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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유럽과 獨逸의 製造物責任法 및 約款規制法
Dagmar Coester-Waltjen

*
 著

 金 載 亨**
 譯

1)

Ⅰ. 법의 기원과 목적

여기에서 다룰 두 가지 법 분야는 지난 40년 동안 발전되어 왔다. 유럽 차

원의 활동은 불과 20년 전에 지침(directives)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EU법
은 두 분야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 두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는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관심사 다.

EU 회원국은 두 분야에서 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에 유럽법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띠었다. 그 해결방법이 비슷하기는 하나 회원국들의 국내법

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다.1)

아래에서는 두 법 역에 대한 독일 본래의 해결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다

음으로 그에 대한 유럽연합의 향을 설명한 후, 끝으로 현재의 법률적 해결

방법과 그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Ⅱ. 약관규제법

1. 法源

루드비히 라이저(Ludwig Raiser)가 1930년대에 이미 약관에 의한 계약에 특

* 독일 뮌헨대학 법과대학 교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해서는 Schulte-Nölke, NJW 1999, 3176; 2000. 4. 27. EU 

위원회 보고서, KOM[2000] 248 참조. 제조물책임법에 관해서는 van Gerven, Tort Law, 
Jus Comune Case Books of the Common Law of Europe, Oxford 2000, G 6. 3, p. 58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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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문제점을 지적하 으나, 독일의 입법자는 1976년에야 비로소 일반거래약

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 다. 그 때까지 법원은 공서양속 규정(독일 민법 

제138조)을 적용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의 약관을 배제

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충분하

지 못하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한편으로는 약관에 의한 계

약의 일반적 이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계약 조건을 미리 일방적으로 정형화
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 다. 이 

법의 관심사항과 주요과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시장에서 근절하는 것이다. 

이 법은 단지 소비자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관계

없는) 다른 모든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이 법은 소비자 사이의 거래관계, 

상인 사이의 거래관계,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관계에도 적용된다. 일부 규

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부분 유럽법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법은 오늘날에도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현재 이 법에서 단지 세부적 사항만을 개정한 후 이를 독일 민법

전에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한편, 유럽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입법화 노력은 70년대 초에 시작되어, 

1993년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 조항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기에 이르 다.2) 

이 지침은 회원국들 사이에 계약자유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서 연유한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다수의 계약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엄

한 의미에서의 약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 한번의 소비자계약

에 변경의 여지없이 끼워 넣은 조항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 지침은 불공정거

래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의 예(이른바 회색목록)를 정하고 있고, 그 이상의 보

호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 분야, 즉 약관규제법 분야
에서 유럽 차원의 주요한 法源이다. 다른 지침은 담보책임,3) 정보청구권4) 등 

매우 특수한 문제 내지는 절차적 사항5)을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독일의 입법자는 ―다른 여러 유럽국가의 입법자들과 마찬가지로6)― 독일 

2) 93/13/EEC, OJ L 95, 29. 1993. 3. 21.자
3) 99/44/EC 지침, OJ L 171. 1999. 7. 7. 자 
4) 97/7/EC 지침, OJ L 144/19, 1997. 4. 6. 자
5) 98/27/EC, OJ L 166/51, 1998. 5. 1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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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침을 이행하 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 법률의 일반적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 뒤, 그 

적용범위, 공정성 기준 및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법률의 일반적 구조

독일의 약관규제법은 우선 대상과 당사자 측면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독일 약관규제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a), 약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

고 있다(독일 약관규제법 제1조, 제24조 a 제1호, 제2호). 그리고 계약의 성립

에 관한 민법규정(독일 민법 제145조)과는 달리 약관을 계약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독일 약관규제법 제2 내지 4조, 제6조), 공정성 기준을 정하

고 있으며(독일 약관규제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a 제3호),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장에서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한 종류의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독일 약관규제법 제13 내지 22조). 최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각종의 

침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금지청구소송에 관한 규정(독일 약관규제법 제22

조, 제22조 a)을 신설하여 이 법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약관에 의한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7)

3. 적용범위

유럽연합지침에 따를 필요성 때문에, 상인이 소비자와 상의하지 않고 소비
자계약에 어떤 약관조항을 삽입한 경우에, 그 조항이 이 계약에서 한번만 사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법은 약관조항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우에만 적용되었을 것

이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는 소비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

든 법률관계를 포함한다(비록 각각의 경우에 공정성 기준은 상이할지라도).

이 법은 근로계약, 회사설립약정, 가족 및 상속관계상의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독일 약관규제법 제23조 제1항). 또한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제한적이

6) 각 회원국별 입법지침의 시행방법에 대한 개관에 관해서는 Ulmer/Brandner/ 
Hensen, AGBG, 9TH ed., 2000, Einl. no.86 ff 참조.

