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 강화

가. 보험상품 다양화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PL보험상품은 2002년 PL 시행 시에 

개발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대부분이다. 동 PL보험은 PL리스크에 대비한 독립적

인 상품이므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의 PL

보험은 PL도입 시에 개발된 상품을 리스크변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PL보험수요를 침투도로 비교

하여 보면 일본, 미국, 영국에 비교하여 매우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침투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 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

적이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PL보험료 점유비 0.36 0.03 0.59  3.30 

PL보험 침투도 0.0072 0.0278 0.0155 0.0646 

  CAGR(5) -3.46 9.18 0.91 3.59 

불법행위비용 - 0.30 1.66 1.05

<표 Ⅴ-1> 주요국의 PL보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주: 1)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한국은 장기, 개인연금을 제외한 보험료

를 기준으로 하였음)

주: 2) 불법행위비율은 GDP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2011)

자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itigation Costs”,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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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법률체계와 소비자 인식 등에 차이도 있지만 보험상

품의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PL보험이 제조업체의 PL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품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PL보험은 생산물 회수비용 등을 부담보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의 종

합적인 리스크관리자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리

스크풀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와 유사한 PL법을 시행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미국 ISO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 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PL리스크의 변화

에 따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담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미쯔이스미토모사)

약관

구성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

약관

재산종합보험의 제4부
분 배상책임담보(1.국
내 2.북미 수출품)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

특약

위험

확장

담보

특약

∙ 판매인추가특약

∙ 도급업자 특약

∙ 인격침해담보 특약

∙ 고용주배상책임담보

∙ 교차배상책임담보

∙ 불량완성품손해보상 특약

∙ 불량제조물품손해보상 특약

∙ 식중독·특정감염증 이익

보상 특약

∙ 리콜비용담보 특약

∙ 제품자체보상 특약

위험

부담보

특약

∙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

∙ 교차배상책임 부담보 특약

∙ 정보기술 부담보 특약

회수비용 부담보를 면책

사항으로 규정

보험료

적용

특약

∙ 인증마크계약 특약

∙ 단체계약/적용환율/공
동인수/보험료분납 특약

적용환율/공동인수/
보험료분납 특약

단체계약/분납 특약

<표 Ⅴ-2> 한국과 일본의 PL보험의 특약담보위험 비교

일본과 한국의 PL보험상품의 구조와 담보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한

국의 PL보험은 다양한 추가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PL리스크를 제한하는 

부담보 특약과 보험계약방법이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특약이고 담보위험을 확대

하는 특약은 없다(<표 Ⅱ-7> 참조). 이에 비해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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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특약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의 리스크 수요에 따른 리콜비용담보, 불

량완성품손해담보, 불량제조물손해담보, 제조물 자체손해담보 등 담보위험 확장 특

약을 운영하고 있다(<표 Ⅳ-4> 참조). 또한 기업의 종합적인 PL리스크관리가 가능하

도록 종합담보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표Ⅳ-3>의 미쯔이스미토모사의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동 상품은 기업의 시설배상책임리스크, 업

무배상책임리스크, PL리스크, 기타 배상책임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둘째,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상품은 제조물결함사고와 관련되어 파생하는 리스

크를 담보하는 리콜담보 특약, 제품자체보상 특약, 결함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담보 

특약 등이다. 특히 리콜담보 특약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손해보험

회사들은 독립적인 리콜보험(Product recall policy)44)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요율

은 재보험자 제시요율을 사용하고 있어 보험요율도 매우 높아 가입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 등은 리콜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표Ⅴ-3> 참조).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리콜보험료 점유비 - 0.0092 0.250  0.10 

리콜보험 침투도 - 0.0092 0.0050 0.0019 

  CAGR(5) -  16.1  0.06 -2.26 

<표 Ⅴ-3> 주요국 리콜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주: 1)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

        2) 한국의 리콜보험은 공표도 하지 않고 있음

44) 리콜보험은 제조물의 결함 즉 설계, 성능, 시방서, 제작, 혼성, 합성, 포장, 표시과정에서의 

오류 및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목적물의 현존 및 의심되는 장애, 오염, 표시잘못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회수비용을 보상함. 회수비용은 자발적 리콜인 경우 피보험자 자신의 회수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이며, 제3자에 의한 리콜인 경우는 제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험목적물의 검사, 철수, 파괴, 대체에 발생한 합리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임(광고비용, 발견/추적/분류비용, 교통/보관/포장비용, 조사비용, 대체비용, 수리비용). 

리콜보험은 점진적 악화, 환경변화, 건강위험의 인지 변화, 위법행위, 고의적 위반, 공공 및 

정부기관과 소송 등 비용, 사용설명서의 불이행, 불충분한 시험, 설계 및 시험단계의 시제품 

리콜, 비용과 벌과금, 교차배상책임, 알러지, 유전공학적 문제, 생산물배상책임, 간접손해, 악

의적인 제조물의 변경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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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제품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건들의 빈

발로 리콜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리콜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비자기본법은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강제 및 자발적 리콜을 적용한다. 개별 제품 

품목으로는 자동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등으

로 8개 품목에 대해 리콜 요건, 리콜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13개 정도이

다.45)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이 제조사나 

유통사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자진리콜을 유도하거나 리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동 법은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정보를 중앙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소비자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리콜 건수는 매년 16.5% 증가하여 2015년 1,586건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콜의 세부내역에서 보면 리콜명령이 가장 많고 이어 

기업들의 자진리콜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46) 또한 소비자원에 보고된 위해정보 

건수47)에 대비하여 리콜 건수의 비율인 리콜률을 보면 2006년 0.76%에 불과했으나 

리콜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33%로 증가하였다. 

