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시장 규모

일본의 2015년 원수 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 엔으로 매년 0.68%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보험이 5.9%를 점유하고 있다.37) PL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

보험은 2015년 기준으로 5,341억 엔으로 매년 2.3% 성장하고 있으며 PL보험과 사이

버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PL보험은 1995년 PL법 시행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1,386억 엔

으로 손보 전체의 0.03%를 점유하고 있다.

종목
연도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

특종보험
합계

소계 배상책임
2006 14,551 3,036 46,474 12,937 8,292 4,369 85,290 
2007 14,023 3,174 45,367 12,054 8,282 4,386 82,900 
2008 14,023 2,985 43,158 11,099 8,534 4,401 79,799 
2009 13,981 2,484 42,193 10,256 8,922 4,747 77,836 
2010 13,159 2,573 42,376 10,403 8,966 4,749 77,477 
2011 13,773 2,572 43,678 10,677 9,223 4,764 79,923 
2012 14,134 2,611 45,235 10,295 9,648 4,892 81,923 
2013 14,523 2,811 47,734 10,134 10,486 5,173 85,688 
2014 15,148 2,869 48,928 10,373 10,898 5,232 88,216 
2015 15,912 2,838 50,121 9,995 11,769 5,341 90,635 
CAGR 1.00 -0.75 0.84 -2.83 3.97 2.26 0.68 
구성비 17.6 3.1 55.3 11.0 13.0 5.9 100.0 

<표 Ⅳ-1>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엔, %) 

주: 구성비는 2015년 기준임

37) 2015년 보험종목별 구성비는 자동차보험 55%, 화재보험 17.6%, 특종보험 13.0%, 상해보

험 11.0%, 해상보험 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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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로 방문하였던 미쯔이스미토모사의 경우 PL보험료(간사사분)는 2015년 189

억 엔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배상책임보험료 808억 엔의 23.4%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국내 PL보험료는 103억 엔으로 매년 8.2% 성장하고 있고, 해외 

PL보험료는 86억 엔으로 매년 14.2% 성장하고 있다. 손해율의 경우 국내 PL은 2013년 

38.6%에서 2015년 52.4%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PL은 2013년 69.7%에서 2015

년 32.6%로 크게 낮아졌으며,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하향 추세에 있다.

미쯔이스미토모사에 따르면 일본의 PL보험 계약방식은 주로 개별계약이며 중소

기업의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의 단체계약은 중소기업 3단체(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전국 중소기업

단체중앙회)의 산하 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약관
연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2013 88 66 154 34 46 80 38.6 69.7 51.9 

2014 89 73 162 39 39 78 43.8 53.4 48.1 

2015 103 86 189 54 28 82 52.4 32.6 43.4 

CAGR 8.2 14.2 10.8 26.0 -22.0 1.2 16.5 -31.7 -8.6

<표 Ⅳ-2> 미쯔이스미토모사의 PL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단위: 억 엔, %) 

자료: 일본 미쯔이스미토모사

2. 보험상품 운영현황 

가. 보험약관

1) 보험약관 구성 및 특징

일본의 배상책임보험은 약관과 요율을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하여 1957년에 도입하였

다. 미국의 보험약관은 보험운영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1966년, 1973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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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13년에 걸쳐 변경이 되었지만 일본은 변경이 되지 않았다. 일본의 PL보험은 배상

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2010년 4월 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 있은 후에 현재까지 담보위험 등 본질적인 측면에서 개정없이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독립적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 생산물배상책임 담보 특약을 부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 영문약관과 일본어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영문약관은 해외 수출용 제조물에 적용하

며 전 세계를 담보지역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과 기업

의 배상책임을 포괄담보하는 방식으로 생산물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는 과거부터 판매해 왔던 방식임에 비해 후자는 최근 기업의 니즈에 의해 개발된 계

약방식이다.

 먼저 미쯔이스미토모사의 종합보험상품을 보면, 상품명칭이 ｢비즈니스프로바이

더｣인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담보와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한 증권으로 담보한다. 그리고 해외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별

도의 해외 수출용 비즈니스프로바이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 기업종합배상책임

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시설리스크, 업무리스크, 생산물리스크, 확장담보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며 계약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을 제공한다. 

