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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韓國의 製造物責任法
梁 彰 洙*

1)

Ⅰ. 序

1.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하는 그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고 부른다면,1) 우리나라에서 이는 처음부터 불법
행위책임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것은 피해자가 제조자와의 사이에 직접적 계

약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없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고, 따라서 계약불이행책

임으로 이를 묻는 것은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요해되어 있

었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또 만일 이들 사이에 매매와 같은 직접적 계약관

계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이하)이 

문제될 수 있고,2) 그만큼 제조물책임이라는 독자적 책임유형을 논할 필요를 
덜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종래 민법 기타의 법률에는 제조물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었다. 그

리하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일반불

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적용하여 처리되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로 일정한 특유의 법리가 형성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이 독자적인 책임 역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전에도 미국이나 독일․일본 

등의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던 제조물책임법리는 당연히 학자들에 의하여 주목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물론 거기서 ｢제조물｣이나 ｢결함｣이나 ｢제조자｣ 등의 개념은 반드시 명확한 것

은 아니나,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이와 같이 우선 전제하여 둔다.
2)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하자｣와 제조물책임에서 문제되는 ｢결함｣의 

異同에 대하여는 주지하는 대로 논의가 있는 바이나, 여기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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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바이었으나,3) 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진 계기가 된 것은 아

무래도 뒤의 Ⅱ.1.(1)에서 보는 대법원의 1977년 1월 25일 판결이라고 할 것이

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학자와 실무가 모두에 의하

여 판례연구가 행하여졌다.4)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조물책임을 

주제로 한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논문5) 기타 연구문헌이 簇出하 고,6) 실무에

서도 일정한 독자적인 법리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그리고 2000년 1월 12일의 
법률 제6109호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

정으로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

히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3. 이하에서는 우선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히 판례가 전개된 바의 

제조물책임에 관련한 법리를 간단히 살펴보고(Ⅱ), 이어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을 개관하기로 한다(Ⅲ).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것들에 대하

여 덧붙임으로써(Ⅳ) 이 을 끝맺고자 한다.

3) 이에 대한 아마도 최초의 문헌이라고 생각되는 李英秀, “美國에 있어서의 製造
品責任”, 서울대 法學 23호(특별호 1권)(1971), 46면이,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의 
｢모국｣인 미국의 법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외에 
초기의 문헌으로 崔栻, “製造物責任”, 法曹 21권 8호(1972), 10면 이하; 權龍雨, “製造者
責任”, 同, 不法行爲論(1974), 271면 이하; 金顯泰, “製造物責任에 관한 硏究”, 社會科學
論集(연세대) 7집(1975), 57면 이하 등이 있다.

4) 鄭萬朝, “過失에 기한 製造物責任과 그 證明問題”, 民事判例硏究 1집(1980), 153
면 이하(이 은 1977년 11월 21일에 행하여진 민사판례연구회 제8회 연구발표회의 발
표원고에 기한 것이다); 金亨培, “不法行爲責任과 因果關係 立證”, 법률신문 1436호
(1982년 3월 8일자), 12면; 同, “生産者責任”, 판례연구(고려대학교) 1집(1982), 85면 이
하 등. 그러나 예를 들면 韓琫熙,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사법행정 1977년 8월호, 
37면 이하는 이 판결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5) 박사학위논문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徐圭錫, 제조물책임보험연구, 전북대학교 
1979년; 洪天龍,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0년; 權英俊, 결함제조물
의 민사책임연구, 동국대학교 1986년; 片智嫄, 제조물책임, 조선대학교 1987년; 丁海雲,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7년; 金成倬,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1992년; 崔秉祿,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
북대학교 1994년; 李震容,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남대학교 1995년; 李正植, 제
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 1995년; 李致泳,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
구, 성균관대학교 1995년; 이정세,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6년 등. 

6)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자료로서는 우
선 延基榮, 생산물손해배상책임법(1999), 37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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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製造物責任法理의 展開 ―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이르기까지

1. 裁判例의 展開

이하에서는 최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 중에 주요한 것만을 보기로 한다.