45)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국토부)과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식품은 식품위생법(식약처, 자

치단체장)·식품안전기본법(중앙행정부처), 의약품은 약사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축산부, 자치단체장),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식약처, 자치단체장),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중앙행정부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자치단체장)·전기용품안전

관리법(자치단체장),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자치단체장), 화장품은 화장품법(식

약처)이 있음. 오수진·곽윤영(2015), 리콜정보의 소비자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

비자원, pp. 39~40

46) 품목별 리콜현황(2000~2012)은 한국소비자원(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의식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 5 참조

47)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제조자, 수입자, 물품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판매

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제47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사실을 소관 중앙

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제68조), 사업자가 결함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

천만 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함(제86조, 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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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위해정보
접수 건수

리콜 세부 내역
리콜률

리콜 계 자진 권고 명령

2008  35,425  544  141  17  386 1.5 

2009  39,171  459  141  17  301 1.2 

2010  43,629  848  354  2  492 1.9 

2011  54,724  826  297  65  464 1.5 

2012  61,498  859  189  124  546 1.4 

2013  65,405  973  263  111  599 1.5 

2014  67,037  1,752  339  277  1,136 2.6 

2015  68,002  1,586  536  160  890 2.3 

CAGR 9.8 16.5 21.0 37.8 12.7 6.2 

주: 리콜률 = 리콜 계 / 위해정보 접수 건수 × 100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동향 및 통계분석, 각 연도별

<표 Ⅴ-4> 국내 리콜 추이 및 세부 내역
(단위: 건, %) 

제조사나 공급업자에게 리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함 제품을 회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제품의 수리비용 등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더큰 손실은 

평판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48) 거래선 상실 등의 간접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그 손실

이 심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리콜로 인한 기업의 파산사례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외국49)의 경우에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48) 2013년 국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제적 리콜을 당하는 경우, 

80.2% 기업이 매출 감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국소비자원

(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p. 35 참조

49) 2009년 미국 식품회사 PCA는 땅콩버터로 700명 이상 살모넬라균에 감염됨에 따라 자진 

회수했지만 결국 파산하였음. 2011년 맥클라렌은 유모차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

자 회수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파산하였고, 2017년 6월에는 에어백을 제조

하는 일본 다카다사는 2002년 이후 에어백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 세계에서 1

억 대 이상 리콜대상이 됨에 따라 부채가 1조 7,000억 엔으로 증가하여 파산하였음. 서

울경제(2017. 6. 26), “만파식적 리콜 파산”



96 연구보고서 2017-12

<그림 Ⅴ-1> 리콜 건수 및 리콜률 추이 

            주: 리콜률은 리콜 건수 / 위해제품 보고 건수 × 100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정보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기본법이나 개별법규의 현행 리콜제도에 대해 59.4%의 기

업이 알고 있고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과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비율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정보를 보고한 기업 중 11.9%의 기업이 

리콜을 실시했고 리콜비용은 평균 1.8억 원이며 이 비용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리콜보험의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분
리콜제도 

인식

결함정보보고
의무제도

리콜실시 전담조직

인식 준수 실시 비용부담 리콜비용 설치

표본 수 101 101 96 94 96 12 91

응답률 59.4% 50.5% 46.9%  11.9% 65.7%
평균1.8억
(3천∼5억)

46.9%

<표 Ⅴ-5> 국내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실태
(단위: 건, %) 

자료: 한국소비자원(2013), 기업의 리콜제도 운영현황 및 의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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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PL책임과 더불어 리콜비용의 증가는 일본,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규제50)가 강화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의거하

여 소비자의 위해가능성이 큰 소비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미쯔이스미토모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손해보

험회사들은 기업들의 리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리콜보험 추가특약을 2005년부

터 개발하였으며 제품자체손해보상 특약, 불량완성품 손해보상 특약, 불량제조물손

해보상 특약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51) 

제조사의 PL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을 담보하는 기업휴지손해(Business interruption 

loss)담보 특약의 운영도 필요하다. 간접손해는 재물보험의 영역으로만 운영되는 것에 벗

어나 사고원인이 배상책임부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호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Zurich

사는 제조물책임과 리콜비용 등 부대리스크를 담보하는 PL종합보험상품(Product safety 

and recall insurance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동 상품은 PL책임에 추가하여 간접손해담

보(Business interruption), 상담 및 자문비용(Consultant and advisor costs), 방어비용

(Defense cost), 리콜비용담보, 교체비용(Recall cost), 재복구비용(Rehabilitation 

expense)을 확장담보(Extensions of cover)하고 있다.52)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약관을 통일화하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요율산

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2년에 도입된 PL보험은 국문약관과 영

문약관이 있으나, 이들 약관의 구성과 내용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약관 구성방식

은 국문약관은 열거담보위험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영문약관은 종합위험담보방식

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약관이 담보위험을 제한하는 특약을 많이 부가하고 있다. 이

에 비해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손해보험회사들은 하나의 약관을 사

50)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캐나다는 소비자제품안전법(CCPSA), 

호주는 공정거래법, 영국은 EU의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반영한 소비자보호법 및 일반제품안

전규정 등에 기초하여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각국은 자동차나 식품 등 품목에 

적용하는 별도 법규에 의하여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오수진·곽윤영(2015), 리콜정보

의 소비자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pp. 16~22 

51)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2. 보험상품 운영현황 참조

52) https://www.zurich.com.au/content/dam/australia/genera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 

recall_insurance/product_safety_and_recall_insurance_policy.pdf(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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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즉 동일한 약관을 국내 제조물과 해외 제조물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

를 통해 부보된 PL리스크를 집적하고 평가하여 적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보유와 