동 보험에 첨부되는 약관은 하나의 약관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 배

상책임보험 추가특약, 기업종합배상책임 특별약관, 비즈니스프로바이더 특약, 기타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이며, 담보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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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asic Plan Premium Plan

기본

담보

리스크

시설

리스크

시설관리불비 사고, 설비관리불비 사고, 승강

기사고, 급배수관누수손해, 구내전용차사고

Basic
Plan

리스크

임대이벤트시

설손괴손해

업무

리스크

업무 중에 제3자에게 발생한 사고, 해외출장 

중의 배상책임 사고, 작업대상물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수탁재물손해

보상

생산물, 
작업결과

리스크

제조물배상책임손해, 작업결과로 생긴 배상

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 또는 작업의 목적물자체의 손해, 해외

유출된 생산물 발생손해

리콜비용보상

기타

리스크

방문자 재물손괴보상, 인격침해보상, 광고선

전침해보상, 재물손괴를 수반하지 사용불능

손해보상, 피해자 치료비 등 보상, 초기대응

비용보상, 소송대응비용보상, 브랜드이미지

회복비용보상

- 데이터손괴 

복구비용

- 열쇠작성비용

보상

선택특약 담보 

리스크

식중독과 특정감염증 이익보상, 임대부동산 손괴보상, 네트워크 위험보

상, 고용관행배상책임보상, 사용자배상책임보상

<표 Ⅳ-3> 미쯔이스미토모사 기업종합배상책임 상품

 

자료 : 미쯔이스미토모사 홈페이지(http://www.ms-ins.com/pdf/business/indemnity/pl.pdf, 2017.4.11)

생산물배상책임의 경우 “Basic Plan”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

임, 작업결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불량완성품손해, 불량제조물손해, 생산물 또는 작업

의 목적물 자체의 손해, 국내용으로 담보했으나 해외로 유출된 생산물에서 발생한 손해

를 담보한다. 이에 비해 “Premium Plan”은 리콜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한다. 이에 비해 

단순하게 생산물배상책임보험만을 공급하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

물배상책임 특약과 기타 추가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상책임종합보

험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상품구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징적인 특약으로는 생산

물자체손해보상 특약,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불량제조품손해보상 특약이 있다. 불

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은 생산물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규정된 것을 

추가로 담보하는 것이다. 즉, 동 약관은 부보된 생산물이 성분, 원재료 또는 부품 등으로 

사용된 재물(완성품)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汚損)된 것에 기인하는 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 한도당 100만 엔에서 5억 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부보 생산물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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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을 손괴하지 않고 자체를 꺼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불량제조품손해보상 특약도 생산물 특약의 면책사항을 추가로 담보한다. 즉, 부

도된 생산물이 제조기계 또는 제조기계 등의 부품인 경우 제조기계에 의한 제조, 생산, 

선별, 검사, 수리, 포장 또는 가공된 재물(제조품, 가공품)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것

에 기인하는 손해를 1사고당, 총보상 한도당 100만 엔에서 5억 엔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

다. 다만, 제조품과 가공품의 사용불능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구분 생산물배상책임 특약 추가 담보 특약

담보기준 손해배상청구기준, 사고발생기준 사용

1.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2. 불량제조물품손해보

상 특약

3. 식중독·특정감염증

이익보상 특약

4. 리콜비용 특약

5. 제품자체보상 특약

담보손해

- 손해배상금

 ∙ 제조, 판매한 제품의 따른 법률상의 배상책임

 ∙ 작업결과에 기인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비용보상

 ∙ 손해방지비용, 긴급조치비용

 ∙ 권리보전행사비용, 협력비용, 소송비용

부담보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상 가중책임

-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 자체의 파손 및 오손손해

- 오염손해, 방사능손해

- 생산물이 원재료 또는 부품으로 사용된 재물이 

멸실, 오손, 멸실된 손해

- 생산물이 제조기계 또는 제조기계의 부품인 

경우 그 기계의 손괴손해 등

- 제품의 수리, 교환, 회수비용

계약특징 포괄보험담보 제공(Umbrella policy)

서비스 손해조사서비스, 리스크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표 Ⅳ-4>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담보 특약

자료: 미쯔이스미토모사 홈페이지(http://www.ms-ins.com/pdf/business/indemnity/pl.pdf, 2017.4.11)

미쯔이스미토모사의 해외 수출용 생산물배상책임보험38)도 독립된 약관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Common policy conditions)을 보통약관으로 하고 생산물 특약

38) 三井住友海上火災, ビジネスプロテクター海外輸出用; http://www.ms-ins.com/business /indemnity/

biz-protector-ex/(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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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coverage form)과 각종 부대특약

