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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製造物責任法과 被害救濟 體系
朴 熙 主*

1)

Ⅰ. 서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과 유통의 발전 속에서 존재하는 특수한 문제 가운

데 하나이다. 이는 근대 민법의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법률문제
로서 20세기 후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고도산업사회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에

서 제기된 문제이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 온 미국에서 최초로 법

률문제화 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후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독립된 손해배상책임원칙으로 확립․발

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동안 학설․판례를 통하여 사실상 인정

되어 오던 것을 ‘제조물책임법’으로 성문화하 고(2000년 1월 공포), 동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도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

데 대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즉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직

접 또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자
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특히 소액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

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간이․신속하게 분쟁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소비

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

의 제품들이 대부분 고도의 과학을 이용한 제품임을 고려하여 결함, 손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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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함께 소비

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관련 제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제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서 수행하는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신속한 분쟁해결제

도(Ⅱ),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Ⅲ),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확

보제도(Ⅳ), 기타 소송관련제도의 정비(Ⅴ) 등의 순으로 내용을 검토한다.

Ⅱ. 간이․신속한 분쟁해결제도

1. 필요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간의 

상호교섭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가운데 하나만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은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적

으로 ‘고액피해’와 ‘소액피해’라는 피해의 특성에 향을 받는다. 먼저 고액피해

인 경우에는 제품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의한 조

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공적 자료의 수집이 있게 된다. 그리고 고액

피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분쟁이 실패하게 되면, 조정 내지 

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보다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 경우에 대량이고 고액인 피해의 

경우에는 결함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발․

고액피해의 경우에는 개별적 조사․검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구제가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소액피해의 경우에는 제품사고가 발생하여도 제3자기관에 의한 조

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그 원인을 규명
하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교섭이 실패하면, 피해구제를 포기하거나 조

정․중재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기업의 품질관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제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량․고액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고, 주로 단발․고액피해나 소액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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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서는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분쟁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

하여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분

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은 소송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간이한 소송제도도 필요하다.

2.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비

수없이 발생하는 모든 민사분쟁을 오로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시간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송 외에 화해․조

정․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허용하고 있다.1) 이러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에는 당사자간의 상호교섭에 의한 해결,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 의

한 해결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조정’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

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알선․협력하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는 국가기

관이 제도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2)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3)분쟁에 대한 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 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법 34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법 35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4)

1)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
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2) 우리나라에서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
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등이 있고, 이들 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대부분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자,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다만 제
공된 물품을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
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법 2조, 시행령 2조).

4)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



朴 熙 主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2호 : 185∼208188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는 소비자보호원 원장, 분쟁당사

자(소비자 및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보호원이나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소비자보호

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간에 소비자보호원

의 권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법 제43조 

제1항).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권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

계당사자와 소비자단체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

항, 법 제18조 제3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하

며(법 제44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5)에는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법 제45조). 즉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

라서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

1,19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경우 그 당사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소비자보호원은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법 제46조).

그리고 조정위원회에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제조자의 과

실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결함의 존재만을 이유로 제품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

제해오고 있다.6) 이로 미루어 볼 때 소액피해에 관하여서는 기존법에 선행하

는 수준의 소비자피해구제를 기업측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일본의 업종별 PL센터를 모델로 한 업계단체 중심의 

재 20개 분야의 전문위원회(수송기계, 섬유제품, 금융, 보험, 의료 등)를 구성․운 하고 

있다.
5) 분쟁당사자가가 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에 대한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법 45조)
6)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1994년에 11건, 1995년에 5건, 

1996년에 14건, 1997년에 19건의 제품사고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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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자

격을 갖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7)

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그 본질이 사적 재판이라

는 점에서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중재법’을 제정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률분쟁에 대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중재법 제40조에서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

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

단법인(법 부칙 제3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에서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

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8) 이러한 중재법상의 규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

생하는 각종 상사분쟁을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정중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법 제9조),9)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7) 현재 기업에서 소비자문제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소비자
전문가협의회(OCAP)는 소비자단체로 재정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다.