출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해보험회사는 국문약관에 대해 자사나 

참조위험률을 이용하여 산출하나 영문약관에 대해서는 국내외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보험료 기준으로 90%가 넘고 있다(<그림Ⅴ-2>

참조). 이와 같은 결과에 유추하여 볼 때 보험회사들이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담

보지역 국가의 PL리스크53)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료를 부과하는 결과 경험통계도 집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전문성도 확

보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Ⅴ-2> PL보험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건수, 보험료, 손해율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및 제공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53) 국가별 PL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PL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배상책임비용

으로 국가별 PL리스크 격차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음. 2011년 기준 GDP대비 배상

책임비용의 비율은 미국이 1.66%로 가장 높고, 캐나다 1.19%, 영국 1.05%, 이탈리아 

0.77%, 독일 0.68%, 스페인 0.67%, EU평균 0.63%, 프랑스 0.56%, 포르투갈 0.43%, 네덜

란드 0.40%, 일본 0.30%, 중국 0.29%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2013), “International Comparisions of Litigation Costs”,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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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PL법 도입 초기에 경험통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상

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PL보험을 15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경험통계가 

있으므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구분 국문약관 영문약관

요율적용 참조위험률, 손보사 결정 국내외 재보험자 제시요율

담보지역 대한민국 전세계

구성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1장 담보범위

제2장 피보험자

제3장 보상한도액

제4장 일반조항

제5장 용어의 정의

위험 

관련 

특약

열거주의 담보방식(Named peril): 부담

보위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특약규정

은 최소화: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약만 

운영

종합위험담보방식(All risk): 다양한 부

담보위험 특약을 첨부(납, 석면, 전쟁, 
핵 및 방사능 등)포기

<표 Ⅴ-6> PL보험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비교(손해사고기준)

주: 특약의 상세종류는 제Ⅱ장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보험 운영현황 가. 보험상품 참조

넷째, 초과보험(Excess insurance) 또는 포괄보험(Umbrella Insurance) 활용이

다. PL법 시행 이전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특약을 첨부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

업의 배상책임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PL법 시행으로 개발된 PL보험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PL보험 두 개의 증권이 필

요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손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업

이 수익성이 양호하여 잉여금을 매년 적립하여 배상여력이 충분하거나 소유주의 출

자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나 그 여력이 없는 경우 계속적 경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또한 20여 개 이상의 독립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어 기업들

은 배상책임 리스크관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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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회사는 초과배상책임보험이나 포괄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초과배상책임보험은 PL리스크 등 특정한 배상책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기초배상책임보험: Primary liability insurance)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한도액을 제공하는 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으

로54)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보험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표Ⅴ-7> 참조).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초과배상책임보험료 점유비 - 0.005 3.02  1.10 

초과배상책임보험 침투도 - 0.0051 0.0598 0.0215 

  CAGR(5) - 3.59 -6.62  9.18 

<표 Ⅴ-7> 주요국 초과배상책임보험의 침투도 및 증감률 비교(2015)
(단위: %)

주: 점유비는 손보 전체 보험료에서 PL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 Ⅴ-8>의 예시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에 대한 보상한도액 5억까지는 기

초보험이고 이를 초과한 100억까지 담보하는 보험은 초과보험에 해당한다. 포괄배

상책임보험은 개별종목별 초과보험과 기초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도 보상하여 

기업의 모든 배상책임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포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

자들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종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5)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하

나의 포괄증권과 기초증권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들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 산정이나 자기부담금 등 보험조건 설정을 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54) Wells Bert(2010), “Excess Insurance Umbrella Insurance and Multi-Insurer Coverage 

Programs”, Covington & Burling LLP, pp. 2~5

55) 포괄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은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증액 기능, 추가적인 배상

책임리스크를 담보하므로 기초배상책임보험 기능을 하며,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부담보위

험을 확장담보하는 기능을 함. 지수현(2002), 배상책임보험론,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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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금액

100억  포괄보험

50억

30억

10억

5억  기초보험

1억

보험종목
시설 주차장 PL 임원배상 신배책 환경책임 기타

위험영업배상책임보험 별도 증권 배상책임보험

<표 Ⅴ-8> 초과보험 및 포괄보험 운영체계

나. 보험 가입률 제고

PL보험의 리스크풀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계약자를 풀링하여 최소 보험료비용으로 위험을 전

가할 수 있다. 풀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방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의무보험화이다. 국내의 경우 1982년 입법안으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된 바 있었지만 2002년 시행된 PL법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조자 등은 

PL사고에 대비하여 기금 적립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든가 보험에 가입하여 PL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L법에 위해가능성이 큰 소비생활용품에 한정하여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연구56)가 있으며 입법화57)가 진행 중이다. 

56) 황현아(2017)는 일률적인 보험 가입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큰 제조물 중

심으로 의무보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내용은 황현형(2013)의 방안과 유사하게 

안전마크제품을 의무화하는 방안, 농림수산업/광업/식료품업/고무제품업/정밀기계업의 의

무화 방안, 사고발생률과 손해배상액 규모가 큰 제품을 선별적 의무화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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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의무보험 도입 찬반 및 효과(n = 1,208)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9.1%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L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는 경우 소비자 권

익보호와 제조물의 안전 향상에 52.8%가 ‘도움이 된다’(매우 +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이다)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91.9%로 나타났다.

그리고 PL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응답 비중은 전자제품이 56.2%

로 가장 높았고, 주방용품 6.8%, 가스 관련 제품 6.4%, 전열기구 6.2% 순이었다. 보

험 가입 의무가 필요한 전자제품은 27.8%가 스마트폰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노트북

(12.0%), 컴퓨터(9.4%), 텔레비전(8.1%)을 제시하였다. 

