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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존경하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강형주 서울중앙지
방법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오늘의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있고, 사법부가 풀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존 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 속한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
하고 실질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는 실체적, 절차적 제도
정비 방안을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 개진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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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대규모의 위험과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적 대응은 민사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도 수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고찰은 민사법, 행정법,
형사법 등 여러 분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심포지엄을 엽니다만,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행정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도 철저한 검토와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 대륙법체계가 구비한 여러 제재수단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여 규율을 해 왔는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불
거졌는지, 즉, 우리에게 법제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아니면 있는 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대규모 위험과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관
련된 어느 분야에서도 철저한 법적용과 법집행을 통한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륙법
체계와는 사뭇 다른 미국법 제도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 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니만
큼, 오늘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께서는 기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가 모여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민사 분야의 실체적, 절차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앞으로 여러 법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를 맡아주신 각 세션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7.
사법정책연구원장

개회사

호 문 혁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6월 사법정책연구원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오고 있
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MOU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올해 2월 취임하신 호문혁 원장님과 함
께 기획한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입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민사적 해결방안이 정치적·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마련한 자리입니다.

현대 사회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서는 다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제품에 대한 정보·기술이 가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민
사적 권리 실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당사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제
도적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오늘 심포지엄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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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에 개원식을 행한 제20대 국회에도 이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 특별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간담회 등도 다수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우선적
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
늘 심포지엄을 준비하여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호문혁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될 정책 방안들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7.
국회입법조사처장

개회사

임 성 호

축사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
외 귀빈 여러분!

사법부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
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수고를 아
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주
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권익 보장과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각종 재판제도와 실무운영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 법
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민사재판이 예상하고 있던 전통적인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유
형의 분쟁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독성 살균
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적정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반복
하여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분쟁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재판제도나
실무가 위와 같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적정
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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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조사처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민사적 해결방안’에 관하
여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와 실무경험, 진지한 성찰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개방형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오늘 심포지엄에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오는 7월 개최될 ‘2016 전국민사법관 포럼’에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의 억제ㆍ예방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
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적정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법관들의 논의결과는 장차
재판실무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귀중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제시된 귀중한 식견과 지혜를 바탕
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민사적 분쟁해결에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
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7.
법원행정처장

축사

고 영 한

축사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과 호문
혁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
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의 입법을 담당하고, 동시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
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자구심사권의 경우 끊임없이 월권 논란이 있어 왔기에 특별히 유념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권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
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 소비자의 피해 사례에 있어서 민사소송적 제도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학
술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의미있는 입법자료가 도출됐으
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기준, 피해자는 2,339명, 이 중 사망자
는 46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한 생활용품이 오히려
생명·신체를 해하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됐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안타깝고 어처
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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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에 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가 있지만 각각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의 확대,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내지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이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돼 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좋은 입법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표 정책연구기관이 주최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하는 공통의 목적 아래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시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의 시각으로 문제점에 접근함으로써 이론과 실
제가 조화되는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사법정책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발제·토론·사회를
맡아 수고하실 여러 전문가와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항상 건승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7.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축사

권 성 동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1
주제

·사 회 : 손한기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홍정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토 론 :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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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한기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 부회장, 회장(현재 명예회장)
· 한국중재학회 이사
· 중국법학회 이사, 부회장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중국법연구센터 주임
·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 북경대학(北京大學) 법학원 방문학자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방문학자

발제

홍정아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 행정사무관
·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 사회·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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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함영주 교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고려대학교 법학사·석사·박사
· 미국 Fordham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미국 연방동부지방법원 와인스틴(Jack B. Weinstein) 판사실 Visiting Scholar :
담배소송 trial에서 Judge weinstein의 배려로 chamber 구성원으로 참관.