(Endorsement)을 첨부하여 운용한다. 대상 계약자는 연간수출액이 10억 엔 이하이

고 과거에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수출용 상품일지라도 국내

의 상품과 담보하는 리스크는 동일하고, 벌금, 위약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비보상

적 배상금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생산물회수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수출품의 결함,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의 결과,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상 생산물의 회수를 

위해 지출하는 합리적인 회수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

수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생긴 회수비용이고 비용발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회사

에 통지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회수비용은 광고비용, 문방구와 안

내문 작성, 우편요금 등의 비용, 정규직 직원 외의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초과근무수

당 및 이와 유사한 종업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컴퓨터 사용요금, 독립하청인 및 기타 

임시고용인의 고용을 위한 비용, 운송·선적 등 포장비용, 창고 및 보관장소의 비용, 

재사용되지 않는 생산물 또는 생산물을 포함한 다른 제조물의 적절한 폐기에 필요한 

비용, 생산물 회수를 실시하거나 회수에 참가한 제3자에 의하여 지출된 상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동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생산물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생산물 이외의 재물손해는 보상), 열화나 변질로 인한 화

학적 변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비용, 벌금/위약금/징벌적 

배상금, 오염 관련 비용이다. 회수비용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합계액의 90%만 지

급하는 축소담보비율을 적용하여 1사고당, 증권당 5,000달러를 한도로 지급한다. 회

수비용보험의 보험료는 2015년 현재 461억 엔으로 PL보험에 비해 적지만 2011년 대

비하여 매년 16.1%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침투도는 0.0019%를 보이고 있다.

2) 약관의 개선 논의

이에 따라 PL보험약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L약관은 재물의 사용불능손해에 대한 보상 확대, 법령위반에 따른 면책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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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비즈니스 리스크의 면책을 개선, 배상청구증권의 연장기간담보(Tail cover)

가 필요 등 총 16개의 개선사항이 학계 및 업계에서 제시되었다.39) 이 중에서 실무

적으로 추가특약 운영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리스크, 사용불능손해배

상금, 법령위반의 면책, 연장기간담보(Tail cover) 필요성 등은 향후 업계나 전문가

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들은 미국 약관

과 비교하여 볼 때 미국은 2013년 약관개정(2013 ISO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Form)에서 법령위반을 면책으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불능손해와 비즈니스 리스크 면책, Tail Risk Cover 등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먼저 약관은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손해를 재물손해

(Property damage)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약관은 제조물의 성능불발휘를 

면책에 추가하여 감손재물(Impaired property)의 면책을 도입하였다. 감손재물의 

면책은 결함, 불비, 부적합 또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조물 또는 작업으로 인해 재물

을 수리, 교환, 조정, 제거 등에 따라 당해 재물의 사용불능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연장기간담보(Tail Cover)는 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 보

험회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소급일보다도 늦은 소급일의 보험 혹은 배상청구기준

이 아닌 보험으로 갱신할 때 확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s)을 제공한

다. 이때 기본연장보고기간(Short tail cover)은 추가보험료 없이 제공하며 최후 보험

의 종기 이전,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 보고한 사고는 5년의 연장기간으로 적용

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고는 60일간을 연장담보한다. 추가연장보고기간(Long tail 

cover)은 200% 이내의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보상한도액을 제공한다. 이는 

최종 보험계약의 종기 이전, 소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장기간을 무기한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

우에도 그 후에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도 보상해 준다.

39) 鴻上喜芳(2016. 3), 生産物賠償責任保険約款 の課題, 保険学雜誌, 第636號,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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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시장 구분 약관사항 주요 내용 개선 및 과제 여부

1957~1975
(태동기)

PL보험 

판매

제조물

책임법 

요강시안 

발표 

①생산물자체 손괴 면책
당해 생산물의 사용불

능손해 면책

자체사용불능손해 

면책

② 회수비용 부담보 회수비용 면책 여부 부담보로 규정

③ 피보험자 범위

소매업자 등 추가피보험

자의 일반업무까지 해당

되는지?
문제이나 경미

④ 1회 사고 정의
동일원인의 일련사고를 

하나의 사고로 보는지?
1사고로 정의

⑤ 적용지역 해외발생사고 보상 여부
국내 발생사고에 

한정

⑥ 비지니스 리스크
성능불발휘 손해의 보상 

여부

미국 면책 범위 초과, 
과제

⑦ 보험기간 적용 보험기간 내 보상기준?
기간 중 발생사고에 

한정

⑧ 피보험자 소속단체의 

손해

기업 등의 손해는 대상

여부 불분명
문제이나 경미

⑨ 보증위반담보 보증담보위반 규정없음 문제이나 경미

1976~1995
성장기

PL법 

시행

⑩ 생산물위험과 완성

작업위험의 정의

정의가 없고 완성작업

위험의 완성시기
문제이나 경미

⑪ 사용불능손해배상금
파손하지 않은 재물의 사

용불능손해도 배상 필요
미국은 보상, 과제

⑫ 회수비용담보 회수조치비용 일부를 보상 특약판매(1990)