57) 박선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10, 의안번호 2005039)

은 제조업자의 일정배상한도액 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

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을 신설하는 제9조 및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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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한 제품(n = 1,208)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에도 불구하구 PL책임 이행을 강제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선진 국가와 유사하게 우리나

라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책임 이행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한 보험 가입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융합촉진법(이하 ‘산촉법’)상의 보험 가입 활용방법이다. 산촉법 제19조 

제2항은 산업융합신제품58)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 등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해야 한다.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한도는 사망 시 8천만 원, 부상 

시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 재산손해는 1억 원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적합성 인증

이 필요한 제품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

를 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21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

는 전기용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산품, 에너지, 계측장비, 항공기, 선박, 건

설기계, 물, 환경검사장비,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시설, 자동차이다. 따라서 이

들 제품에 대해 PL법과 산촉법을 결합하면 의무가입대상 제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58)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함.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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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보험 가입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책임과 PL보험 가입조항을 운영하는 방

안이다.59)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2017년 6월 현재 41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가구 제조,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자동차업, 전기업종, 잔저업종, 조선

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양플랜트업은 PL책임부담과 계약종료 후의 PL책임 부담 의

무를 규정60)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약서 중 PL책임의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은 조

선제조임가공업만 수급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의 요구 시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61)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시 원청자가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비중은 32.9%이며 도소매업이 4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33.7%이다. 이 비율 또한 도소매업이 40.8%로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직 PL보험증권 요구비율은 낮은 상태이다.

59) 차일권(2007), “PL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험개발원 Workshop 자료 p. 18

60) 전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5조(제조물책임)는 “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

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

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47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5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

한 사항 2. 제36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 정하

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43조에 정하

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61)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1조(제조물책임) ④을은 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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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수
증권요구
응답 비중

증권요구거래의 매출액 비중

10% 
미만

10-
20%

20-
30%

30-
40%

40%
초과

평균

업

종

별

제조업 242  31.4  17.1  26.3  15.8  6.6  34.2  31.7 

도소매업 54  42.6  8.7  30.4  4.3  8.7  47.8  40.8 

기타 14  21.4  -  33.3  33.3  -  33.3  33.3 

생

산

형

태

완제품 240  32.9  17.7  26.6  11.4  6.3  38.0  33.4 

부품 43  34.9  6.7  33.3  20.0  6.7  33.3  30.9 

기타 27  29.6  -  25.0  25.0  12.5  37.5  43.1 

합 계 310  32.9  14.7  27.5  13.7  6.9  37.3  33.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12~213

<표 Ⅴ-9>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단위: %) 

따라서 PL책임을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 신설할 필요가 있

고, PL책임 이행이 되도록 “PL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계약을 이행할 때 PL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해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하여 거래 계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책임과 보험 가입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가구, 음식료품, 가전제품, 의

약품과 의료기기, 고무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 등 제조물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사고가능성이 큰 의료기기업

의 경우 PL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거래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Ⅴ-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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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중소기업의 업종별 하도급 거래 시 PL보험증권 요구현황 

주: 최근 2년간 310개 중소기업의 응답현황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12~213

이것은 원청자들이 인식하는 PL리스크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하

도급계약서에 PL책임 관련 조항과 PL보험 도입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고, 하도급 계

약 시 PL보험 가입내역과 보험료비용이 원가에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제품제조자와 부품제조자, SW 공급

자 및 유지보수업 등 다양한 업종이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PL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 현행 PL법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해 PL책임부담 및 손실배상을 위한 PL보험 가입이 전제될 필요

가 있다. 특히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거되고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게 되어 영국의 경우에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단일 보험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62) 

62) 이기형(2017),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

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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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업종 PL책임 잔존의무 PL보험 가입 규정

PL책임 

규정 도입

업종

가구업

도입됨

도입필요

건설자재업 도입필요

자기상표제조업 도입필요

자동차업 -

전기업 도입필요

전자업 -

조선업 -

전기공사업 -

조선제조임가공업 기 도입

해양플랜트업 도입필요 -

PL책임 

미도입

업종

고무플라스틱업

PL책임 및 잔존책임 

도입필요

도입필요

기계업종 -

상용SW 공급 및 구축업 도입필요

상용SW 유지보수업 도입필요

섬유업 도입필요

소방시설공사업 도입필요

엔지니어링활동업 도입필요

음식료업 도입필요

의료기기업 도입필요

의약품 제조업 도입필요

전기공사업 -

의약품 제조업 도입필요

화학업 도입필요

<표 Ⅴ-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PL책임 및 PL보험 가입조항 필요 업종

다. 판매채널 다양화

PL리스크는 동질리스크이지만 제조업체별 가입한 제조물별로는 PL리스크가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별 규모나 리스크 상황에 따라 판매채널을 달리

하여 리스크풀링을 할 필요가 있다. 2002년 PL법 도입 이후 단체를 통한 보험계약이 

주요 채널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2015년 현재 계약 건수 기준 83.9%, 보험료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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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73.7%나 되며, 최근에 들어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표 Ⅱ-12> 및 <그림Ⅴ

-6> 참조). 

