produkthaftung, 1986, S.102 f.. 이 점에 관해 円谷 峻, ｢製
造物責任訴訟における立證責任の轉換(下)-西ドイツ通商裁判所第六民事部 1988年 6月 7
日 判決(レモネ〡ドビン爆發事件判決)を中心として-｣ NBL 448호 27면.). 연구회는 EC
지침 제7조 (b)호의 규정의 취지, 정책적 배려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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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90년,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는 제조물책임제도의 검

토를 행하고, 1991년에 중간보고를 공표하 으며, 1992년에 최종보고를 제출

하 다. 그 최종보고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

피해방지․구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심화된 검토를 행하고 대강 1년 이내

에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정을 1년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이후 관계
부처가 제조물책임에 대해 연구회 또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iii) 1992년에 발족한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생활부회는 후생성, 건

설성, 운수성, 통상산업성, 농림수산성의 검토결과의 보고를 받아 1993년 ｢제

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소비자피해 방지․구제의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 민사책임의 룰을 오늘날의 사회에 부합하는 것으

로 하고,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어, 그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민사책임의 요건을 행위자의 과실에서 제

조물의 결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취지의 보고를 국민생활

심의회 총회에서 발표하 다.

(c) 법제심의회 민법부회 재산법소위원회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 그리고 

도입할 경우의 법안 내용에 관한 보고를 정리하 고(1993), 이는 동심의회 민

법부회에서 승인되었다(1994).

(2)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반대론과 분석

(a) 위와 같이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동법 제정에

는 격렬한 반대도 있었다. 그 가장 전형적인 반대론은, 關西經濟聯合會에서 공
표된 반대의견(｢종합적 소비자피해예방․구제제도의 충실을 향하여-제언-｣)이

다(1992). 한편, 제조물책임 입법에 관한 반대론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일

부에서도 제기되었다. 반대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유 중 주된 반대이유를 소개

하겠다.

(i) 첫 번째 반대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면, 일본에서도 미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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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범람하고, 제조물책임보험료의 고액화에 의해 기업이 그 보험조차 가

입할 수 없을 것(Product Liability Crisis)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ii) 두 번째 반대이유는 최근 미국의 제조물책임론에 향받은 것이었다. 주

지하다시피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는, 제조자의 결함상품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로지 제조상의 결함
을 상정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구조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결함개념은 독일법학자에 의해 유형화된 개념이었

다. 여기에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미국의 제1인자인 헨더슨 교수(Henderson)

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고, 설계상의 

결함(구조상의 결함) 및 지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리전스

(negligence)를 부과해야하지 않는가 하고 제언하면서, 그러한 방향에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의 개정을 추진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지침형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iii) 세 번째 반대이유는 개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것이었다. 각 부처의 연구

회에서 검토된 결과,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합
의가 도출되었지만, EC지침이 도입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도입하는 것이 제조

물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제조물

책임입법 그 자체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견해는, 제조물책임법을 무과실책임

으로 하면서 개발위험의 항변을 도입하는 것은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자

리매김하는 것이 되고, 입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과

실은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의
해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 다. 따라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

실이라고 하는 비난은 생기지 않는다. 출하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해서는 발

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개발위험의 항변) 

그것은 과실책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그 주된 주장이었다.

(iv) 네 번째 반대이유는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결함의 존재를 
책임의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함의 인정이 비교형량(balancing)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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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과실의 인정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므로, 굳이 결함이

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할 필연성은 없다는 것이었다.

