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리스크의 특성

PL리스크는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이 제조, 수입, 유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인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PL리스크는 

기업 등이 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전가 등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한다. 그러나 PL리스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제조물 중심으로 PL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보 리스크와 다른 다음

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 동일사고의 다발 가능성

제품의 생산 및 유통방식은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문적인 유통 및 판

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PL리스크가 

한번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결함 제품으로부터 위해가 발생할 때까지 잠복기간이 긴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이 

PL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리스크관리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제품의 사

고가 다발할 가능성이 큰 제조물은 사용 용도가 특정인에게 제한된 제조물보다는 일상

생활용품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조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PL사고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PL사고책임

과 관련된 회사는 7개의 제조회사와 옥시 등 10여 개 이상의 판매사이며, 피해자는 

982명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219명이 사망했고, 763명이 부상치료를 받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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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발생장소의 광역성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내수시장보다는 해외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여 수많은 국가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PL리스크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겠지만, 해외 수출

과 내수용 제품을 병행하여 제조하는 기업은 PL리스크가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PL사고의 처리가 용이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수출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PL리스크에 대비

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대규모 손해배상액 부담 가능성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 및 재산손해를 야기하는 분야의 경우 손해배상책

임한도액을 1인당 또는 1사고당 규정을 두어 사고책임자의 부담한도를 제한하고 있

다.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망과 후유장해는 1인당 

1.5억 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1사고당 한도는 

없다.13) 이에 비해 대물배상사고는 1사고당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2016년 7월

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도에 따라 손해배상한도를 차등(고위험군 

최대 2,000억 원, 중위험군 1,500억 원, 저위험군 500억 원)하여 오염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14) 

이에 비해 PL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12) 국회환경보건위회의(2017. 3. 27), “제3차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및 정부지원안” 

13)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배상책임한도) 및 시행령 제4조(배상

책임한도) 별표 2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21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손해액의 3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PL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체 등 책임부담자

는 1인당 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당 한도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PL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PL

리스크관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한 보상한도액의 보험 가입으로 대

비가 필요하다.

라. Long Tail Risk

PL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인적피해와 재산손해로 

구분된다. 재산피해는 PL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피해가 확인되고 손해액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인적피해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약품 등의 요

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수년 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수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담보한 제조물에서 PL사고가 발생하

면 소멸시효기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청구된 보험사고건은 지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보험회사는 준비금이 부족할 가능성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불가능하게 될 가

능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Long Tail Risk’라 한다.15)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특성을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어 미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

다. 보험회사들이 미국의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Schedule P part 2R에 수록된 PL보

험의 손해사고증권의 연도별 발생손해액 집계표를 보면, 인수한 계약의 1차 연도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2.2%로 매우 적고 5차 연도에도 29.7%에 불과하여 Long Tail 

Risk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15)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PL리스크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큰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여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는 배상책임보험

위기(Liability insurance crisis)가 발생하였음. 保険毎日新聞社(1987), アメリカの賠償責任

保険の危機とその解決への道,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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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도 당해연도 발생손해액 비중 누적발생손해액 비중

1차 연도  1,697  2.2  1,697  2.2 

2차 연도  3,359  4.3  5,057  6.4 

3차 연도  4,795  6.1  9,852 12.5 

4차 연도  6,142  7.8 15,994 20.3 

5차 연도  7,385  9.4 23,379 29.7 

6차 연도  8,590 10.9 31,969 40.6 

7차 연도  9,824 12.5 41,793 53.0 

8차 연도  10,822 13.7 52,615 66.8 

9차 연도  12,484 15.8 65,099 82.6 

10차 연도  13,693 17.4 78,792 100.0 

주: 손해사고증권의 2005~2014년 실적임

자료: AM BEST(2016), BEST'S AGGREGATES & AVERAGES Property/Casualty United States & Canada, p. 61

<표 Ⅱ-1> PL리스크의 Long Tail Risk
(단위: 백만 달러, %) 

2. PL보험 운영현황

가. 보험상품 

1) 보험약관 종류

PL보험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PL)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물책

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

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함)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부담자는 제조자는 물론이고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을 통

해 공급한 자이며, 제조자나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고지하지 않

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L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

공된 동산에만 한정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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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 등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적인 손해와 간

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며, PL보험상품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한다. PL사고에 따른 직

접적인 손해는 제조물의 설계상, 제조상, 경고상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손해(The third party 

liability)와 사고의 소송 및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Legal expense)이 발생한다.

손해발생 구분 손해 부담 내용

직접손해
손해배상금

제3자의 인적손해, 재산손해 

징벌적 배상금

분쟁해결비용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기타비용

간접손해
경제적 손실

제품 회수 등 사후조치비용, 제품보증교환 및 수리비용, 
영업이익 상실 등 휴업손해

비경제적 손실 소비자 신뢰 저하, 노동의욕 감퇴 등

<표 Ⅱ-2> PL사고의 손해발생 구분과 내용

자료: 이기형 외 2인(1996), p. 16

PL사고에 따른 기업의 간접적인 손해는 안전성 등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제품 회수비용, 

제품보증에 따른 교환비용, 영업중단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신뢰 저하나 종

업원들의 노동의욕 감퇴 등의 비경제적 손해도 발생한다. 2017년 4월 18일 공표된 PL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기업의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PL사고에 따른 기업의 손해부담 내용에 맞추어 보험상품을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 PL보험상품은 직접적인 손해를 담보하며, 제품 회수비용보험(Recall 

expense insurance)은 안전성 결여 상품의 회수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제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의 보증하자가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생산물보증보험(Product 

guarantee insurance)이 있다. 여기서 PL보험은 소비자 등 제3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타인

을 위한 보험인 반면에 후자 2개 보험은 제조업체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자기를 위

한 보험이다. 이들 보험 모두를 제조물책임 관련 보험이라고 하며 PL책임과 관련한 직접

적인 보험은 PL보험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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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을 손해사고기

준(Occurrence basis trigger)16)과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trigger)17)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70, 80년대 미국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위기로 많은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과 준비금 적

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상청구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보험회

사도 사용하게 되었다. 