<그림 Ⅴ-6> 연도별 단체계약 건수 및 보험료 비중 

이에 비해 일본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비중은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PL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

의 리스크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언더라이팅이 용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L보험의 판매채널을 관련협회 등을 통한 단체계약방식과 대리점과 중개

사 채널을 이용한 판매방식을 확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통한 언더라이팅이 제고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통계가 사내에 축적되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수재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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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수
사고경험

비율
피해가 
큰 비율

배상
건수

총배상액
보험금
지급

기타
지급

보험
담보율

업종별

제조업 242 10.7 26.9 2.9  1,695  1,265  429  74.6 
도소매업 54 16.7 22.2 1.4  693  638  54  92.1 

기타 14 7.1 0.0 13.0  10,000  7,900  2,100  79.0 

생산

형태

완제품 240 12.1 27.5 2.9  1,960  1,497  463  76.4 
부품 43 7.0 0.0 4.0  208  135  73  64.9 
기타 27 14.8 25.0 1.3  705  682  22  96.7 

합 계 310 11.6 25.0 2.8  1,674  1,293  382  77.2 
주: 보험담보율 = 보험금 지급 / 총배상액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p. 209~211

<표 Ⅴ-11>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 지급률 현황
(단위: 개사, %, 건, 만 원) 

2. 손해보전기능 강화

가. 전부보험 유도

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재물보험과 같이 전부보험과 일부보험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동일한 담보 배상책임리스크일지라도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라 손

실가능성은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PL보험은 PL법에 기초한 특수불법행위에 

해당되고 EU의 PL지침63)이나 국내의 환경오염사고배상책임보험64)과 같이 손해배

상액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보상한도액을 결정

하는 것이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에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규모와 보험금 지급 및 기타 부담규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6%의 회사가 사고경험이 있으며, 총 배상액은 평균 1,600만 원이며 

이 중 보험금은 1,293만 원으로 보험담보율이 7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

상액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사내 적림금 등으로 배상한 것으로 보인다.

63) EU PL지침 제16조는 회원국이 동일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인적손해배상금액을 7,000만 

유로로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임

64) 위험시설에 대해 2,0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두고 있음. 이기형(2015),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제340호,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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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들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가액인 보상한도액을 측정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상한도액은 과거 경험통계기간 동안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심도를 추정하여 산출한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이 된다. 또한 기업이 추

정된 최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전부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보유(낮은 보

상한도액, 높은 자기부담금 설정)할 것인지는 기업의 재무적 능력과 리스크관리 역

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의 방어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해주므로 기업은 이를 감안하여 추정된 보상한도액

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칫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PL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금을 손해배상

금을 지출하기 전에 방어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험 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야 하므로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PL보험의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방어비용은 전체 지급보험금 총액

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L사고가 발생하면 평균적

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가

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손해사고기준 손해배상청구기준　 합계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총지급액 방어비용 비율 
2005  2,573  813 31.6  192  57 29.7  2,766  870 31.5 

2006  2,448  788 32.2  291  100 34.2  2,739  888 32.4 

2007  2,544  768 30.2  332  67 20.2  2,876  835 29.0 

2008  2,205  692 31.4  525  116 22.1  2,730  808 29.6 

2009  1,945  583 30.0  461  98 21.4  2,405  682 28.3 

2010  2,049  621 30.3  447  95 21.3  2,496  716 28.7 

2011  2,043  558 27.3  517  114 22.0  2,560  672 26.3 

2012  2,018  538 26.7  503  109 21.7  2,521  647 25.7 

2013  2,213  565 25.6  477  101 21.3  2,689  667 24.8 

2014  2,403  604 25.1  509  119 23.5  2,912  724 24.8 

계  22,441  6,532 29.1  4,255  977 23.0  26,695  7,509 28.1 

주: 원수 및 수재기준이며 총지급보험액은 “지급보험금 + 방어비용 + 손해사정비 + 준비금”의 합임

자료: AM Best, Aggregates & Averages(2000, 2010, 2015), “Schedule P-Part 1R-Section 1,2-Product 

Liability”를 참조하여 작성

<표 Ⅴ-12> 미국 PL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방어비용 비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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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L보험이 PL책임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상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의 PL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

험회사는 청약 시에 개별 기업의 PL리스크를 평가하여 측정된 손해배상액에 방어비

용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매출액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PL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은 더 큰 규모의 

보상한도액을 가입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1사고당 대인 및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별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1억 원 이하로 가입한 계약 건수는 32%이

며 5억 원까지 가입한 기업은 88%에 해당한다. 

보상
한도액

　대인대상 대물배상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0.1억 이하  0.22  0.73  0.89  31.2  0.73  0.88  0.71  20.9 

0.3억  0.25  0.73  0.89  97.8  0.73  0.88  0.79 1,044.5 

0.5억  0.27  0.74  0.90  22.7  0.74  0.88  0.79  38.5 

1억  0.32  0.74  0.90  7.8  0.75  0.88  0.79  18.0 

3억  0.72  0.78  0.92  17.5  0.84  0.90  0.80  19.1 

5억  0.88  0.79  0.93  16.6  0.88  0.90  0.81  69.2 

10억  0.96  0.81  0.94  14.4  0.90  0.91  0.81  8.7 

20억  0.99  0.83  0.95  5.7  0.92  0.91  0.82  12.3 

30억  0.99  0.84  0.98  71.5  0.92  0.92  0.82  1.3 

50억  0.99  0.86  0.99  4.4  0.92  0.93  0.83  19.7 

50억 초과  1.00  1.00  1.00  2.7  1.00  1.00  1.00  65.6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2010~2014년의 평균 기준임

2) 손해율 = 지급보험금 / 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Ⅴ-13> 1사고당 대인 및 대물 보상한도액별 누적분포 및 손해율
(단위: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772명이며 사망자가 165명에 이른

다.65) 이러한 피해에 대해 옥시사가 제시한 손해배상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의 사망은 10억 원, 중상은 10억과 향후 치료비이며 성인은 사망 시 10.4억-9.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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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PL사고 피해액 대비 보험금 수준  

중상 13.3억 원 이상이다.66) 이에 의거하여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650억 원