1996~현재

성숙기

PL법 

시행 

이후

⑬ 법령위반 면책 법령위반이라고 보상
미국도 면책아님, 
과제

⑭ 직접청구권 도입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 대응필요성 적음

⑮ 리콜보험의 정형적 

계약 방식

수요증가에 계약을 정

형화

중소기업 도입

(2007)

 연장기간(Tail Cover) 
필요

무기한 Tail Cover 제공 미국은 보완, 과제

<표 Ⅳ-5> 일본 PL보험약관 과제 및 개선 추이

일본은 사용불능손해에 대해 재물손해를 다시 정의하고 미국과 같이 손상재물의 

사용불능손해는 면책으로 하되, 비손상재물의 사용불능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 인도

된 생산물 또는 일의 결과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즉, 법령위반 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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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면책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

다. 이는 배상책임보험 도입이 60년이 경과하였고 그 내용과 역할이 인지되어 있는 

현재에는 다양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관련 법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삭제해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리스크와 연장

기간 담보도 미국의 약관을 참조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 보험료 산출

보험료 결정은 가입대상이 되는 제품, 판매지역, 매출액 규모, 사고이력, 고객의 

리스크 대응 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을 청약을 할 때 관련 자료를 고지의무에 준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쥬리히 손해

보험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안내, 제품 카탈로그, 종업원 수 및 임금총액, 업무내용

(직업분류), 제조물의 종류와 제품별 매출액, 과거 5년간 사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

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미쯔이스미토모사는 해외 수출보험에서 계약자가 리스크 실태를 충실하게 고지하

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 plan)

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자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인증받고 있고, 

부보대상인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부서 또는 품질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광고

선전문서, 판매촉진문서, 제안서,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 등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문

제를 담당하는 부분 또는 법무부분에 의한 심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 부보대상인 생

산물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대응방법이 문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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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가입방식

가. 의무가입 대상 제조물

일본의 제조물책임 이행방안은 PL법 입법40) 논의 시에 의무보험방식을 검토하였으

나 최종적으로 임의가입방식이 채택되었다. 현행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

함에 의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신체손해가 생기거나 재산손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보험배상의 이행방

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부담자가 자가보험, 보험 가입 등을 강구하면 

되나 손해배상책임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 이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책

임 이행에 대해 기금을 내부적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든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리

스크 재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일부 위해가능성이 높은 소

비용품에 한정하여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동 법률 제6조 제4호41)에 따르면 제1종 특정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업자는 주무장관에게 사업을 등록할 때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조

치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0) 1975년 요강시안은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손해배상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

의 손해보장사업을 제시하였음. 山下友信(2002), 製造物責任立法と保険制度, 安田火災記

念財団叢書,　No. 39, p. 14

41) 제6조(사업신고) 특정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의 구분

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주무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제품모델의 구분

    3. 당해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특정제품의 수입업자

는 당해 특정제품의 제조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당해 특정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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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제품사고발생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사고보고
①소비생활용제품 명칭 및 형식, ②중대제
품사고 내용③ 제조․ 수입·판매수량 등

소매판매업자, 
수리업자, 설치공사
업자의 사고통지

소비자

에게 

정보

제공

소비자청 공표(1주이내), 경제산업성 협의
제품에 기인한 것으로 의문되는 사고는 ①
사업자명, ②기종 및 형식명, ③사고내용 등
을 기자발표 및 웹싸이트 공표 등

소비자청 장관 명령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보고내용 검수, 미
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경제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제정비명령을 발동

벌칙 부과

소비자등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출
제품평
가기술
기반기
구의 
조사

판매자는 제조자, 
수입업자가 행하는 
위해방지조치 협력

(명령위반)

(필요에 따라)

(중대사고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협력)

(제출)

(통지)

제조업자, 수입업자 실무
①사고발생원인 조사

②위해발생 및 확대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수 등 조치에 노력

경제산업부 장관 명령
제조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
하여 보고 징수 및 현장검사 실시, 위해
발생 및 확대방지에 필요한 경우 제품
회수 등 위해방지명령발동총리에게 체
제정비명령을 발동을 건의

