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1. 연구 목적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

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법률 방어비용 등

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PL보험은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상의 제조자, 판매자가 공

급 또는 판매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함과 더불어 시공한 완성품이나 농수산식

품 등의 제조물 손해도 포괄하여 담보한다.1) 

PL법상의 PL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제조, 판매한 제조물의 설계상, 제조상, 표

시상의 결함,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

상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PL법 제3조). 

2002년 PL법 시행 이전에는 PL사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Tort law)과 계

약책임(Contract liability)에 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여 왔다. 그러나 고도의 과학기

술을 이용한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이 다기화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판매와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를 확인하고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 PL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PL법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PL법상의 제조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까지를 포함하고, 시공한 완성품

까지 포괄하고 있어 PL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일본도 국내와 마찬가

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Insurance로 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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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한 미국의 경우 1963년 무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재판소 판례(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2)가 제시된 이후 

1965년에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torts) 제402 A

조로 명문화된 PL법이 시행되었다.3) 미국에 이어 EU가 1985년 7월에 PL에 관한 지침

(Directive 85/374/EEC -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4)을 채택하였으며, 일본5)은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 PL법과 유사한 내용의 PL법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PL법은 제조물의 범위, 책임부담 범위, 책임부담자, 소멸시효 등 책임부담기간 등

을 규정하고 있어 PL보험 운영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PL법과 PL보험은 불가분의 관

계이고 이를 통합하여 PL보험제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PL보험시장의 

성장을 통해 알 수 있다. PL보험은 2002년 PL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수보험료가 200

억 원 이하였지만, 법 시행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5년 현재 원수보험료가 1,3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2006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크고 작은 PL사고로 인하여 PL법 개정안이 20

회나 제기되었고, 2번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 2012년의 개정은 법조문을 한글로 순

화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2017년 개정에서는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2)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 2d 57, 377 P,2d 897(1963)

3)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는 소비자 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을 근거한 

법률이라서 PL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주장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1998년에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 위험-효용기준(Risk-utility test)를 채택

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인먼트(The restatement of torts, third: products liability)가 도

입되었음. Sterrett Lauren(2015), Product liability: Advancements in European Union 

Products Law and A Comparision between The EU and U.S. Regime, Michiga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23.3, pp. 893~895 및 윤진수(2011), p. 3

4) EU는 PL지침 채택 이후 5년마다 회원국가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1985년의 지침은 1995년 1차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농어업생산물을 제조

물의 범위로 확대하는 지침(Directive 1999/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1999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으로 개정되었음. 1차 보고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

까지 4차 검토보고서가 나왔음. 銀泉株式会社(2014), p. 8

5) 中村雅人(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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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를 2018년 4월 19일로 하였

다.6)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제조사가 PL보험을 가입하였지만, 보험사로부터 지

급받은 보험금을 피해자 보상보다는 소송이나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 PL보험이 PL법상 손해배상에 대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PL법 시행 이후 PL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만, PL보

험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PL보험이 PL법 시행 된지 15년이 지난 이후 큰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배상책임보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보험은 손해보상 등 기본적 

역할과 부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 역할은 보험이 경제주체의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사회주체들이 신뢰성을 갖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극대화한다. 또한 사고 시의 손해로부터 보호를 해주며, PL리스크의 풀링을 통하여 

계약자 간 위험분산 및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부수적으로 보험은 경제주체

의 사고 방지 및 손해 경감 등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고, 축적된 자본을 이용한 투자

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험의 역할을 PL보험과 연계시켜 볼 때 기

본적 역할은 존재하며, 부수적으로 리스크관리 촉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L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PL보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PL

보험의 기본적 역할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찾을 수 있다. 상법은 PL보험을 포함하

여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보험약관에서는 손해의 보상기능에 추가하여 피보험자의 법률비용 등 방어비

용과 손해방지비용도 추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L보험의 리스크풀링기능,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보

전기능, 사고 방지나 손해 경감 등의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을 평가하여 사회전반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

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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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PL보험의 선행연구는 PL법 제정 이전에 PL법 제정을 위한 논리 전개와 손해배상 

수단을 제공하는 보험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하였고, PL법 시행 이후에는 PL보험 활성

화를 위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 이기형(1996)은 PL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PL법의 도