(165명 ×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PL사고에 대비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 충분한 보상한도액으로 PL보험에 가입하고 이러한 사례를 예시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PL보험 가입에 따른 당해 제품의 가

격 상승을 일정한도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정한 보상한도액으로 보

험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손해배상 피해액 대비 배

상 정도를 물어본 결과 ‘50% 이상 100% 미만’이 6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 이상’(14.0%), ‘100% 이상 150% 미만’(10.7%), ‘50% 미만’(7.8%) 순으로 나타

났으며, 피해액 대비 배상 정도는 평균 83.4%로 나타나 실제 피해액(100%)보다 평

균 16.6%p 낮은 수준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5) 환경부 보도자료(2017. 1. 13),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8명 추가인정”

66) 옥시레킷벤키저 보도자료(2016. 6. 26), “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해자를 위한 배상안 

제안(1,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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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PL보험 가입제품의 가격 상승 용인 의향 

따라서 기업은 PL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비용을 판매가격에 적정하게 반영

하고 사고 시에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

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18%만 보험 가입에 따른 가

격 상승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응답자의 19.2%는 30% 이상 상승하

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금 담보방안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2017년 PL법에 징벌적 손

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추정조항을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2017년 4월 19

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PL법 제3조 제2항). 

다만,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제조업자의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

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

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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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 필요성과 이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

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

한 정도”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다.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한 결과, 

85.4%의 소비자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8%만 필요없다고 응답해 절대

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필요한 것은 ‘제조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라

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어서’(28.8%), ‘제조물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될 수 있

기 때문에’(23.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Ⅴ-9> 참조).

현행 PL보험약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판매할 

상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담보가 가능한 경우

에는 이를 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약관 개정도 필요하다. 황현아(2017)는 장덕조

(2003) 연구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불법행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보험담보 허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보험담보 시 고려요인으로서 고의사고의 담보 가

능성, 보험료 상승 및 사업의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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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배상주체 

먼저, 고의사고의 담보여부이다. 현행 PL법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

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PL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로 운영되

는 보험약관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담보이다. 즉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담보는 음주운전 등 고의사고에 대해 보험담보를 인정하고 있고 심

지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지만 자기신체손해도 보상해주고 있다.67) 이와 같이 행

위자의 고의적인 사유에 위한 제3자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덕조(2003)68)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의 보험담보를 긍정하

는 배경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약관에 면책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합리적 기대원칙 등에서 담보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내 소

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할 주체로 ‘제조자(사)가 PL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라는 것에 52.5% 응답했고, ‘제조물의 제조자(사)’라는 것에 47.5% 응답하

여 명확한 방향으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이기형(2016), ｢음주운전 사고 방지에 대한 보험제도 기여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

원, p. 6 

68) 장덕조(2003), ｢징벌적 손해배상의 보험보호에 관한 의의와 그 시사｣, 상사법연구 제22

권 제2호, 상사법학회,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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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PL보험사업의 안정성 및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배상책임보험 위기 시에 한도없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상 등으로 보험

료가 크게 상승하고 PL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여 많은 보험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된 

경험이 있다. 1996년 미국의 통일주법위원국가회는 징벌적 손해배상모범법69)을 채

택하고 45개 주가 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적

손해배상액(Compensatory damage)의 한 자릿수 이내로 제한하는 판결이 이루어짐

에 따라 PL보험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운영은 2018년에 시행될 PL법 내용비교 시 배상한도, 배상판결의 고려요인에 보면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

지 않은 주의 과거 2009~2015년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경과 손해율과 보험영업

이익률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징벌적 손해담보　 징벌적 손해부담보　 격차(담보-부담보)

손해율 영업이익률 손해율 영업이익률 손해율 영업이익률

평균 43.2 -11.8 50.0 -24.7 -6.7 12.9 

표준편차 34.1 59.4 26.5 54.0 7.6 5.3 

최댓값 426.1 111.7 110.3 55.8 315.8 55.9 

최솟값 -204.0 -182.6 1.5 -176.0 -205.5 -6.6

상한 77.3 399.2 76.4 159.3 0.9 239.9 

하한 9.1 -601.2 23.5 -392.6 -14.3 -208.6

해당 주수 31　 29　 3

주: 1) 주별 2009~2015년간의 평균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영업이익 / 경과보험료)기준임

      2)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여부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적 재상책임부

과(Directive assessed punitive damages)방식 채택여부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1) Alexis Watts(2017. 7. 5), “Limits on Punitive Damages”(http://www.legalmatch.com/ law-library/article/limits-on-punitive-damages.html)

        2) http://www.mcandl.com/puni_chart.html(2017. 7. 5)

        3) NAIC(2017), “Report on  Profitability By Line By State in 2015” 

<표 Ⅴ-14>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보험담보 여부별 손해율 격차
(단위: %) 

69) 모델법 제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불법행위의 본질, 실제 손해액

의 정도, 피고가 납부 또는 납부할 벌금이나 위약금, 불법행위로 피고가 얻은 이익, 피고

가 취한 구제수단, 피고의 관련법령 준수 또는 미준수 여부, 피고의 재정상태, 부과로 기

인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역효과를 두고 있음. 김수아(2014),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법

의 최근 경향: 야수 길들이기?｣, 민사법연구, 제22집,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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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주(Insurable state)는 담보하지 않은 

주보다 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보험담보가 PL보험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개혁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어 향후 국내에서 이를 담보하여도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손해배상액 규모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경험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의 수지상 등을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2018~2022 2023~2027 2027~

보통약관 징벌적 손해배상금 면책으로 규정
3배 이내 존속 시 

면책 검토

특약 징벌적 손해배상금담보 특약 개발
특약 운영실적 

검증 확대
보통약관 흡수

운영 리스크관리 양호기업 선별적 담보, 경험요율과 연계
경험요율과 연계성 

확대

보험료 30% 이상 안전율 감안 산정
요율수준의  

적정성 확보
-

<표 Ⅴ-1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보험담보화 방안 

 