                     담보손해
보험종류

생산물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생산물
회수비용

제3자손해
배상책임
(TPL)

제3자손해배상
책임에 기인한 

휴업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 ○

생산물보증보험 ○ ×(회수) × × ×

회수비용보험 △(회수에 한정) ○ × ×

<표 Ⅱ-3> PL 관련 보험종류 

자료: 이기형 외 2인(1996), p. 17

손해사고기준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보상해야 하

며, 배상청구기준은 담보하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손해사고기준은 보험사고 이후에 소멸시효

기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하지만 배상청구기준은 

보험기간 이전 또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청구가 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가 축소되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10% 내외로 할인해주고 있고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18) 보고연

16) PL보험 보통약관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

임부담손해를 보상함(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Ⅰ) 손해사고기준 약관 제5조)

17)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 소급담보일자 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생

산물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Ⅰ) 배상청구기준 약관 제5조)

18) 소급담보일자는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의 발생일자를 보험

기간 이전의 특정일자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함. 지수현(2002),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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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19) 등의 조건을 첨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PL보험상품은 PL법 시행 이전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

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을 첨부하거나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 

policy)의 배상책임 담보부분에서 담보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PL리스크는 지방

자체단체배상책임보험(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손해

사고기준)을 첨부하여 담보하여 왔다.

2002년 PL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독립상품(Stand alone 

policy)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국문약관),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 보

통약관(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영문약관)을 개발하였다. 이

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국문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PL담보 특약을 판매하지 않

고 있으나 영문약관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PL 특약담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보

험회사들이 판매하는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국문,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PL 특약, 재산종합보험, 지방자치단체보험 4종이다.

19) 국내 PL보험의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손해사고기준과 달리 보험기간 종료된 경우에 보상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연장담보기간을 운영함. 이에는 계약자의 

의사표시없이 운영되는 자동연장담보기관과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 연장하는 선택담보

연장담보기간이 있음. 자동연장담보기간은 60일(Mini tail, 단기)과 5년(Midi tail, 중기)이 

있으며, Mini tail 60일은 소급담보일자 이후 보험기간 만기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

간 종료 후 60일까지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함. Midi tail 5년은 소급담보일자이

후 보험기간 만기일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만기 다음날 이후 60일 이내에 손해발생사

실이 통보된 후, 손해배상청구가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보상하는 방

식임.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기한 담보하는 방식임. 지수현

(2002),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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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Ⅰ Ⅱ Ⅰ Ⅱ
사용언어 ·국문약관 ·영문약관

계약방식 ·독립적인 증권으로 보험계약 체결

담보제조물 ·국내 판매 제조물 ·해외수출품, 외국법인 피보험자

가입업자

· 완성품 제조업체, OEM 업체  ·재료, 부품 제조·공급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백화점, 도·소매상인 등)
·부품, 완성품 조립업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배상청구기준 

추가조건

·소급담보일자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60일, 5년)
·선택보고연장담보기간(무기한)

<표 Ⅱ-4> PL보험약관의 종류

주: 1) 보통약관Ⅰ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Ⅱ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PL보험약관은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담보기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문 PL약관은 미국 ISO 약관을 준용한 형태로 부보 제조물이 해외 수출품이

거나 외국법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문약관은 국내 제조 판매용 

생산물에 적용하고 있다. PL보험상품별 계약 현황을 보면 보험회사는 PL법 시행 시

에 개발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 전체 계약 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PL 특약(영문)
지자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PL 특약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국문 + 영문)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0.31  4.03  0.38  0.01  99.31  95.96 
2009  0.25  2.51  0.52  0.02  99.22  97.47 
2010  0.02  0.13  0.51  0.02  99.47  99.84 
2011  0.04  0.18  0.69  0.03  99.27  99.79 
2012  0.03  0.18  0.72  0.03  99.26  99.79 
2013  0.04  2.57  0.75  0.03  99.22  97.39 
2014  0.04  2.29  0.87  0.04  99.09  97.67 
2015  0.05  1.76  0.85  0.04  99.09  98.21 
합계  0.09  1.67  0.67  0.03  99.24  98.30 
주: 1) 재산종합보험 실적은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음

      2)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5> PL보험약관별 사용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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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는 손해20)

PL보험의 보상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21)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

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사망)나 재물손해(물리적 직접손해,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

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로 보상한다.

여기서 우연한 사고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해당된

다. 또한 1회의 사고는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

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간주한다. 그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약

관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PL법상의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PL책임이 해당된다.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 손해

방지·경감비용,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공탁보증보험료가 해당된다.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은 

증권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

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 및 변호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

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한다. 그러나 PL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

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환경오염 손해, 생산물 또는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 품질 하락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생산물 그 자체 재물손해, 손상

재물의 사용불능 또는 가치 하락 손해, 생산물의 성질, 하자의 손해배상, 결함제품의 

20) 국내의 PL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독립된 PL보험상품이고 재산종합보험은 All Risk 형태이므

로 독립보험상품만 살펴보았음

21) 약관의 생산물의 정의는 PL법상의 제조물 정의와 달리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

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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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검사, 수리, 대체비용, 사용손실, 전자파, 전자장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Ⅰ Ⅱ Ⅰ Ⅱ

담보

손해

∙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 보전 또

는 행사비용, 보험회사 협력비용, 소
송(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변호

사비용,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한도

액내로 보상

∙ 신체장해 및 재산손해의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 보전 또

는 행사비용, 보험회사 협력비용 및 일

당 $100 소득 상실, 소송(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변호사비용, 공탁보증

보험료를 보상한도액 내로 지급, 판결

액 이자(보상한도액 초과하여 지급)

부담보

손해

∙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가중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신

체장해

∙ 생산물 및 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
어짐, 점진적 품질 하락

∙ 생산물자체의 재물손해/사용불능손해

와 사용가치 하락 손해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따른 생

산물자체 손해

∙ 결함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체

비용, 사용손실

∙ 계약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 가중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

나 기여, 법령상 음주제공 금지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신체장해

∙ 결함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대
체비용, 사용손실

∙ 양도된 생산물로 피보험자 구내에서 

발생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 원자핵물질의 방사선

<표 Ⅱ-6> PL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주: 1) 보통약관Ⅰ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Ⅱ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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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약종류 

PL보험의 특별약관은 2002년 이후 새로운 약관이 개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하

게 운영되고 있다. 특약약관은 담보위험을 제한/확대하는 특약과 보험계약 방법이

나 보험료 적용과 관련한 특약으로 구분된다.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비

교하여 보면 담보위험특약과 계약조건 및 보험료 적용 특약은 유사하나 영문약관이 

다양한 부담보위험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약관의 구성 측면에

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생산물의 품질과 관련한 부담보위험 특약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에 모두 다

뤄진다. 국문약관의 경우 의약품 등, 농약, 식품,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비료 및 

부산물비료, 사료에 대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의도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Inefficacy clause)을 운영한다. 