입과 PL보험 시장규모 추정, 보험약관 정비 및 단체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의 정비

(국내요율), 준비금 적립의 체계화, 재보험거래(신용리스크, 출재방법),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전문화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L법 시행 이후에는 차일권(2007)7)과 전영주(2010)8)의 연구가 있다. 차일권(2007)

은 PL법 도입 이후 보험 가입률이 2.6%로 매우 미약한 상태로 진단하고, 표준약관 및 

하도급계약서상(기계, 섬유, S/W,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등에 보험 가입조항 신설, 

기업의 신용도 평가 시 보험 가입 여부의 반영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위해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범위를 모든 제조물로 확대, ADR 도입 및 결함

원인 규명기관 운영에 대해 PL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영주(2010)는 안전마크

제품의 보험 가입 의무화, 분쟁해결기구설치,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체제 정비 및 단체

보험 활성화, 전문언더라이터 양성을 제시했다. 

PL보험의 담보위험을 규정하는 PL법 개정에 대한 연구는 윤진수(2011)9)에서부터 

이은영(2014)10)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제조물의 범

위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개발위험의 항변 조항 삭제, 의무보험 도입 등의 내용이 

다양하다. 그리고 2017년 PL법 개정이 PL보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황현아(201

7)11)는 위험성이 큰 제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의 보험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7) 차일권(2007),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8) 전영주(2010),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9집, pp. 303~307

9) 윤진수(2011), ｢제조물책임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p.17

10) 이은영(2014), ｢소비자안전법제의 기본구조와 개선방향｣, 소비자문제연구, p. 17

11)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

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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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L보험의 활성화에 초점이 되어 있는 차일권(2009), 전영주(2010)의 연

구와 달리 향후 PL보험의 역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PL법 시행 이후 세

부적인 계약 및 사고자료와 소비자 설문조사, 일본의 PL보험을 비교하여 PL보험 운

영현황을 시장구조, 행태, 성과 측면에서의 분석과 보험역할을 평가 및 진단하고, PL

보험역할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2002년 7월 PL법 시행 이후 PL보험의 리스크풀링 및 보험금 지급과 관

련된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등 기본적 역할과 리스크관리 촉진과 같은 부수적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근 8년간(2008년∼2015년) PL보험의 계약 및 사고자료를 보험개

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PL법 도입 시행 이후 

PL사고 경험 여부와 피해의 PL사고 경험 및 보험의 보상경험, PL법 인지 여부 및 향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PL보험 활용도 및 이해도를 감안하여 PL 역할 평

가에 참조하였다.

또한 국내의 PL보험시장과 유사한 일본 PL보험시장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출장조

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PL보험은 보험의 근간이 되는 PL법이 1995년에 도입

되었으나 법조문체계 및 내용이 국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PL보

험시장은 다양한 상품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관련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의 변화상황을 국내 보험시장과 비교하여 한국 PL

보험역할 제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PL법 도입 이후 크게 성장하여 하나의 보험종목이 된 PL보험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론을 포함한 6개의 장과 부록(소

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일본 PL법 최근 동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은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을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자료와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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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PL보험 운영현황은 PL법 도입 이후 원수보험료의 성장 추

이와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시장 집중도 등 경쟁상황, 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보험의 역할은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사고발생 및 손실축소 촉진기

능을 포함한 리스크관리 역할에 대해 PL보험 계약 및 사고 세부통계자료와 시장현황

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은 소비자의 PL법과 PL보험에 기초한 제조물 소비인

식 여부, PL사고 경험과 보험보상 경험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상품 서비스 개선 등 보험역할 제고에 필요한 고

려요인을 조사하였다.

제4장은 PL법이 국내보다 8년 빨리 도입되고, 한국의 PL법조문과 내용이 유사한 

일본을 출장하여 조사된 보험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조사내용은 PL

법 도입 이후 PL보험상품의 운영체계 및 변화요인, 리스크풀링의 방법, 계약자의 서

비스 제공 내용이다. 제5장은 PL보험이 단일종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향후 PL법 목적과 보험의 본래 기능이나 소비자 인식 등에 부합한 역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스크풀링기능을 다양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상 및 전부보험 가입 등 손해보전기능 강화와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과 연구한계를 기술하였으며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소

비자설문조사 결과와 일본 PL법 최근 동향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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