2018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담보는 다음과 같이 3단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다. 2022년까지는 현행 PL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

임담보 특약을 참조위험률로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담보 특약의 첨부는 제조사의 기업의 규모, 과거 사고경험, 리스크관리 현

황 등을 고려하여 부대여부를 결정하고 경험요율제도에 이를 반영하여 차등화시킴

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의 안전율을 반영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에는 특약 운영실적을 지속

적으로 검증하여 요율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약 도입이 10년이 경과한 

2027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3배 이내로 존속되는 경우에 보통약관으로 흡수하

고 경험요율의 적용 폭을 확대하여 제조자의 리스크통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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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가. 경험요율제도 도입

보험계약조건인 담보위험과 부담보위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과 같은 보험계

약조건과 더불어 보험료적용체계(Rating plan)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다른 보험과 달리 PL보험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보험이다. Vicusi and Hersch(1990)는 이러한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은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보상한도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상한도액 방

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추정조항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 등으로 PL

리스크가 증가하지만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에 보험효용성이 낮아질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조건을 통한 리스크관리 촉진은 최소화하고 보험요율체계

를 통한 리스크관리 촉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L보험의 요율체계는 업종별 등급요율체계에 안전마크 부착제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만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PL보험은 예정요율제도70)를 운영하고 있는 화재

보험의 공장물건(2014년 1,184억 원)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단순한 요율체계(Rating plan)로 되어 있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유인이 적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요율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PL보험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본요율에 성과요

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안전마크인증제품 할인제도는 

5% 할인만 해주고 있어 리스크관리 성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마크 부착

제품일지라도 PL리스크관리를 잘 하지 못한 기업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

70) 화재보험 공장물건의 예정요율제도는 보험 가입금액 20억 원 이상의 계약에 적용하며, 

과거 5년간의 사고 건수와 손해율에 따라 25% 할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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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보험료 할인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PL보험의 성과요율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요율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도입할 성과요율제도는 과거 5년 동안의 사고발생빈도와 손해율에 따라 20%를 할

인·할증하는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과, 기업의 PL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내

용과 실행방법에 따라 최대 20% 할인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미쯔이스미토모사는 과거 5년간의 사

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산출하고, 나아가 ISO 9001(품질관리시스템), ISO 

14001(한경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중 하나를 제3자로부터 인

증받고 품질관리부서와 책임자 운영, 광고, 판매, 취급설명서, 제품설명서 PL부서나 

법무부서의 심사체계, 보험금 청구방법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최대 40%까

지 할인하는 예정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PL보험의 자사요율화를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PL법 시행에 맞추어 

개발된 PL보험상품의 운영경험이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보험자 협의

요율 적용 비중이 보험료 기준으로 90%가 넘고 있다. 이는 PL보험의 수요 증가에 따

라 규모 확대에 중심을 둔 PL보험 운영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각 손해보

험회사는 담보력의 증가로 보유확대를 통한 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목

적을 달성하기를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PL보험 인수경험을 바탕으로 자사요율로 전환

하고 인수 시에 언더라이팅 조사71)와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언더라이팅하고 재보험

출재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팅 권한(Underwriting author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71) 미국 ASIG사는 PL보험청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 1. 계약자명(자회사 

모두 포함). 계약자의 지위(개인, 협업자, 회사), 계약자의 사업내용(제조자, 공급자, 수입

자, 기타), 계약자의 부보자산금액/사업기간/자회사 명칭, 가입희망보상한도액, 담보지역

과 지역별 담보상품명 리스트, 최근 5년 동안 리콜 또는 공급중단사례와 그 이유, 최근 

3년간 신제품 출시국가, 담보기간 동안 신제품 출시국가, 추가 피보험자명, 과거 PL관계

법 위반경험,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하는지, PL손해통제프로그램 운영 여부, 품질관리

절차 존속 여부, 리콜계획존재 여부, 국가의 제품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품시험실 연구원

의 보험 가입 여부, 보관제품의 기록관리 유지 여부, 보험담보증권방식(손해사고기준/배

상청구기준), 과거 인수거절 경험 및 사유, 미국/캐나다와 기타 국가별 과거 5년간 발생

손해액, 5천 달러 이상 손해인 경우 상세히 기록, 희망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등임.    

http://www.aig.com.sg/content/dam/aig/apac/singapore/documents/other/apac-sme-product

-liability-insurance. pdf(2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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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요율체계 변경 요율체계

요율체계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 인상

계수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 ×
특약 할인 및 할증

기준보험료 × (보상한도액 인상

계수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 ×
특약요율 × 성과요율

기본요율
∙ 제조물별/완성작업별/매출액별 기준요율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할인요율

∙ 자기부담금 할인계수(50만 원 

0.07, 100만 원 0.14)
∙ 인증마크부착 특약 할인(5%)

∙ 자기부담금 금액 확대(200만 원, 
500만 원)

∙ 인증마크부착 특약 할인(5%)

할증요율 - -

성과

요율

제도

경험요율 -
5년간 사고빈도, 손해율에 따라 

±20% 차등적용

예정요율 -
사고 예방과 손실축소체계를 갖춘 

경우 20% 할인적용

소급요율 - -

<표 Ⅴ-16> PL보험 요율체계 운영방안 제시

나. 리스크관리 컨설팅 제공 

PL리스크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지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규모 기업일지라도 소비생

활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빈번한 PL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입증책임추정

조항 도입과 같은 PL법 개정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의 PL책임 

부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PL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37.5%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업은 조금 알거나 전혀 알