(1) 大判 77. 1. 25, 77다2092(集 25-1, 21)7)

(a) 제조물책임법리의 일정한 특성이 최초로 인정된 대법원재판례로 알려진 

이 판결은, 養鷄業을 운 하는 원고가 피고 경 의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닭사

료를 매입하여 자신이 기르는 닭에게 먹 는데, 그로부터 3, 4일 후부터 “닭들

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내 침출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鷄舍당 매일 약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

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약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상실되어[자] 끝내는 모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른”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불

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8) 청구하 다.

피고는 다른 점과 아울러 특히 (i)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사료에 닭의 

생육이나 산란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ii) 이 사건 닭의 질

환이 피고의 사료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이들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 다. 즉, “[앞서 본 바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위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

것이 어떤 화학적, 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

이 위와 같은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7) 그 전에 大判 75. 7. 22, 75다844(LX 검색)은, 콜라병 속에 비닐조각이 들어 
있다고 이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 병이 폭발하여 부상한 사안에서, 법원은 
콜라병 안에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한 과실을 인정하여 콜라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통상의 과실불법책임에 관한 일반적 판단틀에 의한 것이다.
8)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급식전의 닭의 시가와 폐사시킨후 식용

닭으로서의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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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

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b) 이 판결은 “그 후의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에 지도적 의미를 가지는 것”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9)

이 판결은 무엇보다도 피고의 제조물에 ｢결함｣(“어떤 불순물”)이10) 있는 것

에11) 기하여 그 제조자에게 제조과정에 있어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엄 하게 말하면 그 결함이 제조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 누

구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행위자가 ｢사회

생활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 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판결

이 과실에 관하여 “입증을 상당히 완화”한 것이라는 이해도 적지 않은데,12)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제조물책임법리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요건

의 입증의 완화 또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그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하여 전개

되었음을 상기하게 된다.13) 나아가 이 판결은, 그 ｢결함｣이 어떠한 구체적 과

정을 거쳐 닭의 질환을 발생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도 거기서 인정된 사

정 아래서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점도 같은 관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c) 이 판결이 제기한 “제조물에 결함 있으면 제조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논리는 그 후의 재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 李英俊, “한국 判例에 있어서 製造物責任”, 韓獨法學 8호(1990), 160면.
10)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었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하고도 “어떤 불순물”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족하다는 것도 주의할 만하다.
11) 그리고 그 ｢결함｣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함｣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消去法的 설시를 하고 있다.
12) 李玲愛, “製造物責任法理의 動向”,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1994), 407면(개연성

에 입각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 다고 한다). 그 외에 鄭萬朝(註 4); 金亨培(註 
4. 법률신문) 등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13) 가령 독일에서는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정면으로 인정한 독일연방
대법원의 1968년 11월 26일 판결(BGHZ 51, 96) 이전에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일반
불법행위의 판단틀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소송법상의 ｢일응의 증명｣ 또는 표견증명의 
이론과 다른 한편으로 실체법상의 거래안전의무, 특히 “제조과정상의 조직을 적합하게 
할 의무”의 위반을 결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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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大判 83.5.24, 82다390등(공보 708, 1008)은, 위 大判 77.1.25.과 

유사하게 닭사료를 먹인 결과 닭에게 질환이 발생하여 이들을 폐사시킬 수밖

에 없었다는 사안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데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 는데, 양자의 결론이 다르게 된 분기점은 피고

가 제조․공급한 물건에 ｢결함｣이 있었는가 여부이다.14) 요컨대 결정적인 쟁

점은 ｢결함｣이 인정되는가 여부이고, 민법 제75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실｣
은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의 가장이유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大判 79. 3. 27, 78다2221(LX 검색)은, 피고가 산소통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여 법원이 이를 산소로 오인하여 환자

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가스통의 도색과 씨

가 산소와 질소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이 판결은 통상 다른 재판례에서 문제된 제조상의 결함만이 아니라 표
시상의 그것도 ｢결함｣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大判 79. 12. 26, 79다1772(판례월보 119, 17)

이 판결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육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눈앞에 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

기압력에 의하여 바늘이 튕겨나와 왼쪽 눈이 손상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원고측의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인용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법원이 “제조업