8) 중재법 부칙 제3항(상사중재기관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당
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
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 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 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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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한번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법률적으로 분쟁이 

종료된다(법 제35조). 그리고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한 승인과 집행이 되며(법 제38조),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

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 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은 동 협약 가입한 세계 120여 가입국에서 승인과 집행이 되는 국제적 효력이 

있다(법 제39조).
한편, 중재에는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일단 예납하고 분쟁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

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이 비용은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

3. 간이한 소송제도

1) 소액사건심판제도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

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

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심판제

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

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가능하다. 소액소송의 경우 구술(말)

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4조).10) 또한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

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의 제기도 구술에 의한 

10)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재판을 받을 법원에 가서 법원서기관, 법원사
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직접 진술하여야 한다(법 4조). 대개 법원마다 민
원창구에 전담자가 있으므로 전담자의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
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소장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

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 양식에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 법원 또는 군 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 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
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군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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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5조).

둘째, 1회 심리의 원칙이다.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 없이 변

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7조).11)

셋째,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이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관계

에 있더라도 함부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
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액소송

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

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법 8조).12)

넷째, 심리절차상의 특칙이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

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다(법 

9조).

2) 민사조정제도(법원에 의한 조정제도)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

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13)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들고, 간이․신속

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

는데,14)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소장을 제출하면 곧 바로 변론기일 소환장이 발급되어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진
다(보통 30일 이내).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곧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는 첫 재판기일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
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
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경우 한달 정도 후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12) 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13) 민사조정제도도 소송에 갈음하는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李時潤, 民事訴訟法, 博英社, 1997, p.19, p.23), 여기에서는 일단 법원이 관
여한다는 의미에서 간이한 소송제도의 하나로 본다.

14) 민사조정제도는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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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사조정의 시작이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15)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법 

2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합

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조정기관이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조정담

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법 7조).

셋째, 조정기일 및 절차이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진

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법 15조).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

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

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규칙 6조).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

하된 것으로 처리된다(법 31조).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

당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법 32조).

넷째, 조정의 성립과 조정결정이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이 성립된다(법 28조).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

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법 30조).

그리고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②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
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
되며, ③ 비용이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안되고, ④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 유지가 가

능하며, 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경험․전문지식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⑥ 무조건적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해, 채무자의 사정 등을 고
려하여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날카로운 감정 대립을 방지

하는 것 등의 장점이 있다.
15)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

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
정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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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 더라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

다. 이는 당사자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 30조, 32조).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
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

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법 34조).

다섯째, 소송으로의 이행이다. 조정신청을 하 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

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 판단된

다(법 36조).

여섯째, 조정의 효력과 집행이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

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

력이 있다(법 29조).

Ⅲ.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1.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 결함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

제 다. 피해자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결함의 추정’, ‘인과관계의 추정’을 

법률상 규정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조업자측에게 입증책임을 부
과하자는 제안도 있었다.16) 그러나 이 제안들은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점,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의 

16) 1982년의 김순규 의원 등의 의원입법안, 1989년과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안, 1996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제조물책임법안 등에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의 도입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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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17)때문에 채용되지 

않았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부담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법 제2조 2호 참조)로 정의되는 결함이 당해 

제조물이 공급에 놓인 시점에 존재한 사실 및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 다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품사고에는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훼

손․멸실 되거나, 사고제품이 사고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사

고제품 사용시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등 그 원인을 구명하

는데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결함’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

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인 피해
자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

조물책임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의 존재의 보다 쉽게 구명할 수 있

는 원인구명체제의 정비와 소비자에 대한 위해․사고정보의 제공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18)

2. 원인구명체제의 정비․충실

1) 외국의 원인구명체제

피해자가 제품사고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원인구명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분쟁에서 제품사고의 원인을 구명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확