이에 비해 영문약관은 대상 제조물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조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가 의도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손해를 면책

으로 하고 있다. 

최근 2017년 PL법 개정의 큰 이슈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부담에 대해 국문약관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문약관은 벌과금 부담보 특약으로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영문약관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품 회수비용과 간접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국문약관은 면

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문약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영문약관만 별도의 특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통약관이 종합담보성격으로 되

어 있기 때문이며 특약으로 전자장, 오염손해 부담보, 석면 부담보, 핵위험 부담보 등

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문약관은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특약을 규정하

여 사고 시 자기부담금 적용방법을 약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문약관은 보통약관에

서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은 각각 약관의 구성과 내용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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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내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생산물/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Products/ 
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Ⅰ Ⅱ Ⅰ Ⅱ

부담보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 전기공급차질 부담보 추가약관

∙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

∙ 정보기술 특약(사이버위험 부담보)
∙ 비브리오균, 패혈증, 광우병, 구제

역 부담보 특약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 벌과금 부담보 특약

∙ 생산물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

∙ 전자장, 전자파 손해 면책 특약

∙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 부담

보, 오염 부담보, 석면 부담보, 테러

행위 부담보

∙ 항공기부품 및 관련 손해 부담보, 납
손해 부담보, 핵위험 부담보, 간접손

실 부담보, 보증위험 부담보 특약 

∙ 회수비용 부담보 특약/계약상가중

책임 부담보 특약

담보

특약

∙ 판매인추가특약

∙ 도급업자 특약

∙ 인격침해담보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약

∙ 대위권 포기 특약

∙ 추가 피보험자(명의사용인) 특약

∙ 추가피보험자(판매인)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약

∙ 대위권 포기 특약

계약조건 

및 

보험료 

적용 특약

∙ 인증기관마크계약 특약

∙ 단체계약 특약

∙ 적용환율/보험료정산/공동보험/
보험료분납 특약

∙ 보험료조정/적용환율/자기부담금 

특약/공동보험/보험료분납 특약

∙ 중재 특약/ 보험계약 리뷰 특약/사
고처리협조 조항

<표 Ⅱ-7> PL보험의 특별약관 종류 

주: 1) 보통약관Ⅰ은 담보기준이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이고, 보통약관Ⅱ는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임

나. 보험료 규모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이전에는 해외 수출용 제조물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보험 가입 수요가 있는 관계로 연간보험료가 200억 원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해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같은 하나의 보험종목

으로 볼 수 있는 시장규모로까지 성장하였다. 2015년 현재 PL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132억 원으로 PL법 시행 이후 매년 8.4% 성장하고 있다. 

PL보험시장은 PL법 시행 전인 2001년의 경우 손해보험 전체의 0.2%, 일반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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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에 불과했다. PL법 시행 이후 리스크관리 필요성의 

증가에 힘입어 2015년 현재 PL보험료는 손해보험 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로 증가하였고, 배상책임보험에서도 16.5%를 차지하고 있어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주요 성장종목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원수보험료 PL보험료 비중 PL보험료 

성장률손보 전체 일반손보 배상책임 PL보험 손보대비 일반대비 배상대비

2001  105,655  28,208  3,399  172  0.2  0.6  5.1 -

2002  119,718  33,602  4,385  397  0.3  1.2  9.1 131.3 

2003  121,366  33,697  4,663  461  0.4  1.4  9.9 16.2 

2004  129,310  35,850  4,863  643  0.5  1.8  13.2 39.3 

2005  136,095  37,989  4,514  764  0.6  2.0  16.9 18.9 

2006  148,497  40,956  4,265  719  0.5  1.8  16.9 -5.8 

2007  167,014  43,518  4,512  661  0.4  1.5  14.7 -8.1 

2008  178,805  51,689  4,722  967  0.5  1.9  20.5 46.1 

2009  193,933  52,477  4,904  930  0.5  1.8  19.0 -3.7 

2010  227,612  55,786  5,270  1,103  0.5  2.0  20.9 18.5 

2011  254,857  64,172  5,562  1,110  0.4  1.7  20.0 0.6 

2012  269,707  73,550  5,846  1,192  0.4  1.6  20.4 7.4 

2013  268,829  68,510  6,419  1,200  0.4  1.8  18.7 0.7 

2014  299,448  65,782  6,420  1,043  0.3  1.6  16.3 -13.0 

2015  316,291  69,837  6,858  1,132  0.4  1.6  16.5 8.5 

CAGR 7.8 5.8 3.5 8.4 0.6 2.5 4.7 

<표 Ⅱ-8> PL보험의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손보 전체는 장기(개인연금) 제외, 일반손보는 자동차보험 제외한 것임. 배상책임에는 종합보험의 

배상책임담보부분 제외된 것임

2) PL보험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이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

험의 생산물 및 완성위험담보 보험료를 제외된 것임

3) CAGR은 2001년대비 2015년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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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PL보험료를 미국22)과 비교하여 보면, PL보험료가 손해

보험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PL보험 비중이 손해보험시장에 차지하

는 비중만큼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연도

한국 PL보험 미국 PL보험

PL 보험료 특성치 PL 보험료 특성치

억 원 비중 침투도 밀도 억 달러 비중 침투도 밀도

2001  172  0.2  0.0025  362  20  0.7  0.0192  7,836 

2002  397  0.3  0.0052  834  18  0.5  0.0163  6,816 

2003  461  0.4  0.0057  963  27  0.7  0.0237  10,307 

2004  643  0.5  0.0073  1,336  34  0.9  0.0277  12,748 

2005  764  0.6  0.0083  1,586  36  0.9  0.0272  13,228 

2006  719  0.5  0.0074  1,485  36  0.9  0.0261  13,330 

2007  661  0.4  0.0063  1,359  33  0.8  0.0226  11,906 

2008  967  0.5  0.0088  1,971  28  0.7  0.0189  10,035 

2009  930  0.5  0.0081  1,887  24  0.6  0.0164  8,470 

2010  1,103  0.5  0.0087  2,226  21  0.5  0.0137  7,279 

2011  1,110  0.4  0.0083  2,222  23  0.6  0.0150  8,171 

2012  1,192  0.4  0.0087  2,374  26  0.6  0.0159  8,999 

2013  1,200  0.4  0.0084  2,379  27  0.6  0.0163  9,431 

2014  1,043  0.3  0.0070  2,056  27  0.6  0.0154  9,208 

2015  1,132  0.4  0.0072  2,218  28  0.6  0.0155  9,561 

CAGR 8.4 0.6 2.6 7.8 3.5 0.9 -0.4 2.6 

<표 Ⅱ-9> 한국과 미국의 PL보험 시장 비교
(단위: 원, %) 