자가 결함 없는 제품을 만들어 그 주사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정면으로 설시하 다는 점이다. 결국은 이

는 민법 제750조에서 요구되는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
를 ｢결함｣에 직결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종전에 단지 과실의 입증을 

완화한다는 말하자면 소송법적 장치와는 별도로 실체법상으로도 독자적인 제

조물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5)

14) 그 이전에 大判 76. 9. 14, 76다1269(공보 546, 9350)는 원고측이 병원균에 오
염된 채혈병에 담긴 혈액을 수혈받던 중 그 병원균으로 말미암아 쇼크사 하 다고 주

장한 것을 그 채혈병이 원래 오염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측이 주장

하는 병원균이 당해 쇼크사를 일으킬 만한 것인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지 모른다.
15) 이에 대하여는 이미 梁彰洙, “제조물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기 사법

발전연구과정(1990년 4월) 강의원고(同, 民法散考(1998), 294면 이하 所收)에서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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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大判 92. 11. 24, 92다18139(集 40-3, 158)

(a) 이 판결은 변전소 내에 설치된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 화재를 일으킨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
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

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가 그 일반적 모습으로 정면에서 판시되기에 이

르 다.

위의 판단은 이미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과실｣ 등에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은 종전에 법원실무가 행하여 

왔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그 발전의 종국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결함｣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변압변류기에 있

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기능상태에서의 내구연한이 얼마인가를 파악

한 다음 그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능부전으로 사고가 발생하 다는 

것으로부터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는 점도 결함의 입증과 관련하여 주

의를 끈다.

 

(b) 그리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그 때까지의 법원실무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 판례[는] … 제조물책임에 관한 한 결함 없는 제품을 만들어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 결함은 물론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제조물책임

에 관하여 엄격책임의 기틀을 형성하[ ]다”(점선은 생략부분, 꺾음괄호는 인

있다. 즉 “결국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있다는 것이 확정되는 한, 그리고 그 결함이 손해 발생의 원인임이 인정되는 
한, 그 제조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은 긍정된다. … 이 결함의 입증 자체에 관련하여
서도 그 결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밝힐 필요는 없으나, ‘어떠한 결함(etwas 
Fehlerhaftes)’이 있다는 것은 일응 증명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태도를 
솔직하게 정면에서 관찰하면, 실질적으로는 ｢결함｣의 존재 여부가 사건 처리의 결론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하 거니와― 우리 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독자적으로 형

성되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을 이룬다고 하겠다.”(위 民法散考,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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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부가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고 요약하는 발언이 행하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16) 그로부터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까지는 실제로 별로 멀리 떨

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大判 2000. 2. 25, 98다15934(공보 2000상, 785)

이 판결은 텔레비전이 시청 중 발화․폭발하여 주택 내부를 소실시킨 사안

에 대한 것이다.17) 원고측은 그 텔레비전을 약 6년 전에 신품으로 매입하여 

아무런 변개를 가한 바 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그 품종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

이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정하여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의 (3)에서 본 大判 92. 11. 24.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추상론을 
반복한 다음, 특히 결함의 입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역에서 발생한 것

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

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

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

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 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

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18)

16) 李玲愛(註 12), 408면.
17) 이 판결을, 일본에서 사무실의 화재가 텔레비전의 발화로 인한 것인가가 문제

되어 결국 텔레비전의 결함, 나아가 그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大阪地判 
1994(平 6). 3. 29(判例時報 1493, 29)와 대비하여 읽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18) 이와 같이 입증의 완화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
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
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
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
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 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
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

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

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의 완화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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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

자대위로 취득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인용하 다.19)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법원실무가 취하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태도를 종국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立法化의 움직임

2000년 1월에 제정되기 전에도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제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졌다.20) 그리고 실제로 1982년 초에는 국회에 議員立法案

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안되었으나,21) 이는 입법화가 되지 못하 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2000년 1월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

시기는 2002년 7월 1일로 정하여졌다(동법 부칙 제1항). 그 입법작업은, 우리 

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
으로써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된 1996년부터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국제화됨

으로써 우리의 주된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또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인

정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여질 필

요가 제기됨에 따라 급속하게 진전된 것이다.22)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위의 1.