<그림 Ⅳ-1> 일본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체계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1인당 1,000만 엔 이상,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한도를 담보

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42)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PSC 마크제도(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라고 한다. PSC 마크제도 외에도 제품종류에 따라 다

양한 마크부착제도를 <부록 표 Ⅰ-3>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BL마크는 제

42) 朝見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被害救済制度,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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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험과 제조물책임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마

크제도는 제조물책임에 의한 배상책임보험만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 방식은 당해 

기관과 제조업자가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증마크

를 부착받은 경우 보험 가입이 되는 구조이다. 

나. 단체계약: 중소기업 PL보험

1) 특징

중소기업 PL보험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개발하여 가입이 용이하고 보

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43) 중 중소기업제조물책임제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3단체

(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의 산하에 있는 단

체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LP가스 판매, 여관업, 항공기(부품)제조, 전문

직업인(세무사, 약국, 약 판매점) 등은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가입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의 제조업만이 아니라 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 등 폭넓은 업종의 중

소기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모집은 3개의 단체를 통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보험

기간은 매년 7월 1일 오후 4시에 개시하여 1년간 보상된다. 가입대상 제조물은 해당

기업의 제조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제조물만을 선택적으로 하여 가입하는 것

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 PL보험계약의 

최저보험료는 1,000엔을 적용하며 리콜보험 특약을 부대한 경우에는 동 특약 단독의 

최저보험료로 3만 엔을 적용하고 있다.

43) 소매업(자본금 5,000만 엔 이하 또는 종업원 50인 이하), 서비스업(자본금 5,000만 엔 이

하 또는 종업원 100인 이하), 도매업(자본금 1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100인 이하), 제조

업 등(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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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상품 및 요율 

다른 PL보험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PL보험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생산

물배상책임 특약을 운영하며 추가적으로 리콜 특약을 첨부하되 계약자의 선택적 가

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물배상책임 특약과 리콜 특약의 담보내용은 개별계약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리콜 특약은 임의로 가입하되 충실보상리콜 특약과 한정보상리콜 특약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한다. 충실보상리콜 특약은 피보험자가 생산물에 기인하여 리콜을 실시하

는 비용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며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가 예상되는 경우이다. 한정보상리콜 특약은 피보험자가 생산물에 기인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비용을 부담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나 대인대물사고(일산화탄소 중독, 화

재에 의한 재물소손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PL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정형화하도록 하고 있다. 

PL담보는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5,000만 엔(S형), 

1억 엔(A형), 2억 엔(B형), 3억 엔(C형)으로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을 1청구 당 3만 엔

을 적용한다. 리콜 특약은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3,000만 엔, 1억 엔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은 없고 축소담보비율 90%를 

적용한다.

  보험요율은 가입대상 업종별, 보상한도액에 따라 분류된 등급요율(Class rate)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업종별 등급요율은 제조업

은 97개 세부업종, 판매업은 90개 업종, 공사 및 작업은 1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현재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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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세부업종

PL보험 특약 리콜 특약

S
5천만

A
1억

B
2억

C
3억

한정보상 충실보상

3천만 1억 3천만 1억

제조업

(97개 

업종)

농림축산업, 식품 제조 87 112 145 169 50 137 354 956

조미료 제조 581 773 1,029 1,218 50 137 354 956

생약, 한방약 제조 3,422 4,529 5,999 7,082 176 477 2,444 6,600

의약품 제조 3,422 4,529 5,999 7,082 176 477 2,444 6,600

체내이식용 의료기계/ 
기구/재료 제조

3,422 4,529 5,999 7,082 120 324 487 1,316

판매업

(90개 업종)

가정용 가스, 석유기계 2,481 3,119 3,945 4,540 482 1,302 1,264 3,414

귀금속제품 판매 10 13 16 19 141 379 218 590

공사 및 

작업

(17개 공사)

주택내장공사 가구 수리 179 211 254 279 - - - -

냉난방장치 설치 및 수리 9,397 11,046 13,056 14,426

<표 Ⅳ-6> 중소기업 PL보험요율(2017년 6월 현재)
 (단위: 엔)