주: 1) 비중은 손보 전체(한국은 장기 및 개인연금 제외, 미국은 산재를 제외)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임

2) 침투도 = PL보험료 / GDP, 밀도 = PL보험료 / 인구수(미국 1$ = 1,100원으로 환산)

3) CAGR은 2002년대비 2015년까지의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4) 한국은 원수보험료기준이고, 미국은 보유보험료 기준이라서 차이가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미국은 III, Fact Book, Am Best(2016), “Best’s Aggregates and Averages” 

참조 작성

22) 다른 국가들은 PL보험료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PL보험료를 공표하고 있어 비

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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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L보험료는 PL법 시행 전인 2001년에 손해보험 전체의 0.2%에 불과했으

나 2015년에는 0.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PL보험료가 2001년에 산재보

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체의 0.7%였으며, 그 이후에도 변화가 크지 않다. 이와 같

이 보험료 규모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보험시장의 침투도나 밀

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국의 불법행위비용 지출이 한국보다 크기 때

문에 보험수요가 더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한국의 PL보험 침

투도는 0.0072%이나 미국은 0.0155%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2015년 한국의 PL보험 밀도는 2,218원으로 미국의 9,561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태

이다.

다. 시장집중도 및 경쟁도 

2002년은 PL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순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

유화가 이루어진 해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보험종목별 예정손해율과 예정사

업비, 예정이익률을 결정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PL법 시행으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여기에 가격

과 서비스 등의 경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요소가 갖추어짐에 따라 PL보험시

장에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지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PL보험시장의 점유비와 허핀달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대형사 중심으로 수출 제조물에 대하여 PL보험을 선별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보험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시행 초기인 2002년의 경우 상위 1사 점유

비(CR1)는 51.3%이고, CR3는 77%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중형사와 외국사들이 PL

보험시장에 참여하여 집중도가 완화되어 왔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5년 현

재로 보면 CR1과 CR3는 29.0%, 72.8%로 크게 낮아졌지만 CR5는 변화가 적은 편이

다. 이는 상위 대형사 중심의 PL보험시장이 중형사도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전환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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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PL보험의 시장 집중도 추이 

      주: 1) PL보험약관 적용 시장만 고려한 것임(영업배상책임 특약 제외) 

        2) HHI < 100: 매우 경쟁시장, 100 ≤ HHI < 1,500: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 ≤ HHI<2,500: 집중시장, 

2,500 ≤ HHI: 매우 집중된 시장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를 사용하여 작성함

PL보험시장의 시장 집중도 변화를 허핀달 지수로 추이를 검토하여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02년의 허핀달 지수는 3,122로 매우 집중된 시장(Highly concentrated)

이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경쟁이 증가하여 지수가 조금 낮아졌지만 1,500 이상

의 집중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2015년의 허핀달 지수는 2,035로 2002년에 비해 

1,000 이상 낮아져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손해율

PL보험의 경과손해율은 예정손해율보다 낮은 50% 이내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

고 있다. PL법 시행 이후 보험료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보험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손해율이 상승하는 추세

에 있다. 이와 같은 손해율의 추세는 PL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

체보험 등을 통한 인수여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들의 PL리스크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를 경험통계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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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사고빈도보다는 사고심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빈도의 경우 

PL법 시행 이후 가입 건수의 증가로 2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완

만하게 증가하고 있다(CAGR 9.7%). 그러나 사고심도는 2002년에 169.9만 원이었

으나 2015년 현재는 818.2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고빈도보다 높은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CAGR 12.9%). 

연도
계약
건수

원수
보험료

경과
보험료

지급
건수

지급
보험금

발생
손해액

손해율
사고특성

빈도 심도(천 원)

2002  12,383  397  154  464  8  25  16.4  3.7  1,699 

2003  14,976  461  491  1,265  23  53  10.8  8.4  1,850 

2004  15,336  643  588  2,428  125  275  46.8  15.8  5,138 

2005  17,709  764  632  2,040  98  34  5.4  11.5  4,785 

2006  19,202  719  746  2,338  130  154  20.7  12.2  5,540 

2007  19,688  661  710  2,516  224  224  31.5  12.8  8,911 

2008  21,523  967  795  3,163  184  260  32.7  14.7  5,805 

2009  24,252  930  971  3,420  213  262  27.0  14.1  6,235 

2010  26,376  1,103  1,010  4,424  253  254  25.2  16.8  5,727 

2011  28,215  1,110  1,068  4,279  286  463  43.4  15.2  6,674 

2012  29,831  1,192  1,185  4,476  329  132  11.1  15.0  7,352 

2013  32,062  1,200  1,192  4,696  243  261  21.9  14.6  5,168 

2014  35,175  1,043  1,145  6,027  341  575  50.3  17.1  5,660 

2015  44,857  1,132  1,142  5,590  457  396  34.6  12.5  8,182 

CAGR 10.4 8.4 16.7 21.1 36.7 23.6 5.9 9.7 12.9

주: 1) 손해율은 경과기준(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빈도: 지급건수 / 계약 건수, 심도: 지급보험금 / 지급건수

      2) CAGR은 2002년대비 2015년 누적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를 참조하여 작성

<표 Ⅱ-10> PL보험 손해율 및 사고 특성

(단위: 억 원,%) 

또한 단체보험계약과 개별계약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시행 초기에는 차이가 

적었지만 최근에 올수록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단체계약과 개별

계약의 손해율은 각각 18.3%, 19.6%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31.2%, 66.5%로 개별

계약의 손해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사고심도의 차이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인다(<표 Ⅱ-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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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사고심도(보험금/지급 건수)

단체 개별 전체 단체 개별 전체

2008  18.3  19.6  18.7  4.79  7.83  5.43 

2009  23.0  27.6  24.3  5.84  11.59  6.96 

2010  22.0  27.0  23.3  4.76  11.21  5.75 

2011  25.7  19.0  24.1  6.27  6.54  6.32 

2012  29.1  28.0  28.8  7.33  7.21  7.30 

2013  18.4  26.7  20.2  4.76  6.50  5.17 

2014  26.5  51.3  32.8  4.42  9.26  5.57 

2015  31.2  66.5  40.5  6.36  12.75  8.12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사고심도 = 보험금 / 지급건수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1>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의 손해율 및 사고심도 비교