17) 최근에 나온 칼라TV 폭발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0. 2. 25 대법원 제3부 
98다15934)에서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보던 TV가 발화․폭발한 경우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제조물사고가 발생하 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8) 일본에서도 입법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문제가 되어, 제조물책임법에 

부대결의로서 이를 반 하고 있다. 즉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사기관, 국민생
활센터 및 소비생활센터 등, 공평하고 중립적인 민간검사기관 등의 검사체제의 정비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의 연대강화에 의해 다양한 사고에 대한 원인구명기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할 것｣이 필요하다는 부대결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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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인구명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의뢰를 받는 기관은 주로 검사․분석업무를 

하는 민간기관이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에서는 민간기관이 잘 정비되어 있

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대부분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을 이용하여 제품사고의 원인을 구명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독
일에서는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권리보호보험’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

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국의 CA(Consumer Association)와 같은 소비자단체

는 경우에 따라서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료로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한

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제도’에 의해 변호사가 부담하기도 한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안전

법규 집행의 관점에서 제품사고의 예방․재발방지라고 하는 공공적 목적으로 

제품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민사분쟁해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원인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기관이 제품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하여 정보를 공표하고 있고 또한 국민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상세한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정보들을 민사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

고, 이는 간접적으로 입증부담의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일부에서는 유료로 외부로부터의 원인조사를 수탁하고 있는 경우

가 있다.19)

2) 원인구명기관 네트워크의 구축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는 민간원인구명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만,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원인구명의 수요가 증대하면 민간기관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인구명능력이 있는 기관을 알 수 없거나 알았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관련 기관들간에 충분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19) 次田葉子, ‘製品事故の原因究明に向けて’, 消費者法ニュ-ス No.31(1997. 4), 3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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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구명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 등은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원

인이 되고 민간기관의 정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제품사고에 관한 원인구명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소비자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기술표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원

인구명기관을 연결하는 ‘원인구명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원인

구명 욕구를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원인구명기관을 소개․알선하고 원

인구명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의 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 ‘원인

구명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발족시켜, 의뢰자에 대한 원인구명기관을 소개․

알선하고 또한 원인구명기술의 공동연구 및 관련정보를 분석․제공한다. ②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기관은 네트워크 협의회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등록 
조건은 충분한 시험․검사능력을 보유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수수료 규정을 가짐과 동시에 의뢰의 수탁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충분

한 것으로 한다. ③ 등록된 개별 기관에 관한 정보 리스트는 네트워크 협의회

가 관리한다. ④ 등록기관에 대한 원인구명의 의뢰 및 그 실시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개개의 안건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의뢰자와 각 원인구명기관과의 계

약에 기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의뢰에 의하여 원인구명이 행해진 개별사고에 대해서는 장래의 

동종사고의 재발방지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관계자)의 합의의 범위 내

에서 위해정보제도에 통보한다. ⑥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기반기술

연구의 성과 및 사고정보수집제도에서 행한 원인구명 등의 시험정보, 조사․

분석 결과 등을 네트워크 참가기관에 제공한다.

3) 공공기관의 원인구명 활동의 강화

공공기관의 원인구명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제품사고의 예방․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민사분쟁으로 되는 개별적인 제품사고에 대

해서까지 무상으로 원인을 구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는 민사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원인구명활동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29조에 의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의 불

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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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험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아가 제품

사고의 원인을 검사․분석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을 고려할 때, 민간기관의 이용이 정착될 때까지라도 공공기관에 의한 적극

적인 원인구명 활동이 요청된다. 따라서 공공기관도 본연의 업무, 즉 안전법규

의 집행 및 제품사고의 예방․재발방지의 관점에서 제품검사․시험을 실시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 예컨대 충분한 원인구명능력이 있는 곳이 공공기관에 한

정되는 경우에는 실비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기능과 시험검사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소비자보호원

이 중추적인 원인구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

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20)

한편, 공공기관이 실시한 제품사고에 관한 원인조사의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면, 제품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 있