(b) 반대론의 분석

(i) 나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농림수산성의 위원

회나 경제기획청의 연구회에 참가하 고, 이러한 사견의 관점에서 반대론을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반대이유는 반드시 정확한 논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분히 감정적인 반대이유이다. 미국에서 실제로 Product Liability Crisis가 발

생하 는지는 미국에서조차 논쟁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 그러한 위기가 생기

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지금, 이는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서 일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석면소송이 전국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제도로서의 해결이 꾀해지고 있고, 

제조물책임소송이라는 형태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두 번째의 반대이유는 사실의 파악이라는 점에서는 정당한 논의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결함의 유형에 따라 책임원리를 변경한다고 하는 데에는 어려

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추락하여, 기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자. 유족이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때, 추락원인이 된 결함이 제조상의 결

함, 구조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헨더슨 교수가 작업한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의 개정안에서도 이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결함에 관해서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4) 일본에서 이

러한 추정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무용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것

이고, 오히려 규정상으로는 결함개념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결함의 인
정의 단계에서 비교형량(balancing)에 의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또 1998년에 공표된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Products 
Liability 제3조(circumstantial Evidence Supporting Inference of Product Defect)는 “It 
may be inferred that the harm sustained by the plaintiff was caused by a product 
defect existing at the time of sale or distribution, without proof of a specific defect, 
when the incident that harmed plaintiff: (a) was of kind that ordinarily occurs as a 
result of product defect; and was not, in the particular case, solely the result of causes 
other than product defect existing at the time of sale or distribu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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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 번째 반대이유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비판이다. 제조물책임법을 

제조자에게 지극히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개발위

험의 항변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래서는 입법이 불확실해진다. 이러

한 사정은 EC지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EC지침의 

기초자 던 타슈너(Taschner)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해

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동 항변의 채택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판단에 맡
기는 것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슈너 교수는 그 해설

에서, 출하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세계 어딘가에서 그 위험성을 밝히고 있는 논문 등이 

있었다면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된

다.

지금까지의 엄격함에 대한 요구가 실질적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

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하는 제조자 스스로 기업규모를 

전제할 것은 아니고, 그 기업이 속한 업계에 있어 이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출하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

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일본에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제조자에 

의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구제를 도모하는 기금제도

가 있는데, 이들의 활용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iv) 네 번째 반대이유도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출하시의 결함이라고 하

는 것은, 비교형량(balancing)하에, 법적으로 평가된 결함(규범적인 결함개념)이

고, 결코 사실로서의 결함은 아니다. 일본민법 제717조는, 토지공작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소정의 하자도 비교형량(balancing)하에 인정되는 것이
다. 경제기획청의 연구회에서는, 제조물책임은 토지공작물책임에 대비되는 동

산의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결함책임으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유력했다.

(v) 또, 제품감시의무 또는 제품회수의무와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에서는 아직 약간의 혼란이 있어, 부언해두고자 한다.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 결함의 기준 시점이 출하시라고 하는 것은, 제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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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시에 결함이 없었던 제품에 대해 출하 후에도 감시를 한다든지, 제품의 

회수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EC지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연방통상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불법

행위법에서 도출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이다.

4. 제조물책임의 개요

(1) 전체적 구성

이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바람.

(2) 각 조문별 평가

(a) 제조물, 책임주체

(i) 제2조 제1항은, ｢이 법률에서 제조물 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

다.｣라고 규정한다. 주지하다시피 EC지침에서는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이 원

칙적으로 적용제외(단, 가맹국의 판단으로 적용제외를 부정할 수 있다)됨과 함
께,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미가공농수축산물을 적용제외로 할지 여부

는, 농림수산성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가장 격렬히 논의된 

문제 다. 농림수산성의 검토결과는, 미가공농수축산물을 적용 제외한다고 하

는 案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가공과 미가공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

2의 문제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의 운용 및 그 축적에 맡기기로 하
는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이 구별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적인 취지, 입법

목적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은 아니지만 계곡의 

바위에서 솟는 자연수는 그 자체로 가공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채취하여 

자연수로서 판매하게 된다면, 그 자연수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기는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은 적용되지 않

는다. 일본 형법에서는 전기를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일본형법 235조․236조 

1항). 그러나 이는 전기의 절도라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제조물책임법과는 취지가 다르다. 유럽체재시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유럽

에서는 종종 전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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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현재 전력사정은 안정되어 있고, 전기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으로 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혈액 製劑를 제조물책임법 소정의 제조물로 할 지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

을 심의한 국회에서 격렬히 논의되었다. 1993년에 제출된 중앙약사심의회의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혈액 製劑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혈액은 인체로부터 채취된 혈액을 기본적으로 가공처
리하지 않은 채 수출하기 때문에, 제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가 생각했으나 그 후, 그러한 적용제외는 부당하다

는 논의가 유력해져서,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는 전제에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었다.