(단위: %, 백만 원) 

또한 부보기업의 영위업종별 손해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PL법의 적용대상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므로 다양한 업종이 PL법의 적

용대상이 된다. PL보험은 영위업종에 따라 PL리스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 

등급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최근 7개년의 누적 경과손해율을 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물 제조업종별 손해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섬유/의류 제조업이 2.9%로 가장 

낮으며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이 각각 92.2%, 71.0%로 가

장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완성 

작업에 대한 손해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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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계약
건수 

보험료 
경과

보험료 
사고
건수 

보험금 손해액 손해율 

 음식물류 　  42,367 24,300  25,603  4,671  7,243  8,138  31.8 

생

산

물

류 

 소계　  4,183 22,870  22,439  30 10,888 11,045  49.2 

섬유/의복 등  2,209  690  657  123  13  19  2.9 

나무제품 제조업  6,402  775  810  489  525  392  48.4 

화학물/석유/석탄 등  1,343  3,227  3,162  91  875  833  26.3 

비금속광물 제조업  479  390  374  63  113  113  30.1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제품  11,144  383  391  1,068  474  361  92.2 

전기 및 전자기기제품  1,105  8,583  8,307  161  3,446  3,204  38.6 

자동차 제조업  15,502  390  381  2,646  131  124  32.6 

기타 제조업  7,756  8,432  8,361  2,452  5,311  5,940  71.0 

 완성작업위험 318,823 10,763  10,194 18,773  6,119  6,298  61.8 

 업종계 　 365,373 57,933  58,236 23,474 24,250 25,481  43.8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2> PL보험의 업종별 손해율(2008~2015)

(단위: 건, 백만 원, %) 

 

3. PL보험의 역할

가.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험회사는 다수의 동질인 PL리스크를 풀링하고, 풀링된 리스크를 계약자에

게 분산 및 공유시켜 보험료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손해보험회사는 

적정한 리스크전가비용을 이용한 계약자의 PL리스크관리에 기여한다. 리스크풀링

기능은 사고발생빈도가 적고 사고심도가 큰 기업성 보험종목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

난다. PL보험의 경우를 보면 PL법 시행 초기 계약건당 보험료는 3백만 원 정도였으

나, 최근에 들어 3백만 원 이하로 전가비용이 낮아 졌다. 반면에 PL사고의 보험금은 

시행 초기에 건당 2백만 원이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9백만 원까지 상승

하였다. 2015년의 경우 계약 건당 보험료는 2.5백만 원이지만 평균 보험금은 8.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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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PL보험의 계약당 평균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PL보험의 리스크풀링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를 이용하여 작성

PL보험의 리스크풀링을 위해 보험회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PL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판매 촉진, 판매채널 확보 등의 마케팅 전략 요소를 사

용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구성방식과 판매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 구성방식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의 PL리스크를 풀링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설계방식을 다

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안고 있는 PL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배상책임 리스크별로 독립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이 있다. 

전자의 포괄증권방식의 보험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기업이 안고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소유, 점유, 사용에 부수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보

험담보, 환경책임담보 등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의 손해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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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동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의 배상책임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

내 손해보험회사들은 PL 시행 전에 미국과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

체배상책임보험에서만 생산물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후자의 방식은 PL

법 시행과 더불어 개발한 단독증권 방식의 PL보험상품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 인수계약의 99.2%를 독립 보험상품으로 인수하였다.

구분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약 PL독립약관

합계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국문 영문 계

2008  10  56  66  81 21,089 21,236 

2009  6  53  59  121 23,042 23,222 

2010  5  -  5  133 26,119 26,257 

2011  7  2  9  165 23,578 23,752 

2012  5  2  7  176 24,401 24,584 

2013  2  8  10  203 26,929 27,142 

2014  2  9  11  228 26,002 26,241 

2015 0  15  15  237 27,507 27,759 

합계  37  145  182  1,344 198,667 200,193 

비중 0.02 0.07 0.09  0.67 99.24 100.00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3>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포괄위험 담보증권방식과 단독증권방식의 PL보험 운영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에게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단

독증권방식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약관내용의 이해가 포괄증권방식에 비해 쉽고, 단

일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담보리스크

만을 전가받을 때 용이한 구조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배상책임리스크를 포괄적

으로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약관을 분리하여 발급하므로 상품관리는 단순할 수 있으나 비용

처리는 개별 증권별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40 연구보고서 2017-12

에 비해 포괄증권방식의 보험상품인 경우에는 약관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계약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담보에 따른 고정비 감소로 보험료 할

인이 가능하여 계약자는 개별 증권가입방식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인수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고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포괄적인 위험을 인수함에 따라 부보 리스크에 대한 위험평가와 언더라이팅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보력에 부합한 보유 및 출재 전략을 운영해야 한다.

구분 단독증권방식 포괄증권방식

계약자

∙ 약관내용 이해 및 설명 용이

∙ 담보위험당 보험료 부담으로 인식 

∙ 보험회사의 고정비용 부담에 따른 

보험료 상승

∙ 약관구조 복잡해 이해 곤란

∙ 패키지할인 등으로 경제적인 보험료 부

담 가능

보험

회사

∙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인수 곤란

∙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 곤란

∙ 상품관리는 단순할 수 있으나 유지

관리비용은 증가

∙ 계약자의 포괄적인 위험 인수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언더라이팅 및 리스크 평가 능력 필요

∙ 보험회사의 보유 및 출재 전략 필요

∙ 보험회사의 유지관리 비용 감소(증권, 안
내장, 전산비용)

해당

상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insurance

∙ 영업배상책임보험

∙ 지자체배상책임보험

∙ 재산종합보험

<표 Ⅱ-14> PL보험상품 제공방식의 장·단점

2) 보험 마케팅

PL보험은 부보 제조물이 해외 또는 국내인가에 따라 마케팅의 4P전략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우선 해외수출용 제조물인 경우에는 상품과 가격은 국내외 재보험회

사와 보험중개사가 협상하여 결정하고 프로모션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수출용 제

조물의 인수에 사용하는 보험약관은 재산종합보험이나 영문 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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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이다. 이에 비해 국내 제조물은 회

사별로 차별성이 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체의 단체

를 통한 보험계약을 차별적인 가격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용과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PL보험의 단체보험계약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기술시험원, 기계공제조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 전기제

품안전진흥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산업의 단체가 회원 기업들을 대표하여 일괄적

으로 대표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동 계약은 일반계약보다 보험

료가 25% 내외로 낮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구조이다. 