는 개별적인 분쟁의 원인구명에도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품사고

에 관한 원인구명의 수탁이 가능한 분야 및 그 담당기관에 관한 정보가 소비

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제품에 관한 사

고정보, 사고원인에 관한 조사정보 및 제품․제품검사의 기술정보 등의 정보

공개가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의 정비

1) 외국의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

동종의 제품사고가 많이 수집되면 원인을 특정하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피

해자가 원인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제품사고에 관한 정

보를 많이 수집․분석하는 제도를 충실․강화하고 수집․분석된 결과를 적절

히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

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음을 생각하면, 어느 

상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 따라

20) 최근 우리 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PL센터들도 독자적인 원인
구명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原早苗, 製品事故の原因究明と消費者へ
の情報提供, 國民生活(1998. 6), 2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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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는 실제 소비자에게 일어난 사고정보에 의존할 수밖

에 없고, 그 정보는 실제 사고를 당한 소비자나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사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관들에 의하여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위해․사고정보

의 수집방법은 국가마다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는 소비자안전제품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전미전산기위해감시시스템’(NEISS;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사망증명서파일’(Death Certificate 

File), ‘상해․상해가능성파일’(IPII;Injury/Potential Injury Incident File), ‘전국화

재사고보고시스템’(NFIRS; 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 ‘전국건강

통계센터’(NCH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소비자 핫-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제품관련 위해․사고정보의 수집체계를 ‘사고보고 신고제도’와 
‘위험통보제도’로 2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고보고 신고제도’는 특정제품류

에 대하여 위해에 관련된 정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청 또는 사업

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수집된 정보는 일반에게 공표 하도록 하

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① 식중독사고 신고제도(후생성), ② 화재사

고 신고제도(소방청), ③ 가스사고 신고제도(통상산업성), ④ 교통사고정보 수

집제도(경찰청) 등이 있다. ‘위해정보 통보제도’는 법령에 의한 신고제도와는 
달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각각의 소관 제품에 관한 위해정보

를 임의로 수집하는 제도로 ① 국민생활센터의 위해정보시스템, ② 통상산업

성의 소비생활용 제품에 관한 사고정보 수집제도, ③ 후생성의 각종 모니터제

도 등이 있다.

2)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의 정비․충실

우리나라의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는 법적인 사고보고․신고제도와 임의적 

위해정보제도가 운 되고 있다. 사고보고․신고제도는 관할 정부부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해․사고정보수집제도로 보건복지부의 ‘식중독 사

고신고제도’와 행정자치부의 ‘화재발생 신고제도’를 들 수 있다.
임의적 위해정보제도는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운 하는 

‘위해정보제도’가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지정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정보를 집결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법 제6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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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 및관리규정’(재정경

제부고시 1998-30)은 경찰서(13곳), 소방서(60곳), 보건소(15곳), 병원(59곳), 학

교(15곳), 소비자단체(13곳) 등 모두 175곳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업무를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소비자 모니

터를 통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수신자부담

용 직통전화(080-900-3500)와 ‘소비자안전넷’(http://safr.cpb.or.kr)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분석된 위

해정보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사업자 시정, 대정부 건의, 

소비자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제도를 확충․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접수되
는 위해정보가 자동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등록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위해정보제

도를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간주되는 사고정보

에 대해서 제조자명, 형식명을 포함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은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21)

Ⅳ.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확보제도

1. 필요성

제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용이하게 구제할 목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이 입법되고 간이․신속․공평한 분쟁해결체제와 원인구명체제가 정비된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그 실효를 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제안된 제조물책임법안 중에는 

21) 소비자보호법 제52조의6 제1항은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
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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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함께 손해전보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었으나,22) 제조물책임법에는 이러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손해전보조치는 크게 국가에 의한 손해보상제도와 제조업자에 의한 손해배

상제도로 나눌 수 있지만, 후자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피해자구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제
도로는 제조물책임보험, 마크부피해구제제도, 피해구제기금제도 등을 들 수 있

다.