·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MPI Luxembourg) Visiting Scholar
(집단분쟁/소송, ADR, 분쟁해결론 중점 연구소)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간사, 연구이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총무이사, 홍보이사
· 한국 조정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 싱가폴 조정센터(SMC) 인증 부조정인(Associate mediator; certified)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중앙대 법전원 조정센터
조정총괄위원/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조사위원

토론

김주영 변호사 │ 법무법인 한누리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7)
·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석사(LL.M) (1995)
· 사법연수원 18기(1989)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2000~현재)
·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회 위원(2012~현재)
·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2013~현재)
·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2013~2014)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2001~2003)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 위원(2001~2003)
· 새정치국민회의 증권선진화제도개선 정책기획단 위원(1998~1999)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1997~2001)
· 김&장 법률사무소(199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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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서희석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
· 고려대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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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
-제19대 국회논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 제19대 국회논의를 중심으로홍정아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홍정아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Ⅰ. 서론
또 다시 집단소송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되기 훨씬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유해 가
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문제가 계기가 되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일한 원인
으로 인해 다수피해자가 발생되는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그때마다 언론과 학계 소비자단체 등
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분야를 넘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률을 통해 구현되는 최종 관문이 국회인
만큼 그 원인의 일정 부분을 제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발표문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된 상태인지 그간의 논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고, 논의
결과 새로운 범위로 확장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집단소
송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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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1. 법률안 현황
가. 개요
집단소송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17개로 추산된다1).
이는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률안이 각각 6건2)과 4건3)인 것에 비
교하여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집단소송에 관하여 단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은 집단소
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 2건이며, 특정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집단소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안은 15건이다. 이들 15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
래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4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 4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2건, 「소비자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 1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 1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 ‘강제징용 특례법안’이라 한다)」 2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
이나 강제징용 특례법안은 제정 법률안이지만 집단소송제도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나 손해배상 방법의 하나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앞선 2개
의 제정안과 구별된다.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사항
은 제외된 채 대안반영 폐기된 경우도 있다.

1) 집단소송제도 관련 법안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1건까지 모두 18건으로 추산되나 김기준의
원 대표발의안은 집단소송제도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확대 관련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식품안전기본법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식품안전
기본법안(이기우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
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3) 집단소송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불법집
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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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9대 국회 집단소송제도 관련 법안 현황
구 분

법률안명

단행법
(2건)

집단소송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4건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법률의
일부
(15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2건6))

나. 법률안의 내용
(1)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형식을 바탕으로 증권관련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고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
비자정보 관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형식을 바탕으로 소송절차 상 주장, 답변,
석명에 관한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집단소송제도를 「공정거래법」상 어떤 행위에 대해 적용할 것
인지에 관한 부분 외에 나머지 소송절차부분은 모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
4) 이만우, 노회찬, 정호준, 이종훈의원 각 대표발의
5)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6)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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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까지 확장하고 법률명을 ‘증권 및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표 2] 「공정거래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집단소송제도 적용범위 비교
개정안

집단소송제도 적용범위

이만우의원 대표발의안
(2012.8.27.)

「공정거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
(2012.9.12.)
정호준의원 대표발의안
(2013.1.10.)

담합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이종훈의원 대표발의안
(2013.5.28.)

담합, 재판매가격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
(2013.9.10.)

담합, 재판매가격유지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3.6.를 토대로 작성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소송의 명칭을 ‘대표자소송’으로 하고,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 계약 불이행, 소
비자관련 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에
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소제기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신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개의 「신용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은 「신
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이 공통이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은 용어의 정의와 요건 외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
용하고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되 소송대리인 선임과 소송허
가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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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용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 비교
강기정의원 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제7장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
제43조의3(신용정보관련 집단소송)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의2(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1.~4. 생략
제44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②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1.~4. 생략
제44조의5(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③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제44조의6(소송허가 요건)
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제3조 및 제
제44조의7(소송허가 절차)
12조제1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증권관련
제44조의8(소송허가 결정)
집단소송”은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으로, “증
제44조의9(소송절차 등)
권”은 “신용정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제44조의10(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범위)
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금융위원
제44조의11(분배절차 등)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
제44조의12(대법원규칙)
된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제44조의13(「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
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5)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 4건 중 집단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정
호준의원 대표발의)’이 집단소송 제기사실의 공시 의무를 제외한 점을 빼면 모두 동일한 내용이
다.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며 법률상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등 집단소송의 요건을 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표 4]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안 중 집단소송제도 관련 내용
제00조(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원”이란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2.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3.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 관련 집단소송절
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소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매년 2회 이상 집단소송의 제기사실 등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제3조 및 제12조
제1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금융상품관련 집단소송”으로, “증권”은 “금
융상품”으로, “한국거래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본다.