PL보험의 단체계약 비중은 PL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시행 초기인 2002년

의 단체계약의 가입률은 2.8%(2,749개 업체)이고 보험료도 9.0%(63억 원)에 불과했

으나, 2006년에 들어 가입률이 4.3%(4,339개 업체), 보험료는 12.6%(111억 원)로 증

가했다. 이후 단체계약의 증가세는 더욱 증가하여 2015년 현재 가입률은 83.9%, 보

험료는 73.7%나 된다. 최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계약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은 12.8%나 되며 이는 전체 계약 건수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23)  

부보기업의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30%∼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5년 중소기업의 PL보험계약 건수는 32.5%이고 보험료는 23.8%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3) 중소기업의 단체계약은 PL법이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미쯔이스미토

모사의 출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 비중은 10%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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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단체계약 중소기업 계약

계약실적 점유비 계약실적 점유비

계약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계약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16,181 77,749 76.7 86.3 8,052 12,360 38.2 13.7 

2009 18,187 71,855 77.1 75.7 9,314 23,038 39.5 24.3 

2010 19,960 71,186 76.8 67.9 10,512 33,729 40.4 32.1 

2011 21,482 78,062 76.7 67.9 11,291 36,940 40.3 32.1 

2012 22,974 79,907 78.7 70.0 12,362 34,203 42.3 30.0 

2013 25,641 80,523 80.0 67.1 13,593 39,447 42.4 32.9 

2014 28,264 77,415 80.4 74.2 13,973 26,932 39.7 25.8 

2015 37,621 86,174 83.9 76.2 14,595 26,976 32.5 23.8 

CAGR 12.8 1.5 1.3 -1.8 8.9 11.8 -2.3 8.2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5> PL보험의 단체계약 비중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나.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기업이 가입하는 PL보험은 제조사 등이 보험기간 중에 판매한 제조물로부터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경고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적 손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24) 그리고 PL법은 자동차 사고와 같

이 배상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무한하게 손해배

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PL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확한 PL 사고율과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모를 분석하여 PL리스크를 전부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으로 전가하고 나머지 배상책임을 자가보유하여 잉여금 등으로 보전할 것인지를 판단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리스크 전가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

에 전부보험의 리스크 전가보다는 부분적인 전가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보

전기능이 미약한 상태로 추정된다. 

24) PL보험은 2015년 45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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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이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연평균 1사고당 대인배상

한도액과 대물배상한도액을 보면 더욱 일부보험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Ⅱ-16> 참조). 대인배상한도액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37%의 기업이 2억 원에 

가입하고 있고 24.1%의 기업은 보상한도액이 가장 적은 0.1억 원에 가입하고 있다. 

매출액
대인배상 1사고당 한도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 이하 6,072  920  611 1,612 11,211 4,297 1,884  804  3  6  2 

10억 이하 1,905  131  82  207 2,422 1,597  747  359  3  0  - 

50억 이하 1,479  102  66  190 1,947 1,328  691  423  4  2  3 

100억 이하  362  30  16  41  436  284  156  103  2  2  0 

200억 이하  192  14  6  14  142  118  65  56  2  0  1 

500억 이하  258  4  1  2  15  10  6  4  2  1  1 

1,000억 이하  108  2  1  1  8  1  1  3  1  -  2 

1,000억 초과  175  1  -  -  5  1  2  3  0  2  9 

합계 10,550 1,203  782 2,065 16,186 7,636 3,551 1,754  16  13  18 

비중  24.1  2.7  1.8  4.7  37.0  17.4  8.1  4.0  0.0  0.0  0.0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의 2011~2015년간의 평균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6>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인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단위: 건) 

기업 간 보상한도액의 격차를 보면,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이 큰 기업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배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 원 초과한 기업

의 경우 보상한도액 0.1억에 가입한 비율이 87%인 반면에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

은 23%에 불과하고 더 큰 보상한도액에 가입하고 있다.25)

25) 최창희(2017)는 보험회사로부터 외감기업 806개사를 조사한 결과, 1억 원 보상한도액을 

가입한 기업은 85개사(10.5%), 1억 원~10억 원 이하를 가입한 기업이 282개사(35%)를 점

유한 것으로 나타나, PL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였

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는 PL보험의 보상한도액의 충분성을 확인하고 정부는 

PL책임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 확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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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PL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의 예상손해액이 대인배상책임의 예

상손해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은 대물배상이 제품의 결함에 의해 제품자체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부보기업의 대물배상 보상

한도액을 0.1억 원으로 가입한 기업은 부보기업 전체의 96%가 된다. 또한 대인배상

과 유사하게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큰 보상한도액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물배상 1사고당 한도액

0.1억 0.3억 0.5억 1억 2억 3억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5억 이하 26,437  111  35  66  615  65  57  25  3  6  3 

10억 이하  7,091  46  19  30  203  30  22  10  3  -  - 

50억 이하  5,987  28  9  18  136  15  20  12  4  2  2 

100억 이하  1,373  7  3  2  31  5  2  4  3  2  0 

200억 이하  580  2  1  1  12  5  3  2  2  0  1 

500억 이하  279  1  0  1  5  5  5  3  2  1  1 

1,000억 이하  114  2  -  0  4  1  1  3  1  -  2 

1,000억 초과  177  0  -  -  4  1  2  3  0  2  9 

합계 42,038  196  66  118 1,009  128  111  62  17  13  18 

비중  96.0  0.4  0.1  0.3  2.3  0.3  0.3  0.1  0.0  0.0  0.0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의 2011~2015년간의 평균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17> 부보기업의 매출액별 대물배상 한도액별 계약 건수(5년 평균)
(단위: 건) 

국내의 PL보험이 PL사고에 대한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실제 사고 시 손해배상액에 대한 보험금을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분석

해 봐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하지 못하고 사례를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먼저, PL보

험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의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PL

보험금은 PL법 시행연도인 2002년에 7.8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36.7%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7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5년의 건당 지급보험금도 2002년에 

비해 매년 12.9% 증가한 8.2백만 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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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급
건수

보험금
건당

보험금

사고발생률

한국① 일본② 격차(①/②)