7) 이는 약관규제법 제25조 이하의 세부적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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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주 세부적인 예외가 있다(독일 약관규제법 제23조 제2항).

4. 공정성 기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약관이 적용된다는 사

실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② 소비자에게 약관 조항을 읽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③ 소비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④ 

그 약관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뜻밖의 조항이어서는 안되고 개별 약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독일약관규제법 제2조, 제3조, 제4

조).8) 이로써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면 법률에 규정된 공정성 기준이 약관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이 교환의 등가성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보상의 원칙

이 당사자 자치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가격요소와 간접적으로나마 교환의 등가성에 향을 끼치는 조건들, 가령 추
가 수수료, 비용, 지급조건 또는 가격인상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법원의 판결도 많이 나와 있다.9)

약관조항(가격에 관한 것은 제외됨)에 적용되는 공정성 기준은 당사자에 따

라 달라진다. 소비자계약에서 상인이 그 내용을 정하 다면, 공정성 기준은 매

우 엄격할 것이다. 첫째, 약관규제법은 두 조항에 걸쳐 불공정하며 따라서 무

효로 되는 약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독일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1조). 이 규
정들은 EU지침의 회색목록과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중과실과 고의의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위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

한 약관내용은 일반적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독일 약관규제법 제9조). 일반

적 기준에 의하면 신의성실과 상당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약관은 모두 무효이다. 이 때 계약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데, 공정성 기준의 범위에 대한 이 규정은 EU 지침의 이행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소비자계약에서 공정성 기준에 대한 유럽의 일반적 표준으로 보아

8) 상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조항의 포함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
서 상인인 당사자에게 약관 조항의 포함 사실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 또
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관행에 기하여 약관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9) Staudinger/Coester, AGBG, 13. ed., 1998, §8 no. 11 이하; Ulmer/ 

Brandner/Hensen, Einl. no.49, §8 no.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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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상인이 아닌 두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도 이와 거의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계약 당시의 개별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약관 내용의 공정성

은 위 특별규정(독일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1조)과 일반적 기준(독일 약관규

제법 제9조)에 따라서 약관내용 자체에 의해서만 판단될 것이다.

단지 상인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특별규정(독일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1조)
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 공정성 기준만이 적용된다. 이러한 해결방법을 채택

한 이유는 위 특별규정이 상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 너무 경직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특별규정의 기본적인 관념은 여기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반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과 새로운 유형의 약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
면, 이러한 일반적 공정성 기준은, 풍부한 판결과 문제로부터 적어도 몇 가지

의 원칙을 추출해낼 수 없다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법을 예측불가능하게 한

다. 한편으로는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그에 적합한 판결을 하도록 하는 개방

적이고도 유연한 접근방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

는 신속하고 엄격한 규정방식, 이 둘 사이에 올바른 선을 긋는 것은 앞으로도 

원히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5. 집단소송

독일의 입법자는, 개별 당사자가 계약상의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다툴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경쟁자 단체 기타 이해관계인 단체가 그러한 약

관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 

내용이 근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 다. 그리하여 특별한 

금지청구소송을 도입하 다. 일정한 종류의 단체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자
에 대하여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독일 약관규제법 제13조), 법원이 

그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는 이를 더 이상 이용

할 수 없게 되며, 그 이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독

일 약관규제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0조). 그 약관조항은 당해 당사자들 사

이의 장래의 모든 재판에서 무효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와 다른 

계약에도 기판력이 미칠 것이다(독일 약관규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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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그러한 판결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상당한 향을 미칠 것이다. 

원고는 판결내용, 불공정 약관조항과 그 조항을 이용한 자의 성명을 독일 연

방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약관규제법 제18조).

유럽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지침(제7조)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본받아, 

EU 회원국에 대해 이와 같은 금지청구소송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 다. 한

편, 일반적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른 지침10)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집단적 금지청구소송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의 입법자는 이에 관한 사항도 약관규제법에 신설하 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의 실체법적 규정들을 민법전에 통합하기 위한 독일 채권법의 개정과 함께, 

각종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금지청구소송을 비롯한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새로

운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금지청구소송은 새로운 법률의 일부로 될 것이다.
요컨대, 불공정약관에 관한 법률은, 그 절차적 부분을 포함하여, 비교적 충

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24년이 지난 현

재까지도 여전히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 공정성기준에 위배된 약관조항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

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 법이 긍정적인 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이다. 특히 경쟁자 단체가 금지청구소송을 이용
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많은 사례가 있으나, 각각의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

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며, 유럽 내에서 통일된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접근방식은 환 할 만

한 것이다.