(6) 강제징용 특례법안
두개의 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박창식의원 대표발의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다수 강제징용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제안된 배경은 ① 강제징용피해자
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들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그 기록을 확보하
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② 일본 전범기업의 현재와 과거의 법적 동일성을 개별 소송에서 일
일이 입증해야 하며, ③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유족들의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문
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절차의 복잡 및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소수의 강제징용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소송에 참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적용대상 외에 절차적인 부분은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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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강제징용 특례법안 중 집단소송 관련 부분 비교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박창식의원 대표발의안
제5조(징용피해집단소송) 일제전범기업을 상대로 하
는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수의
일제징용피해자를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집단소송(이하 “징용피해집

단소송”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례) ① 강제징용피해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다수의 강제징용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징용피해집단소송의 원고
피해자를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
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송을 수행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징용피
② 제1항의 집단소송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
해집단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소송법」을 준용한다.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
력이 없다.
제8조(다른 법률의 적용) 징용피해집단소송에 관하
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2. 논의 현황
가. 검토보고서의 내용
(1) 공통적인 사항
집단소송제도 확대 관련 17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집
단소송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내지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찬반논거 중 찬성 논거는 대략 세 가지이다. ① 소송경제상
유리하고 권리구제가 편리해지며, ② 동일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③ 극단적인 집
단행동이나 집단불법행위의 예방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논거는 대략 네 가지
로 정리된다. ①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② 남소의 가능성이 있으며, ③ 「민사소송법」상 기판
력 체계나 처분권주의,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금지하는 「신탁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
고, ④ 집단소송제도는 미국만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륙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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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이들 찬성 및 반대 논거에 대한 반론도 본문 또는 각주에
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개별법 개정안에서 특유하게 언급된 점은 이하에서 설명한다.
(2) 개별적인 사항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은 인지대의 상한설정, 소송비용의 국고부담 가능성 등 관련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법안이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 등을 ‘준소비자’로 정의한
점과 집단소송의 범위를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정보 관리 등 사업자의 다양한 행위로
정한 것은 남소우려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을 실체법인 「공정거래법」에
담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강제징용 특례법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대표당사자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강제징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는 우려와 원고의 요건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나. 회의내용 및 관련 부처 의견 등(기타 관련기관, 공청회 진술인 등)
(1)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집단소송
법안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이후 아무런
추가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 경우 법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정부의 의견교환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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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대법원은 현대적인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처방식이 다른 상
황에서 입법정책이 문제된다는 점과 기판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
다. 법무부도 남소 및 경제적 우려와 함께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
야한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의원들은 민사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과 함
께 미국에서는 한국기업이라도 집단소송을 막기 위해 사건발생에 대한 사전 대책을 확실히 세우
는 경향이 있고 큰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한 찬성의견, 개별소
송제도에 의존하면 구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추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표 6] 단행법안 관련 의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무부

● 민사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우려

(사회적인 분노의 개입방지)
● 미국에서는 한국기업도 집단소송

에 대한 우려로 사전대처가 강력

● 현대적인 분쟁은 존재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르게

● 남소 및 경제적 부담 우려의견과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인정
대처하므로 입법정책의 문제
하자는 견해 검토 필요
● 개별소송 시 구제를 포기하는 것
● 기판력의 범위, 소송에 참가하지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않은 사람들의 불측의 손해우려
필요
●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장점