에서 본 대로 이미 법원실무가 독자적인 제조물책임법리를 확고하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입법은 당시 이미 존재하던 제조물책임법리의 성문화로

전에 大判 84. 6. 12, 81다558(集 32-3, 53) 등이 공해소송에서, 大判 95. 2. 10, 93다
52402(集 43-1, 51) 등이 의료과오소송에서 인정하는 바이다.

19) 이 판결은 내구연한의 경과와 관련하여서는, 텔레비전과 같이 널리 보급되고 
통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지 않는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 李相程․朴仁燮,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 
(1989); 康昌景․崔秉祿․朴熙主,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연구
보고서 94-03(1994) 등.

21) 1982년 2월 19일 제110회 임시국회에 議案 제231호로 제안되었다고 한다. 그 
案의 내용은 康昌景 등(前註), 281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22)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직접적 경과(단 법안의 입법예고까지)에 대하여
는 우선 강창경․박성용․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 ―설문조사와 입법논의―, 
소비자보호원연구보고서 99-03(1999.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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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해될 수 있다.23)

Ⅲ.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1. 製造物責任法의 骨格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제조자의 과책의 유무 및 그와 피해자 간의 계약관계의 존부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발생요건으로 하여,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 제

3조 제1항).24)

(ⅱ)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

고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다(제2조 제1호). 
(ⅲ) 결함은 종국적으로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그에 앞서서 결함의 개별유형으로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

함”, “표시상의 결함”을 열거하고 그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

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

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3) 그리하여 실무가 중에는 제조물책임은 법원실무가 운용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적어도 당장은 이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예를 들면 李玲愛(註 12), 409면 이하는, 종전의 입법제안이 소비자보호
에 치우친 나머지 산업정책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무관심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

리의 경제사정 아래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
어야 하며, 또 “우리 현실을 토대로 한 법률이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
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의 시기에 관하여 …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고 결론짓는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에서, 종래의 
과실개념에 갈음하여 ｢결함｣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태도와 

결론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어서 그 법이 법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기는 어렵

지 않은가 하는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 內田貴, “管見 製造物責任 (1)-(4․完)”, NBL 
494호 내지 497호(1992) 참조.

24) 다만 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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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 더

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

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

의 표시를 하 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

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ⅳ)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는 자(“제조업자”)는, ①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 및 ②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

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 ①의 사람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이다(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위와 같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제조물을 
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그 책임은, 그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

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 던 때에 인정된다

(법 제3조 제2항). 이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유통과정의 단초에 있는 제조업자

를 탐색해 내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정되는 중간자들의 간접적 책임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ⅴ)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25) ③ 소위 강제규정 준수의 항변, 즉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것,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관
하여 그 결함이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가 행한 설

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말미암아 결함이 발생하 다는” 것의 넷을 정하

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조물의 공급 후에 결함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

25) 이는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을 정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延基榮(註 6), 371
면 참조. 同所는, “당해 결함의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가능한 최고 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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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②부터 ④까지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법 제4조 제2항). 

(ⅵ)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5조).

(ⅶ) 이 법에 의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다(법 제6조 본문). 다만 “자신의 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이다(동조 단서).

(ⅷ) 이 법이 정하는 청구권은, 우선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법 제7조 제2항 본문),26) 나아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물책임을 지는 사람을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조 제1항).
(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법 제8조).

2. 약간의 附加的 說明

아래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일견하여 알 수 있는 대로 EC입법지침(이하 단지 ｢지침｣이라

고만 한다)27) 및 그에 좇아 입법된 유럽 여러 나라의 제조물책임법, 나아가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향을 받은 바 적지 않으므로, 그 설명에 있어서는 

그 지침 또는 그들 제조물책임법(특히 독일, 프랑스,28) 일본)과 대비하여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6) 한편 그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
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7조 제2항 
단서).

27)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이사회지침｣. 이에 대하여는 우선 韓琫熙, 제조물책임법론(1997), 
131면 이하 참조(同書, 597면 이하에 EC입법지침의 英語原文이 번역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28)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별로 소개되지 않는 프랑스의 제조물책임입법에 대
하여는 梁彰洙, “프랑스의 새로운 製造物責任立法”, 人權과 正義 278호(1999. 10), 64면 
이하 참조.