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

72) 중소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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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계약 건수 및 비중 보험료 건당 보험료

(천 원)건수 비중 금액 비중

5억 이하  25,502  63.4  75,231  55.9  2,950 

10억 이하  6,769  16.8  17,566  13.0  2,595 

50억 이하  5,577  13.9  7,269  5.4  1,303 

100억 이하  1,257  3.1  2,838  2.1  2,258 

200억 이하  539  1.3  2,613  1.9  4,846 

500억 이하  276  0.7  4,417  3.3  16,005 

1,000억 이하  115  0.3  2,628  2.0  22,772 

1,000억 초과  183  0.5  22,107  16.4  121,069 

합계  40,219  100.0  134,669 100.0  - 

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2009~2015간의 평균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Ⅴ-17> 5년 평균 계약자 매출액별 계약 건수 및 보험료 

(단위: 건, %, 백만 원) 

이와 같은 PL법의 강화는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의 PL리스크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PL리스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부담정도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PL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기업

의 매출액 규모별 PL리스크 노출정도는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기업의 계약이 63.4%

이고 1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5%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담하는 건당 보험료

는 소규모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리스크관리 인

식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한 소규모 기업은 PL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조직이나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73)

또한 업종별 PL보험 특성도 다르다. PL보험의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음식물제조업이 41.9%이고, 다음은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14.8%이다. 

건당 보험료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77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학제품 등이 240만 원

이다. 그리고 지급보험금과 손해율도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

73) 2016년에 19개 중소기업의 PL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PL사고 발생 위험이 적어서’가 52.6%이고, ‘관련정보나 지식 등이 부족해서’가 26.3%, ‘인
력과 자금이 부족해서’가 10.5%, ‘필요성을 느끼기 못해서 등’이 10.6%로 나타났음. 중소
기업중앙회(2016), 제품사고 피해대응에 대한 조사연구,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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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보험료  지급보험금 경과

손해율 비중 건당 비중 건당

 음식물류 　  41.9  0.57  29.9  1.55  29.8 

생

산

물

류

소계　  39.5  5.47  44.9  362.93  47.6 

섬유·의복 등  1.2  0.31  0.1  0.11  1.9 

나무제품 제조업  1.3  0.12  2.2  1.07  67.8 

화학제품·석유·석탄 등  5.6  2.40  3.6  9.62  27.1 

비금속광물 제조업  0.7  0.82  0.5  1.79  28.9 

조립금속·기계장비제품  0.7  0.03  2.0  0.44  123.9 

전기·전자기기제품  14.8  7.77  14.2  21.40  40.1 

자동차 제조업  0.7  0.03  0.5  0.05  33.5 

기타 제조업  14.6  1.09  21.9  2.17  63.0 

 완성작업위험 　  18.6  0.03  25.2  0.33  56.9 

업종계 　  100.0  0.16  100.0  1.03  41.9 

주: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만의 실적임(2010~2015) 

      2) 참조위험률(자사요율 포함) 적용 실적으로 재보험자 협의요율 실적은  제외됨 

자료: 보험개발원 

<표 Ⅴ-18> 5년 평균 업종별 보험료와 보험금 비중 및 손해율  
(단위: %, 백만 원)

이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인 PL리스크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PL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재보험자의 요율에 사용하거나 공동인수를 하여 왔기 때문에 부보 기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관련 서비스 제공, 언더라이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기업성 보험의 요율자유화가 언더라이팅기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보 

기업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찍부터 기업성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기능을 강화한 일본 손

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 포함한 기업성 보험에 대한 리스크 컨설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 동경해상74)은 2,000건 이상의 제품안전과 PL컨설팅 경험이 축

74)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2012), ｢PL関連事故·訴訟の現状｣,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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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된 자회사 “동경해상일동 리스크 컨설팅”을 통해 계약자에게 PL리스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제품의 안전관리체제 및 PL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제품의 리콜 및 사고 시 지원, 제품의 PL사고에 대한 리스크 평가, 제품의 취급설명

서와 경고표시에 대한 컨설팅, 환경경영전략수립 지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쯔이스미토모사도 자회사인 “인터리스크총연”을 통해 PL 예방대책과 사고 발생 

시의 사고 대응 및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사고에는 해당지역의 

전문적인 자회사와 관련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L사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한다.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가입하는 기업성 보험이지만 실제 보험금 수혜자는 소비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에 기업과 보험계약

에 대해 협상해야 하지만 사고 시에는 다수 피해자들과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접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에 대한 PL보험의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가입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사의 상품명과 보험기간, 보험금 청구방법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제품마다 가입한 보험회사를 널리 인식시키

고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보험상품의 추가가입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조사자의 61.4%가 제품 구매과정에서 PL보험에 가입한 제조

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구매 시에 PL보험 가입을 17.2%만 확인하고 

있으나 가습기 사고 이후 PL법 개정으로 PL보험 가입 경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하는 제품에 자사의 이름과 상품명칭,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PL보험이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보험금 

청구가 되는 경우 신속한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절차를 이행하여 신뢰관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접수된 피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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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의향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보다 지급 보험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지속적인 타사로부터 계약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기존 가입한 보험계약의 갱신이 지속되어 우량한 계약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PL사고 시 보험금 직접 청구 의향을 조사

한 결과 91.2%가 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제3자직접청구권제도를 통해 소비자와 

신뢰관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PL보험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필요

가 있다. 국내 소비자는 PL법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7.3%

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교육기관이 보험교육을 할 때 일상생활

과 관련된 보험으로 PL책임과 보험을 교육하여 PL법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보험을 가입한 PL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함에 따라 PL리스크관리 비용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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