2002  464  788  1.70  3.75 1.20 3.1 

2003  1,265  2,340  1.85  8.45 1.20 7.1 

2004  2,428  12,475  5.14  15.83 1.37 11.6 

2005  2,040  9,761  4.78  11.52 1.27 9.1 

2006  2,338  12,952  5.54  12.18 1.41 8.6 

2007  2,516  22,421  8.91  12.78 1.60 8.0 

2008  3,163  18,362  5.81  14.70 1.50 9.8 

2009  3,420  21,324  6.24  14.10 1.47 9.6 

2010  4,424  25,338  5.73  16.77 1.48 11.4 

2011  4,279  28,556  6.67  15.17 1.47 10.3 

2012  4,476  32,907  7.35  15.00 1.66 9.0 

2013  4,696  24,268  5.17  14.65 1.47 10.0 

2014  6,027  34,111  5.66  17.13 1.44 11.9 

2015  5,590  45,737  8.18  12.46 1.37 9.1 

CAGR 21.1 36.7 12.9 9.7 1.0 9.9 

자료: 1)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 일본은 중소기업중앙회 출장 시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함

<표 Ⅱ-18> 사고발생률 및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배) 

이러한 보험금 규모의 증가는 계약 건수의 증가에 비례할 수 있지만, PL법 시행 이

후의 사고율의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험사고율은 시행 초년

도에 3.75%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15%에 도달했고 그 이후

에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을 100건 체결하면 10건이 사고가 발

생하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사고율에 해당된다. 실제 일본의 사고율과 비교하여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보다 사고발생률이 수배나 높지만 손해율이 예정가격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액을 가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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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손해배상액 보험금 보험지급률

제조업  1,694 1,265 74.7 

도소매업  693  638 92.1 

기타업  10,000 7,900 79.0 

업종계  12,387 9,803 79.1 

<표 Ⅱ-19> 최근 2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PL보험 지급률
(단위: 만 원,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p. 211

둘째, 기업들의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보험은 100% 보전을 해주지 못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PL사

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업종 전체의 79.1%이며 PL리

스크 부담이 큰 제조업은 74.7%로 가장 낮다. 보험이 100% 보전을 하지 못하는 것

은 기업이 큰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고당 자

기부담금 규모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셋째, 실제 손해배상액에 비해 손해배상 보전기능이 적은 것은 손해배상액과 더불

어 변호사 등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PL

보험은 PL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변호사비용 등 방어

비용도 보상한다. 국문약관26)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

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등의 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보험회사

의 협력비용을 보상한다. 이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해도 보상하

나, 방어비용과 공탁비용은 보상한도액 내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PL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지출이 수반된다. 설상가상으

로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기 전에 법

률방어비용으로 전부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의 손해배상 보전기능이 제대로 작

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27) 옥시사는 

26) 영문약관인 생산물 및 완성작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손해배

상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7) 이투데이(2016. 4. 28),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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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KB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여 

2012년에 17.5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상받은 보험금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PL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성격에 맞추어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피해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사고 시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지 못하거나, 법률방어비용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PL보험은 PL사고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기능을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

으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전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리스크관리 촉진 기능

1) PL보험과 리스크관리의 연계 매커니즘

기업은 PL법이 시행되는 경우 결함제품으로 인한 PL리스크 책임 부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PL사고 방지나 손해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PL보험 가입을 통

한 리스크전가 등 리스크관리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PL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업 영위가 곤란해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PL법 시행 이후 제품의 결함사고에 대응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에 98개 업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개 업

체(72.9%)가 PL리스크관리를 하고 26개 업체(27.1%)는 리스크관리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PL리스크관리 변화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더 큰 영향

을 받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PL시

행에 따른 대응방법은 PL보험 가입(87.0%)28)이 가장 많았고, 자체결함정보 수집망 

28) 2013년 충청지역 중소제조기업 6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1%의 기업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6개사는 개별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2개 업체는 단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PL리스크관리가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고복수·서준혁(2013), ｢중
소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실태 및 활용방안 - 충청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

영공학학회지, 제18권 제1호,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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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위해제품의 부상률 및 사망자율 추이

구축(46.4%), PL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과 리콜의사결정(40.6%)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9) 그 결과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률은 PL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망자 및 부상자율은 위해제품 접수 건수 중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의 비율임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각 연도

이와 같이 기업은 PL법 시행으로 리스크 통제조치와 PL보험 가입 등의 리스크관리 

재무전략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PL법 시행 전에 

제조사는 제조원가(원재료비, 인건비, 마케팅비용)와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된 마

진(M)을 합하여 판매가격(TP)을 결정하면 되었다. 그러나 PL법 시행 후에는 PL법 시

행 전의 판매가격에 제품안전에 투자한 비용(S)과 향후 제조물의 결함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비용을 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PL법 시행은 제품의 판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고발생률과 손해배상액 규모에 따라 제품가

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제품 안전에 투자한 금액(S)에 비해 사고발생

29) 한국소비자보호원(2012),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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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Pr(s)이 줄어들고 손해배상비용(L)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 제품의 가격은 안전투자

비(S)에만 영향을 받게 된다.

    Pr 
  

   ×

PL보험의 보험료는 연간매출액(nTP)에 보상한도액별 요율(Ir)을 곱하여 책정

(IP=nTP×Ir)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이를 삽입하여 보험요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된다. 즉, PL보험요율은 기업이 투자하는 안전비용이 사고와 손해를 경감하는데 사용

되는 경우에 투자한 안전비용에 비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업들이 PL사고 방지와 손해 경감 등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

출하는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

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18%

만 보험 가입에 따른 가격상승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응답자의 

19.2%는 30% 이상 상승하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에 기초하여 보면 기업들이 제품원가에 PL리스크관리에 지출하는 안전비용(S)

과 보험료를 반영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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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2) 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 운영현황

Higgins(1978)30)는 미국의 주별 제조물책임 사고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가정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율(Accident rate)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낮은 주는 

제조물책임 상해사고율이 낮고 학력이 높은 주는 오히려 제조물책임사고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PL리스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제조물 시장의 경우에 PL이 제품의 안전 향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하였다. 또한 Viscusi and Hersch(1990)31)은 PL이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PL사고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관리에 노력하게 된다고 분석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경룡·권오성(1997)32)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스크관리 통제와 보험 가입 등 재무기법이 PL리스크관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의 PL리스크 인식을 개선하고 손실통제 기법을 강화하는 등의 리스크

30) Higgins Richard S.(1978), “Product Liability and Product Related Accidents”, 7 journal of 
Legal Studies, pp. 299~321 

31) Viscusi W. Kip and Hersch Joni(1990), “The market Response to Product Safety 

Litigation”, 2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pp. 215~230 

32) 이경룡·권오성(1997), ｢한국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 성과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8권 0호, p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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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수행하는 리스크통제는 사고발생과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 리스크재무인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나 결과에 부합하게 보험료

를 부과하여 PL리스크를 인수하게 된다. 보험의 인수과정인 보상한도액 등 인수조건의 결

정, 보험약관의 사용, 보험요율 적용은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한다.