(ii) 제2조 제2항은 ‘결함’을 정의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결함이라고 하
는 것은, ① 당해제조물의 특성, ② 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③ 그 제조업

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는 시기 그 외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

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 

기대기준(EC지침 제6조에서 정하는 결함기준) 또는 위험효용기준에 의해야 한

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당해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하는 안전성을 결한 것｣이

라고 하는 기준이 채용되기에 이르 다.

(iii) 제2조 제3항 1호는 ｢제조업자 등｣이라고 하는 책임주체를 정의한다. 특

정 제품의 제조업자에는, 그 완성품의 제조업자만이 아니라 그 완성품의 부품

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도 포함된다.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

게 된다. 완성품 A의 제조자 X1은, 그 완성품의 부품 B의 결함 때문에 사고

가 발생한 경우, B의 제조업자 X2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한편 X2의 경우, 제4조 2호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Xl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X2 자신도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제2조 제3항 제1호는 제조자와 함께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없을뿐더러 승소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

어 반드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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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타당하다.

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는 표시제조업자도 책임주체가 됨을 규정

하고 있다.

(b) 입증책임

제3조는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 관하여 결함
과 손해의 인과관계, 출하시의 결함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언급해 두겠다.

(i)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출하시의 결함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는 것에는 반대론이 강하고, 이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했

더라면 실현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이 점

에 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바꿔 말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와 사고시의 결

함의 인과관계, 사고시의 결함이 출하시의 결함인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

다. 이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무거운 부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부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경감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입법적 조치, 행정적 조

치, 사법적 조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ii) 입법적 조치

이 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입법적 조치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다. 구민사소

송법에서 소송당사자가 소송 수행상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제출의무(구민사소송법 312조)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많이 

인정하고 있었고,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유용한 것만은 아

니었다. 1998년 개정된 신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소지자가 그 문서의 제출을 거
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폭 제한함과 동시에(민사소송법 220조), 그에 관련된 

법정비를 행하 다(동법 221조-231조). 나아가 1999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동법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

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i) 행정적 조치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생활부회는 제조물책임제도를 중심으로 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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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소비자피해 방지․구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① 제조물책임입법, ② 

소액피해 등에 관한 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창설, ③ 원인구명기관의 충실화, 

④ 소비자정보․소비자교육의 추진을 제언했다. 여기서는 원인구명기관의 충실

화가 중요하다. 이 제언에 기해 각 업계는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함께 PL센터

를 창설하 고, 국민생활센터의 상품 테스트 관련부문은 강화되었다.

(iv) 법원에 의한 조치

제조물책임법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출하시의 결함의 존재에 관해 추

정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개별적인 소송에서 소비자의 증명상 부담을 경감시

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예를 들면 사실상의 추정, 간접 증명 등)의 채택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다. 1999년 8월 31일에 東京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이 점에서 유용하다(東京地判 1999. 8. 31. 判例時報 1687호 39면).
음식점을 경 하는 X1은 대기업 전자제품 메이커인 Y의 업무용 냉동냉장고

를 점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991년, X1의 점포 겸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가옥이 半燒하 다. X들은 Y의 업무용 냉동고에서의 발화가 원

인이라고 하면서 민법 709조에 기해 Y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냉동

고에서의 실화에 목격자는 없었으며, 발화원이 냉동고 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본건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 냉동고가 X들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함의 존재, 사고에 의한 피해와 

결함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법, 제조물책임법 

어느 쪽이 적용되는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東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① 강철제 냉동고는 원래 외

부적 열에 의해 연소될 개연성은 낮은 물건인데, 본건 냉동고 그 자체가 불에 

타 손상되어 있었던 점, ② 냉동고가 놓여 있던 장소와 그 뒷면에 해당하는 
벽의 연소 위치가 대응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벽 부분이 건물내부의 다른 곳