Ⅲ. 제조물책임법

1. 독일 불법행위법에서의 기원과 발전

현대적 모습을 갖춘 제조물책임에 관한 독일법은 대체로 농부가 자기의 닭

에 예방접종을 하 으나 혈청이 세균에 오염되어 대부분의 닭이 죽은 사례에

서 출발한다. 농부는 백신 제조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제조자의 

10) 98/27 EC, OJ L 166/51, 1998. 5. 1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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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혈청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소도 패소할 것처럼 보 다. 법원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조물결함 사건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과는 

달리, 제조자가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

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 다.11) 이 판결 이후에 입증책임의 전환

이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쟁점으로 되었으며,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상 
담보책임의 구성에 관한 논의는 일단락 되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상

당히 효율적인 수단이고, 이를 통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패소하 을― 많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원칙은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제조과정상 결함이나 지시상의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에 모두 적

용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대량 생산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중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12)

나아가 법원은 제조자에게 제조물과 그 효능을 계속 관찰할 의무가 있으

며,13) 제조물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다14)고 판결했다. 위험을 알 수 있게 되었거나 제조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 제조자는 결함 있는 제조물을 회수(recall)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

원은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확장해석을 한다. 그러

므로 제조물의 결함 있는 부분이 동일 제조물의 분리가능한 다른 부분을 손상

시킨 경우(이른바 “Weiterfresserschaden”15))나,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16)에도 제조자가 구매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조물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

으며,17) 제조자가 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11) BGHZ 51, 91.
12) BGHZ 116, 104 - 한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만든 디저트를 먹은 결혼식 하객

들이 심한 탈이 났을 때, 식당주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 Brüg-
gemeier, ZIP 1992, 419; Giesen, JZ 1993, 675도 참조

13) BGHZ 80, 186 - Apfelschorf; BGHZ 116, 60 - Milupa 유아용차 및 젖병 사건
14) BGHZ 99, 167 - 혼다 사건: 원고의 아들은 혼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망했는

데, 전 사용자가 핸들 부속장치를 장착했었다(혼다 회사가 제조하지는 않았다).
15) BGHZ 67, 359 - Schwimmschalter 사건
16) BGHZ 117, 183 - Kondensator 사건
17) BGHZ 104, 323 - Mehrwegflasche–제조자는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이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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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유럽의 관점

이러한 발전과 함께, 유럽연합은 공동시장에서의 동동한 경쟁조건을 보장하

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 분야에서 입법적 활동을 시작하

다.1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련의 지침을 제정하 는데, 그 중 여기에서 가

장 중요하게 다룰 것은 1985년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19)과 1992년의 제조
물의 안전에 관한 지침20)이다. 두 지침은 두 개의 새로운 법률의 형태로 독일

법에 수용되었는데, 1989년 제조물책임법21)과 1997년 제조물안전법22)이 그것

이다. 후자인 제조물안전법은 대체로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 즉, 제품이 안전

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제품이 안전하지 못

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이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제품의 회수(recall)

를 명할 수도 있다. 행정당국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 민법 제839조, 독일 기본법 제34조). 제조자

가 제조물안전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823조 제2항).

제조물책임법은 ―EU 제조물책임지침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도입하 다. 이러한 엄격책임은 현대 

손해배상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책임 원칙은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은 각 회원국에 몇 가지 제한사항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맡겨두었고, 

독일의 입법자도 이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EU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사이

에 제조물책임법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내

의 제한규정때문에, 독일법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 즉 

불법행위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 여전히 소 제기의 가장 중요한 

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BGH NJW 1995, 2162 - Mineralwass-
erflasche(제조물책임법 적용)

18) 이 작업은 이미 1968년에 시작되었다.
19) 85/374/EEC, OJ L 210/29-33. 1985. 8. 7. 자 
20) 92/59/EEC, OJ L 228, 24. 1992. 7. 29. 자 
21) BGBl. 1989 I 2198.
22) BGBl 1997 I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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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엄격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제한은 무엇인가? 우선, 불법

행위법은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재산적 손

해의 배상은 소비자의 다른 물건에 대한 손해에 제한된다. 그러므로 상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물 자

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독일 제조물책임

법 제1조 제1항 제2호).

또한 1,125마르크 이하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소

유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1조). 나아가 이 법은 농

업, 어업 또는 수렵으로부터 얻은 자연생산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품 회수의무가 무시되었던 경우에는 엄격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이 시장에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엄격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1항 제5호).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은 엄격책임 원칙을 중대하게 잠식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유일한 판결에서 이 규정을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이 항변이 설계상 결

함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제조상 결함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

다. 다른 회원국의 법원이 자국법 내에서 위 지침의 문언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유럽법은 지금까지 중요한 과제들을 강

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상황을 변화시켰을 뿐이지만, 각국 법원은, 법조문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요하고도 항상 의문이 제기되는 두 가지 법분야에 대하여 간략

하게 개관을 하 습니다. 이것이 다소나마 독일의 법현황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