2.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

제조물책임의 배상이행 확보수단으로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이 가장 보

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품의 제조업

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조․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보
험기간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

험이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인 제조업자를 위험발생으로

부터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게 함으로

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당해 제품의 위
험 등급을 분류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일반

소비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보험을 통해 제조업자에 대한 사고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미국․유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또한 제

조업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경 의 견지에서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

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이행수단은 근본적으로 확보되고 있다.23)

22) 1982년 김순규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의원입법안, 1989년 소비자보호원 법안
에서는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23)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일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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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인식이 낮아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 및 판매의 필수요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어 제조물책임보험의 부보율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

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과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前者는 가스 3법에 의하여 가스용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24) 특히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관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

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後者는 일본의 SG마크나 BL마크제도, 미국의 UL마크제도의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SG마크제도에서는,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이 마크를 부여한 제품안전협회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데, 그 

보상금을 제조물책임보험으로 조달한다. 그리고 미국의 UL마크제도는 품질관

리가 우수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Underwirters 

Laboratoris Inc.가 UL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제조물책임공제제도’는 공제제도와 제조물책
임보험을 연계한 것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계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제조물책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

자를 대상으로 공제가입자를 모집하고 제조물책임공제계약을 인수한 후 손해

보험회사와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참조)에 의한 일괄단체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제조물책임공제사업을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사고

“going bare”로 칭하고 매우 이상한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going bare에 빠져 공장폐쇄
와 생산라인의 중지, 휴업(lay off)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기므로, 이 같은 것에서 모든 
제품을 제조물책임보험의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진효근 譯, 제조물책
임대책, 安全總合硏究所, 대광서림, 1995, 362面).

24) 현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
화하고 있는 법률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유선및도선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
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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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거나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제조물책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로 사고사실을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클

레임처리를 담당한다. 이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조

사내용을 전달받아 필요시 주요 사안에 한하여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보험인수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수거부사유

를 엄격히 규정․감독할 필요가 있다.

3. 안전마크부 피해구제제도의 도입

안전마크는 위해관련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적합 판정절차를 거쳐 부여하는 

마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마크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검’, ‘열’, ‘전기용

품안전인증’ 등의 마크와 민간기구에서 제정․운 하는 ‘Q’, ‘C’, ‘ST’, ‘PL’ 등
의 마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마크제도는 아직까지 소비자 안전측면보

다는 품질관리 중심의 성격이 강하여서, 안전마크부착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

자에게 피해를 발생하여도 그것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거의 도입되고 있지 않

다.

안전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제

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안전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때에는 일

본에서 운 되고 있는 각 품질인증마크제도와 피해구제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배상이행 확보의 관점에서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배상이행 확보수단으로 제조물책임보험만을 이용하는 것으

로 SG마크와 BL마크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SG마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제품안전협회이고, 피보험자는 협회와 제조업자가 공동피보험자가 되고 있다. 
BL마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주택부품개발센터이지만, 피보험자는 제조업

자가 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에 의해, 위로금에 대

해서는 기금에 의해 각각 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본 폭죽협회의 SF마크제

도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공제사업에 의해 배상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본 완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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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ST마크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공제사업은 가입자간의 상호부조를 얻는 

것으로 보험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안전마크와 피해보상

마크명 관련법률 담당기관 인증대상 소비자보상제도 특성

검 품질경 촉진법
국립기술

표준원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없음 국가강제마크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국립기술