PL보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과 재물보험과 다

른 두 가지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의 보험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가입하

는 보상한도액은 일반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을 낮게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보유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기업의 PL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약정된 보상한도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험계약 갱신 시에 보상한도액을 낮추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PL리스크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PL보험은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PL사고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는 최근 8년간 체결된 PL보험계약 중 76.5%를 손해사고기준 증권으로 

계약하였고 나머지 23.5%는 배상청구기준 증권으로 하였다. 보험료 비중에서는 손

해사고기준 증권이 54.6%를 차지한다.

이론적으로는 손해율은 배상청구기준이 손해사고기준보다 낮고 연도별 편차가 적

어야 한다. 왜냐하면 손해사고기준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33)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34) 적정한 보험료 산정이 곤란하여 

33) 미보고 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

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함(금융감독원(2011), 금융감독용어사전)

34) 손해사고증권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청구하여도 보상해

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걸린 경우 금리 등 물가 상승이나 손해배상액의 증가로 지

급해야 할 보험금은 당초 추정된 보험금보다 크게 증가하고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할 가능성

이 있음.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배상책임보험료를 매우 인상하여 보험시장

의 실패가 발생한 배상책임보험위기가 발생하였고 손해사고증권을 배상청구증권으로 전환하

는 계기가 되었음(https://en.wikipedia.org/wiki/Liability_insurance_crisis,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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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도 높고 변동성이 배상청구기준 증권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국내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어 미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도
손해사고기준 배상청구기준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14,019  51,259  6,611  24,181  20,630  75,440 

2009  18,159  50,816  5,021  26,527  23,180  77,343 

2010  20,033  52,204  5,361  33,205  25,394  85,410 

2011  21,194  56,296  6,197  38,492  27,391  94,788 

2012  22,626  55,717  6,425  37,861  29,051  93,578 

2013  24,207  47,811  8,013  69,792  32,220 117,604 

2014  26,861  50,304  8,537  56,641  35,398 106,945 

2015  35,240  53,642  9,848  61,517  45,088 115,158 

합계 182,339 418,050  56,013 348,216 238,352 766,266 

비중　  76.5  54.6  23.5  45.4  100.0  100.0 

   주: 영업배상 및 지자체, 생산물배상의 합계이며, 코드 누락분은 제외된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20> PL담보 보험약관별 계약 건수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미국의 최근 10년(2005~2014)간 손해사고증권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83.3%가 

적용되었으며, 원수손해율은 손해사고증권이 배상청구기준보다 각각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약자가 어떠한 담보증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과 손해배상책임 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리스크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보

험회사의 보험영업손익에도 영향을 준다.35)

35) 담보기준의 선택에 따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스트리

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건축배상책임보험 제외)는 법으로 손해사고기준 사용을 규

정하고 있으며, 배상청구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보고연장담보기간을 프랑스는 5년 룩셈부

르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배상청

구기준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Expert Group on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2013), 

“Discussion Paper 5: Liability Insurance”,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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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수경과보험료 원수발생손해액

손해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손해사고증권  346  83.3  224  84.0  64.9 

배상청구증권  69  16.7  43  16.0 61.3 

계  415  100.0  267  100.0  64.3 

자료: AM Best(2016), “Best’s Aggregate & Averages  Property & Casualty”

<표 Ⅱ-21> 미국 PL보험 증권별 구성비 및 손해율(2005~2014) 
(단위: 억 달러, %) 

보험요율체계(Rating plan)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통

상 보험요율체계는 기본보험요율에 각종 할인할증요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구조이

다. 기본보험요율은 통상 등급요율체계로 되어 있고, 할인할증은 계약자의 사고발생

빈도와 심도를 감소시키는 부분을 척도로 하여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 PL보험의 

기본요율은 일반제조물, 음식물류(일반음식물, 건강보조식품), 완성작업위험별로 기

본보상한도액별(1사고당, 연간 한도액 각각 1,000만 원), 매출액별 기본요율이 정해

져 있고 기본보상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를 적용한다. 이렇

게 산출된 기본보험료에 적용하는 할인요율로 Q마크 등 제품안전 인증마크를 부착

한 제품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한다. 인증마크를 부착한 보험계약은 2009~2013

년의 경우 21.7%나 된다. 이들 기업은 그러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손해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6)

36) 손해율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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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증마크 부착 할인 인증마크 미부착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2008  651  1,134  20,438  88,975  21,089  90,109 

2009  3,728  21,678  19,850  73,216  23,578  94,893 

2010  6,256  26,459  19,746  78,456  26,002 104,915 

2011  6,765  28,267  21,255  86,735  28,020 115,001 

2012  7,170  33,732  22,036  80,378  29,206 114,110 

2013  6,276  35,097  25,786  84,873  32,062 119,970 

2014  45  201  35,130 104,146  35,175 104,348 

2015  36  81  44,821 113,070  44,857 113,150 

합계  30,927 146,647 209,062 709,849 239,989 856,497 

비중　
 12.9  17.1  87.1  82.9  100.0  100.0 

21.7 26.5 78.3 73.5 100.0 100.0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의 실적임

      2) 비중의 하단은 2009~2013년의 실적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Ⅱ-22> 인증마크 할인율 적용 계약 
(단위: 건, 백만 원) 

라. 국민경제적 기능

PL보험은 PL사고 시에 보험이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경제

에 기여한다. PL보험은 PL사고 시에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기

업의 안정적인 사업 지속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

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의 리스크관리 촉진 기능을 통해 제품의 혁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여 미연의 사고 방지를 통해 PL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PL보험은 PL사고 시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급부의 혜택을 보고 

제3자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PL사고 시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

해 사고로부터 회복과 신속한 사회활동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렇듯 PL

보험은 PL사고 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경제활

동 복구가 가능해져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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