2001. 7.] 韓國의 製造物責任法 101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발생시키는 제조물의 범위에 대

하여

(a)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기만 하면 이 

책임을 발생시킨다. EC입법지침 제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배제되고 있

는29) “토지의 산출물, 축산물, 수렵물 및 수산물”도 그것이 가공된 것인 한 우
리 법에서는 이에 해당한다.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도 그 원재료나 부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법 

제4조 제1항 제4호도 참조). 또한 전기나 가스 등과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

연력”(민법 제98조)도 동산으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다만 

미가공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은 이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석론적으로 특히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은, 혈장․혈액이나 장기 등과 같
은 인체의 구성부분이나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

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30)

(b) 한편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히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31)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2) 이 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책임주체) 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피해자’)에 대하여

(a)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 나아가 “제조물에 스스로

를 제조자로 표시한 자”(소위 표시상의 제조자)를 책임주체에 해당하도록 하는 

29) 단지 그 제15조 제1항 (a)호에서 회원국이 이들을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30)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들에 대하여도 그 법의 적용을 정면에서 긍정
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1368조의 12 제1항 참조).

31) 康昌景 등(註 20), 43면(“부동산 중 대량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우
리나라의 공급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공급받은 자가 일일이 그 결함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李相程 등(註 20), 85면은,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부동산의 결
함은 … 건축한 자의 시공상의 과오나 결함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건축한 자의 자재선

택상의 과오 혹은 결함 있는 물건을 공급한 자의 책임(제조물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
이 가능하다. 또 동산의 경우와 같이 제조자와 사용자간의 계약관계의 단절도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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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EC입법지침과 일치한다(지침 제3조 제1항, 제2항.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항도 같다). 그런데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은 그 외에 “매도

인, 임대인, 기타의 모든 사업적 공급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며(프랑

스민법 제1386조의7 제1항),32) EC입법지침이나 독일법에서는 제조자를 앞서 

본 기준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충적으로 “공급자”가 

제조자로 간주된다고 정한다(지침 제3조 제3항 제1문, 독일법 제4조 제3항 제
1문).

우리 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

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

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자가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법 제3
조 제2항). 즉 제조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급자가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33) 아니라, 일정한 적극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 중에 

예를 들어 리스업자가 포함될 것인지는 문제이나, 아마도 부정되어야 하지 않

을까?

(b) 한편 우리 법은 그에 기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제조물의 제조 등을 “업

으로 하는 자”에 한정하며, 또 그 책임주체를 ｢제조업자｣라고 부른다.34) 이 용

어법은 일본법과 태도를 같이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프랑스도 “사업적으로

(à titre professionnel) 활동하는” 제조자를 책임주체로 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1368조의6 제1항). 또 독일도 지침 제7조 (c)호에 좇아 면책사유의 하나로 

“제조자가 매도 또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 기타 형태의 판매를 위하여 제조물
을 제조한 것이 아니며 또한 경 활동의 범위 내에서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것

32) 제외되는 것은 리스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임대인 뿐으로, 그들은 단지 資金供
給機關일 뿐이고 물건의 제조나 판매와는 무관하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다.

33) 국회에 제안된 製造物責任法案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법안 제3조 제2
항 본문). 그리고 同項 단서는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제조물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예외를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34)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항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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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경우”를 정하여(제1조 제2항 제3호) 크게 다를 바 없는 취지를 정하

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란 제조 등의 행위를 리를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일본법에서와 같이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련한 형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일본법 제2조 제3항)를 따로 
책임주체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2조 제3호 나목의 제2경우(“[동호 가목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c) 한편 우리 법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를 ｢소비자｣나 ｢최종 소비

자｣나 ｢자연인｣이나 ｢非商人｣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매 등 
업을 위하여 또는 업용 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람도 ―

법인을 포함하여― 이 법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이, 예를 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

조와는 달리, 그 법목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들지 않는 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은 것이다.