에 비해 연소의 정도가 심했던 점, ③ 냉동고의 뒷면에 가까운 부분의 부품의 

훼손상태보다 뒷면에서 떨어져 있는 부품의 훼손상태가 심했다는 점, 즉 냉동

고의 내부에서의 열에 의해 연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④ 일

반적으로 냉동고의 자동온도조절장치에는 트랙킹이 발생할 수 있고, 냉동고에

서 발화하거나 뒷벽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냉동고와 냉각기능이
라는 점에서 유사한 냉장고에서의 발화에 의한 화재가 매년 몇 건씩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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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⑥ 담배, 가스기기 등에 의한 발화, 이득목적에 의한 방화 등의 다른 원인

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東京지방법원은 ①-⑥의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화재는 본건 냉동고를 발생원으로 한 것이라는 추정을 인정하 다. 동법원은 

이 추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화재는 본건 냉동고를 발생원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다.

다음으로 동법원은 X들이 냉동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화재의 발생원이 된 것이므로, 본건 냉동고는 본

건 화재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결함이 있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시하며, 사고시의 결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동법원은 ｢소비자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물을 사용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 던 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조물이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본건에서는 본건 냉

동고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출하시의 

결함을 인정했다.

본 판결에서는 화재의 발생원이 냉동고라는 점이, 여러 간접사실에 의해 인

정되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본건에서 사고시의 결함이 인정되면서 

이로부터 출하시의 결함이 추정되었다. 냉동고나 냉장고의 기계부분은 일반적
으로 블랙박스 상태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 부분을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으므

로 본 판결이 사고시의 결함으로부터 출하시의 결함의 존재를 추정한 것은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화하여 사고시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에 의해 출하시의 결함이 

추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c) 면책사유

(i) 반드시 일반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

정의 단계에서는 동법이 무과실책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는 과도

한 기대를 갖고, 산업계는 과도히 위축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풍조는 일본민법이, 독일법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

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식(‘귀책사유방식’이라고 하겠다)을 채택하고 있으
며, 프랑스민법이나 미법처럼 우선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면책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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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면책사유방식)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인 실정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

각한다(예외적 규정으로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그러나 면책사유를 폭넓게 둔다면 가령 무과실책임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의 

강도는 한없이 과실책임에 가깝게 되며, 면책사유를 한정하면 한없이 결과책

임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한다는 것만으로 책임

의 강도를 추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 제조물 책임법 제4조는 두 가지의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동조 제1호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경제기획청의 해설서

는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의 유무판단에 필요한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

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이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석된다｣라고 설명한다(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소

비자행정 제1과 編 逐條解說 製造物責任法 , 商事法務硏究會, 1994, 110면). ｢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이라고 한정함에 의해 개발위험의 항변을 둘러싼 반

대론(전술부분 참조)에 대항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입수가능｣이

라는 문언은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서는 ｢입수가능｣이라는 제약조건

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iii) 동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면책사유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준비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검토단계에서는 반드시 논의의 대상이 된 사유는 아니었다. 이

에 대해서는, ｢당해 결함이 당해 다른 제조업자가 행한 설계에 관한 지시만에 

기인한 것이고 그 결함의 발생에 관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부품․원재료 제

조업자가 증명한 때에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면책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되

어 있다(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소비자행정 제1과 編․전게서 115면). 중소기

업의 보호라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 급조된 규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무과실책임을 책임원리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에 과실책임원리를 끌어들

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d) 그 외의 규정
(i) 기간제한(제5조), 민법의 적용(제6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겠다.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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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전단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불법행위법의 소멸시효기간과 보

조를 맞추고 있다. 동조 제2항 후단은 제척기간이다. 제5조 제2항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 기간의 경과 후 예상

외의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

로 두게 된 제척기간의 특칙이다. 동항은 손해의 발생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법 25조의 4, 수질오탁방지법 20조의 3 등도 손해발생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있다.