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없음 국가강제마크

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관리공단
열사용 기자재 없음 국가강제마크

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산업자원부
연료용가스 

사용 제품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강제마크

Q - 6개 민간기관 공산품 교환 및 보상 민간임의마크

C -
한국수도

연구소
정수기 없음 민간임의마크

ST 품질경 촉진법
한국완구공업

협동조합
완구 교환 및 보상 민간임의마크

PL 산업표준화법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플라스틱제품

제조자와 

협의하에 보상
민간임의마크

4. 피해구제기금제도의 도입

피해구제기금제도는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

의 책임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피해구제기금제도에 의한 피해구제의 성격은 손해의 배상이 아니고 손해의 보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해구제기금제도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
를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보상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공평한 손해분담의 시스템을 형성할 필요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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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기금제도는 자금의 출연과 기금의 운 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관련 업계가 운 하는 것과 국가가 운 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의약품, 농약, 식품, 비료, 사료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 공산품에 

비하여 어렵거나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업계가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운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하여 국가가 운 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기금조성은 

국가의 출연과 보험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구제기금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때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보액의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Ⅴ. 기타 소송 관련제도의 정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피해구제는 물론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수단은 소

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송제도를 고려할 때, 소송수행능력에 있

어서 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송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제품사고가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경고상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

우에는, 오늘날의 대량생산․판매와 대량소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피해, 특히 피해자 개개인에게는 

소액의 피해이지만, 피해자집단으로 보아서는 고액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집단소송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단소송법(미국식의 
class action이나 독일식의 단체소송)을 제정하여 다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일괄구제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문서제출명령 등의 도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도 결함의 존재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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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서는 결함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적 자료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적인 자료나 증거가 제조업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소송제기 전에 입수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고 있

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문제제출명령제도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 되고 있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결함에 관

한 증거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 최근 민사소송법

을 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조만

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및 문서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렇게 되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의 입증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특히 인체에 유해한 제조물을 악의적으로 유통시키거나 사후개선조치를 소

홀히 하는 제조업자에게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이득

을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거나, 악의적이고 사후적으로라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개선조치를 소홀히 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

하여 설계 및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지시․

경고표시에 대하여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종전보다는 훨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제

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품사고가 발생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입법 목적

인 피해자보호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자체만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이 입법 목적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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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들도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개별적

으로 정비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제도들이 조화롭게 함께 정비되어야 비로소 

제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법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은 항상 소비자를 의식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앞

세우지 않고는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소

비자도 또한 결함제품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게끔 소비자주권행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은 피해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효율화함으로써 피해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

도록 많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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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 Liability and Remedy System 

Park, Heui Ju
*

25)

The implementation of Product Liability Act on 1 July, 2002 will usher in 

a strict liability regime for defective products in Korea. We think that this act 

will make manufacturers strengthen counter-measures of the safety in design, 

manufacture, designation and warning of products. And consumers will be able 

to use much safer products than before. Consequently, the introduction of this 

act itself will contribute to consumer protection.
However, this act is not enough to realize it's legislation object of the 

remedy of victims without another arrangement of relative systems. The reason 

is that victims still have much difficulty in the processes of claims for 

compensation.

In order to substantially remedy the damages of victims who are suffered 

from defective products, the following systems must be arranged. First, there 
needs the arrangement of fair, easy and speedy dispute resolution systems such 

a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easy judicial proceeding system, 

because it is thought that the damages by defective products are mostly small 

claims. Presently there are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CPB(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and arbitration of KCAB(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s examples of ADR in Korea. And there are judicial arbitration of 
civil disputes, and small claims court proceeding as easy judicial proceeding 

systems.

Second, there need systems which can save victim's burden of proof on 

defects, damages and causation. The arrangement of search systems of cause 

and gathering systems of information on product liability accident and danger, 

* KCPB(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Researcher,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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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equired. It is because consumers, laymen of science and technique, can't 

nearly prove facts that should be proved, when it is considered that products 

are mostly manufactured by using high state of science nowadays.

Third, it is necessary to arrange the systems which assure compensation 

resources, such a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fund attache to 

safety marks or sufferer's relief fund.
Lastly, systems mentioned, must not be arranged separately. Product 

Liability Act and relative systems will substantially help victim who suffered 

from defective products, only when all of them are arranged harmoniously and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