(3) 제조물책임의 요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 다. 지침 제4조나 프랑스민법 

제1386조의9는 손해, 결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

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법제안 중에는 오히려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
계에 대하여 이를 추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 있었으나,35) 그 어

느 방향도 택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책임법규정이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에 관련한 규정을 두는 

35) 예를 들면 康昌景 등(註 20), 214면 이하, 284면은, 우선 결함의 존재에 대하여
는 예를 들면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하 음에도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가 적정한 사용에 의하여 통상 생길 성질의 것이 아닌 때” 등의 경우에, 
나아가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각각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私的인 연구모임인 제조물책임연구회가 1975년 10월에 제안한 
제조물책임법요강시안(韓琫熙(註 27), 672면 이하 所載)의 제5조 및 제6조와 동일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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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에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태도(앞의 

Ⅱ.1.(1)이나 (4) 참조), 즉 일정한 내용의 입증완화는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 입법제안과 같은 입증

책임의 전환은 아니라도, 법원의 자유심증에 기한 사실인정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4) 면책사유에 대하여

(a) 지침 제6조,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1조 제2항 제2호, 프랑스민법 제

1368조의11 제1항 제2호 등이 정하는 면책사유, 즉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

다고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 다고 평가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 

법은 면책사유로 정하지 아니하 다. 그러나 이는 제조자가 ｢공급｣한36) 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b) 우리 법 제4조 제2항은 4가지의 면책사유(앞의 1.(v) 참조) 중 제조자가 
공급하지 아니하 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제조물의 공급 후에 결함

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법 

제4조 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은 지침이나 독일법․일본법에는 없고, 프랑스법

에서는 “제조물이 유통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결함이 드러난(révélé) 경우에, 

제조자가 그 결함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던 때”에는 개발위험의 항변 및 강제규정 준수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1368조의12 제2항).

위 규정은 ①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히 ② 결함의 존재를 알게 된 경

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때, 즉 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는 점에서 매우 특색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예를 들면 독일의 제조물책임법리에서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인정되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극히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소위 제조물계속감시의무

(Produktbeobachtungspflicht)가37) 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의 

36) 이 ｢공급｣의 의미 또는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하여는 더욱 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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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는 우선 결함의 존재를 주지시키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 등이 우선 생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리콜

(recall)을 통하여 무상수리를 하거나 결함 없는 물건으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

될 것이다. 이 규정은 그 운용에 따라서는 산업계에 심대한 부담을 줄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5) 책임의 내용에 대하여

(a) EC입법지침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人損은 

당연히 그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제9조 (a)호), 物損에 대하

여는 그 물건이 통상적으로 또는 주로 개인적 용도에 쓰여지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그 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업적 용도에 이용되는 것인 경우에

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동조 (b)호).38) 또한 그 지침은 500ECU를 넘는 物損에 

대하여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다(동호).39)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제한을 전혀 두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은 인손

은 물론이고 물손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엄격한 제조물책임을 과한다(“생명, 신

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업에 이용하기 위하
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물건을 구입하 는데 그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에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배상되도록 하는데(이에 대하여는 앞의 (2)(c) 참

조), 다만 그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업용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제

한약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 다(법 제6조 단서). 이는 프랑스법(프랑스민법 제

1368조의2, 제1368조의15 제2항 참조)이나 일본법과 태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b) 나아가 우리 법은 책임최고액의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EC입법지침 제

16조는 회원국이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인손의 

경우에는 도합 7천만 ECU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 입법

37) 이에 대한 독일문헌으로 우선 Michaelski, Produktbeobachtung und Rück-
rufpflicht des Produzenten, BB 1988, 961 참조. 그 전에 나온 독일연방대법원의 기준적 
판결로 BGHZ 80, 199; BGHZ 99, 167도 참조.

38)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救濟를 예정하고 있는 것
이다.

39) 이러한 지침규정에 좇아 가령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제11조는 1,125 마르크까지
의 物損에 대하여는 피해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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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인정하 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독일 제조물책임법은 이에 좇아 책임

최고액을 1억 6천만 마르크로 제한하고 각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액의 총계가 

이를 넘을 때에는 각자의 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0조). 이러한 총액제한을 우리 법은 규정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위

험책임의 역에서 책임액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프랑스법은 물론이

고 일본법도 같은 입장이다.