(ii) 제6조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규정으로는 과실상계규정(민법 제722

조), 공동불법행위(민법 717조) 등이 있다.

5.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의 상황

(a) 내각 홈페이지 ｢소비자의 창｣

(i)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의 상황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내각 홈페이지 ｢소

비자의 창｣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동 홈페이지 중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의 

상황에 대해｣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향｣에서는 (1) 사업자에의 향으로

서, ｢사업자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노력으로서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안전확보 대책의 충실화, 경고표시의 철저, 취급설명서의 충실화가 꾀해졌다｣

라고 하고 있고, 자료(출전: 제조물책임시행에 따른 규격기준인증 및 검사제도

의 개선에 관한 조사, 1997년 3월)가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조

물책임법 시행을 의식한 사업자의 노력으로서(단위: 票, % (복수응답수 22) 전

체(1233)), %가 높은 순으로 5위까지를 들면, ① 경고표시의 철저(56.9%), ② 

취급설명서의 충실화(48.6%), ③ 사원교육(PL에 대한)의 철저(45.5%), ④ PL담
당부문의 설립․확충(31.0%), ⑤ 카탈로그 등 자료에서 안전 면의 정보 충실

화(28.1%)와 같다.

(ii) 마찬가지로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향｣에서 (2) 소비자에의 향으

로서, ｢제조물책임법 시행후의 소비자 의식에 관해서는 7할 이상의 사업자가 

변화하 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2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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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의 소비자 의식의 변화｣ ①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

각한다(61社, 14.6%), ② 약간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238社, 57.1%), ③ 어느 

쪽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45社, 10.8%), ④ 그다지 변화되었다고 생각지 않는

다(48社, 11.5%), ⑤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8社, 1.9%), ⑥ 무응답(17社, 4.1%).

(b)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의 제조물책임소송
(i) 동 홈페이지에 의하면, 경제기획청이 1998년 12월말 현재 파악한 건수는 

15건이다.

(ii)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제조물책임을 긍정한 판례는 名古屋지

방법원의 1999년 6월 30일 판결이 있다(名古屋地判 1999. 6. 30. 判例時報 

1682호 106면). X는 1998년, Y가 경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본건 

오렌지 주스를 구입하여 점내에서 이를 먹고 오렌지 주스를 먹자 토혈을 일으

켜 A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B국립병원에 구급차로 실려가 진찰을 받았다. X

는 본건 오렌지 주스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었으며 그 이물질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Y에 

대해 위자료 30만 엔, 변호사비용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본건의 

쟁점은, ① X가 인후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② X의 부상이 본건 주스에 
기인한 것인 지의 여부, ③ 본건 주스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④ 손

해액은 얼마인지 하는 것이었다. 본판결은 X의 청구를 인용하여 Y에게 위자

료 5만 엔, 변호사비용 5만 엔의 배상의무를 부과하 다. 이 이외에 공표된 제

조물책임판결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6. 앞으로의 과제

(1) 알기 쉬운 사용 설명, 알기 쉬운 표시의 개발

이해하기 쉬운 사용 설명이나 알기 쉬운 표시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요청

은 일본국내에 한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국제화사회에 있어서는 

국경이 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일본, 한국, 중국의 거래는 앞으로 더욱 진

전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국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되

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확실히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수입업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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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며, 소비자 스

스로가 일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3국의 소비자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시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으리라 생

각한다.