주: 매출액 100만 엔 기준임

3) 단체계약 시장 규모 및 사고율 추이

1995년 PL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중소기업 PL보험시장은 전체 PL

보험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상황

을 보면, 중소기업 PL보험료는 36억 엔으로 1996년 53억 엔에 비해 연평균 2.0%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계약 건수도 1996년 10만 건에 비해 연평균 3.2% 감소한 5.5만 건을 기록하

고 있다. 이는 PL법 초기에 각 손해보험회사들의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

조업체들의 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시행 이후 제조업체들의 경험 축적

과 리스크관리 역량의 증가로 인해 가입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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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구분
  연도

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중소기업단체중앙회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1996  57,823  36  23,676  10  22,293  7 103,792  53 

1997  56,049  37  23,308  10  21,249  7 100,606  54 

1998  55,144  35  22,729  10  19,256  7  97,129  52 

1999  52,915  33  21,972  9  17,729  6  92,616  48 

2000  50,008  32  20,902  9  16,231  6  87,141  47 

2001  48,298  30  19,821  8  15,066  6  83,185  44 

2002  46,578  29  19,109  8  14,132  5  79,819  42 

2003  44,766  28  18,473  8  13,064  5  76,303  41 

2004  43,290  26  18,063  7  12,200  5  73,553  38 

2005  42,420  26  17,889  7  11,633  4  71,942  37 

2006  40,740  25  17,740  7  11,082  4  69,562  36 

2007  39,961  25  17,548  7  10,648  4  68,157  36 

2008  39,167  25  17,293  7  9,954  4  66,414  36 

2009  38,360  25  16,907  7  9,304  4  64,571  36 

2010  37,521  24  16,595  7  8,841  4  62,957  35 

2011  36,417  23  16,054  7  7,756  3  60,227  33 

2012  35,616  23  15,407  6  7,203  3  58,226  32 

2013  35,286  23  15,360  6  6,874  3  57,520  32 

2014  34,900  24  15,179  7  6,614  3  56,693  34 

2015  34,523  25  15,093  7  6,437  3  56,053  35 

2016  34,226  26  15,147  7  6,246  3  55,619  36 

CAGR -2.7 -1.7 -2.3 -1.9 -6.5 -4.4 -3.2 -2.0

<표 Ⅳ-7> 중소기업 PL보험 시장 추이
(단위: 건, 억 엔, %) 

주: 각 연도는 6월 말 기준임

중소기업 PL보험의 사고율은 도입 초기에 가입계약 건수의 증가에 따라 0.54%(사

고 건수/계약 건수)에 불과했으나 계약 건수의 감소와 실수요자의 보험 가입에 따라 

최근 들어 1%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보험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지급한 보험금 건수

는 17,5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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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중소기업 PL보험의 건당 보험료 및 사고율 추이

   주: 사고율 = 사고 건수 / 계약 건수

4) 인수보험회사

중소기업 PL보험은 간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보험을 하고 있으며,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보, 공영화재, 현대해상, 세코손해보험, 손보자팬일본흥아, 대동화재, 동경해

상, 미쯔이스미토모사 등 8개 손해보험회사만 참여하고 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중소기업 PL보험의 분쟁이 생긴 경우 해결기구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4.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미쯔이스미토모사는 자회사인 인터리스크총연을 통해 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은 계약자가 생산 또는 판

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설계, 제조 및 검사, 유통 및 판매, 애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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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책 실시를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예방대책지원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사고의 

대응과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미쯔이스미토모사는 해외 수출업체 계약자에 대해서 소송과 관련한 전문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자가 수출한 생산물이 소송이 걸린 경우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경험이 풍부한 클레임 전문가, 변호사 등을 수배하여 소송방어에 대응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

지고 있으며 북미지역은 미쯔이스미토모해상관리 자회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5. 시사점

일본 PL보험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에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첫째, 일본 PL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

력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해상, 자동차, 화재보험은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고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크게 성장한 상해보험시장도 정체 혹은 감소되고 있으나 제조물

책임이나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배상책임 리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리콜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PL

보험을 독립적인 상품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과 추가특약

을 부대하여 기업들의 종합적인 배상책임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PL 특약담보에서 면책으로 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담보가 가능하도록 리콜 특

약, 제품자체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보험요율을 원수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배상책임

보험약관을 1957년에 미국 ISO 약관을 원용하였지만 보험요율만은 자체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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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집적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율체계(등급요율과 예

정요율)를 마련하여 운영함에 따라 계약자의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PL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

해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제조물책임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과 조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계약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사고 예방과 

손실 축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수출 기업체에게는 미국 등 현지 

자회사 등을 통해 사고 전후에 있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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