(c) 이 법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우선 법 제7조 제1항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을 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반에 대한 민법 제

76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공급 후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어서, 학설상 반대의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판례는 확고하게 그 기간의 성질을 소멸시효라고 한다.40) 그

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하면서 ｢시효｣라는 문언이 

쓰여지지 않고 단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41) 위의 법 제7조 제2항의 기간은 역시 이

를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동항 단서는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

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

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人損에42) 한정

하여 특칙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규정이 없어도 
적어도 대판(전) 79. 12. 26, 77다1894등(全集 II, 158) 이후의 확고한 판례는 앞

서 본 민법 제766조 제2항의 기간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하여 손

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말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43) 그러므로 이 

40) 大判(全) 79. 12. 26, 77다1894등(全集 Ⅱ, 158); 大判(全) 96. 12. 19, 94다
22927(集 44-2, 392) 등.

41) 이에 대하여는 우선 民法注解[Ⅲ](1992), 402면 이하(尹眞秀 집필) 참조.
42)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물손도 그 원인이 누적되거나 점차로 진행되어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현실화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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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규정은 현행의 법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Ⅳ. 小 結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제조물책임법리는 1970년대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입법된 제조물책

임법은 대체로 당시 이미 인정되던 제조물책임법리(“현재 있는 법”)를 성문화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새로운 법 아래서 문제되는 ｢결함

｣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하여는 종전의 실무처리방식은 그 법의 운용에서

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이 그 전의 법상태와 모든 면에서 연

속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연속적인 면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ⅰ) 책임주체가 현저히 확장되었다. 종전의 법원실무에서는 제조자만이 문

제되었으나, 이제는 가공자나 수입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 소위 ｢표시상｣의 제

조자 등도 같은 책임을 진다. 나아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공급한 자에게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

임을 보충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되었다.

(ⅱ) 면책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졌다. 종래 민법 제750조의 적용 아래
서 면책은 아마도 제조자가 그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행하여질 수 있었고, 일체의 사정은 그 한 요건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었다. 그러나 위 법은 면책사유를 보다 명확한 내용을 가진 4개의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앞의 Ⅲ.2.(4)(b)에서 규정

되고 있는 제조자 등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이다. 이 규정은 앞서도 언급한 대

로 그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향력을 미칠 수 있다.
(ⅲ) 면책특약을 제한하는 법 제6조도 종전의 법상태에서는 인정되기 어려

43) 단지 하나의 재판례를 들어 보면, 大判 98. 5. 8, 97다36613(공보 98상, 1578)
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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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 다. 일반적으로 면책특약은 고의에 의한 행위에 대

한 면책을 정하는 경우에만 무효라고 새겨지고 있는 것이다.44)

이렇게 보면 제조물책임법의 의의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설

사 위와 같은 새로운 규율의 도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책임의 요건과 내용을 명문의 규정으로 명확하게 정하 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그 책임의 특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나 체계적 지위 등 새로운 법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의식, 나아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담

은 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개되어 갈 것인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만 규율한다. 그

러나 특히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

가 있다. 만일 그 손해가 통상 소액에 그치는 것이라면, 피해자 각각은 대부분

의 경우에 제조자의 책임을 소송의 제기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추궁할 이유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결함 있는 물건을 제조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다액

의 손해를 입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로 인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

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제품을 미리 안전하게 제조하

도록 하는 데 그만큼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다.45)

그러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로 하여금 소송제기 등 권리행사의 유인을 제공하는 절차적 장치(예를 들면, 

집단적 당사자의 소송제도나 재판외 분쟁처리기구의 정비, 손해배상액 또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액의 법정, 소송비용의 감면 또는 보조 등과 같은)를 아울러 
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피해의 확실한 전보를 위하여 또 제

조업자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제도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상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44)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修正)版(1999), 100면 등 통설. 그러나 중과실 있는 행
위에 대한 면책약정도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도 참조).

45) 이 점에 대하여는 이미 梁彰洙, “獨占規制法에서의 損害賠償”, 공정경쟁 37호
(1998. 9), 9면 이하(그 후 同, 民法硏究, 제5권(1999), 223면 이하 所收)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