(2) 적절한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

둘째로 적절한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소비자보호가 경제활동의 규제강화, 혹은 파터날리즘(paternalism) 하에서의 

소비자 비호로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우리 사회의 주체이며 사회에 

의해 비호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를 위해 소비자는 사회에 있어 권리와 의

무를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

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적절한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을 추진해나갈 것이 요
구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언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적대적인 사고방식 혹은 소비자 무장해제론이라는 비

난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감정적 비판은 종식되었고, 현재는 적절한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적절한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3국간의 심화된 교류와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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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조물책임법(1994년 법률제85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

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결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그 외 당해 제조물에 관

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

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제조업

자｣라고 한다)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

표 그 외의 표시(이하 ｢성명 등의 표시｣라고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그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행한 

자

      3. 전호에서 열거된 자 이외에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련된 형태 그 외의 사정으로 보아 당해 제조물에 그 실

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제조물책임)
제3조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전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

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 그 인도된 물건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이에 의해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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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책사유)

제4조 전조의 경우, 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증명하 을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당해 제조물을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
식에 의해서는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

다는 사실

   2. 당해 제조물이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 

결함이 오로지 당해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를 

따름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동시에 그 결함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

(기간의 제한)

제5조 제3조에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

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때도 이와 같다.
   2.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

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

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민법의 적용)

제6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법
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시행기일 등)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후에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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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2. 원자력손해의배상에관한법률(1961년 법률 제14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및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94호)｣를 ｢, 선박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1975년 법

률 제94호) 및 제조물책임법(1994년 법률 제85호)｣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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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The Product Liability Act
(Act No.85, 1994)

(tentative translat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lieve the injured person by setting forth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etc. for damages when the injury on a life, a 

body, or property is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and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rticle 2 (Definitions)

(1) As used in this Act, the term "product" means movable property 

manufactured or processed.

(2) As used in this Act, the term "defect" means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product, the ordinarily foreseeable manner of use of the product,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etc. delivered the product, and other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product.

(3) As used in this Act, the term "manufacturer, etc." means any one of 
the following : 

1.any person who manufactured, processed, or imported the product as 

business (hereinafter called just "manufacturer") ;

2.any person who, by putting his name, trade name, trade mark or other 

feature (hereinafter called "representation of name, etc.") on the product 
presents himself as its manufacturer, or any person who puts the representation 

of name, etc. on the product in a manner mistakable for the manufact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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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part from any pers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subsections, any person 

who, by putting the representation of name, etc. on the product, may be 

recognized as its manufacturer-in-fact, in the light of a manner concerning 

manufacturing, processing, importation or sales, and other circumstances.

Article 3 (Product Liability)

The manufacturer, etc. shall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injury, 
when he injured someone's life, body or property by the defect in his 

delivered product which he manufactured, processed, imported or put the 

representation of name, etc. as described in subsection 2 or 3 of section 3 of 

Article 2 on. However, the manufacturer, etc. is not liable when only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is damaged.

Article 4 (Exemptions)

In cases where Article 3 applies, the manufacturer, etc. shall not be liable 

as a result of Article 3 if he proves ;

1.that the state of scientific or technical knowledge at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etc. delivered the product was not such as to enable the 

existence of the defect in the product to be discovered ; or
2.in the case where the product is used as a component or raw material of 

another product, that the defect is substantially attributable to compliance with 

the instruction concerning the specifications given by the manufacturer of the 

said another product, and that the manufacturer, etc. is not negligent of 

occurrence of the defect.

Article 5 (Time Limitations)

(1) The right for damages provided in Article 3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the injured person or his legal representative does not exercise 

such right within 3 years from the time when he becomes aware of the 

damage and the liable party for the damage. The same shall also apply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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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iry of a period of 10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manufacturer, etc. 

delivered the product.

(2) The period in the latter sentence of section 1 of this Article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time when the damage arises, where such damage is 

caused by the substances which are harmful to human health when they 
remain or accumulate in the body, or where the symptoms for such damage 

appear after a certain latent period. 

Article 6 (Application of Civil  Code)

In so far as this Act does not provide otherwise,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etc. for damages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Act No.89, 1896).

Supplementary Provisions

1. Enforcement Date, etc.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the day after one 

year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and shall apply to the products delivered 

by the manufacturer, etc. after this Act comes into force.

2.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he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Act No.147, 1961) shall be 

partially amended as follows:

In section 3 of Article 4 of that Act, "and the Act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ship owners(Act No.94, 1975)" shall be amended 
as, "the Act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shipowners(Act 

No.94, 1975)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Act No.85,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