●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고

있는 현실 고려 필요

(2)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의 상정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
의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 자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8)9).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제
7) 국회사무처, 「제326회 국회 제5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4.7.8.
8) 국회사무처, 「제316회 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3.6.18.
9) 참고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함께 개최된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의 진술인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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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관한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질의가 오
갔다10). 법무부는 전체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내용을 개별법에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집단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개별법에 넣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실익이 있는 분야로 하나의 위법행위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제시하였다11).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집단소
송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존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나누어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야당의원이 질타하였다.
[표 7]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의견
정무위원회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활용실

적 저조원인 분석 필요
● 집단소송제를 별도의 법으로 도
입하는 방안과 기존 법률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나누어 제시할 것
●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에 대한 의문

법무부
● 전체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내용

을 개별법에 포함시킨다면 앞으
로 집단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전
부 개별법에 넣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

공정거래위원회
●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큰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
입할 실익이 있음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
정거래위원회는 ① 개정안의 범위가 물품의 하자,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로 매
우 광범위하고 ② 우선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한 후 「소비자기본법」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①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
도를 함께 도입한 입법례가 없고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유사한 규정을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③ 집단소송제도는 절
차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소관하는 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해야지 부문별로 나
집단소송제도에 관하여 ① 집단소송제도가 민법상 당사자주의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고, ②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그
대로 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국회사무처, 「제316회 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3.6.18.)
10) 국회사무처, 「제316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3.7.2.
11)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3.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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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서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12)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악성 소비자의 양산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13).
집단소송제도 확대와 관련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이날의 첫 법안심사소위
원회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표 8] 「소비자기본법」 개정 관련 의견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
● 정부입장 확인

도를 모두 도입한 입법례가 없음 ●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 도
입에 대해 검토 후 소비자기본법
● 집단소송제는 절차적인 부분이
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소
관하는 법에 일괄적으로 규정

(4) 「신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무부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구성
원에도 미친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되
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현행 법체
계와의 상충 문제, 남소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4).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관해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외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은 제외된 채로 대안의결 폐기
되었다15).

1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부의 의견을 소개한 내용이다.
13) 국회사무처, 「제316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3.6.20.
14)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4.2., p.79.
15) 이와 같이 집단소송이 빠진 대안의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은 있었다.(국회사무처, 「제324회 제2차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록」,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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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
정무위원회
● 논의되지 않음

법무부

금융위원회

● 집단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상

● 현행 법체계와의 상충 문제, 남

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

소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절차 없
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나(2014.11.7.) 집단소송에 관해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5)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 4건은 법률의 내용도 많고 쟁점도 많았기 때문에 집단소
송제도는 그 중 일부의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
회는 부처 협의 결과 법무부가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우리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취
지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①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된 제도에 관해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따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현 제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법원허가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제도에 대해 남용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③ 기업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는 반박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전체 법안에 대한 논의 속에서 더 이상 부각되지 못하고 각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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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이미 증권분야에 도입되었으므로 법체계 논거 부적절
● 현 제도 활용 없고 법원허가 통제장치 있어 남용지

적 부적절
●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음
● 문제 발생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위해
● 무부 반대 명확
집단소송제도가 필요
● 집단소송제도 도입여부는 입법정책, 정치적으로 판
단할 문제

(6) 강제징용 특례법안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특례법안 중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① 일제징용 피해자가 다수이긴 하나 강제징용의 시기 등 사실관계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요건인 쟁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증권관련 집
단소송법」 준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16)

다. 검토
19대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위원회 별로 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집단소송제도의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대체로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이외의 분야에 확대
하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찬반의견 소개에 그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기회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단행법인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직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법보다는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먼저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표명했을 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무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일 확대할 경우 개별 법률에 소송제도를 삽입하는 방식보다는 법무부 소관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면적인 시행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
16)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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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체로 법무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경우 법무부의 반대를 의식하면서도 공정거래의 일정 분야에 대해 도입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찬반의 견해를 밝
히기 보다는 현대적 분쟁이 늘고 있음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면서도 기판력
과 당사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를 추진할 구심
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반대가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무위원회의 논의가 사실상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요건이나 제외신고, 기판력, 분배절차 및 남
용방지 수단 등 집단소송의 구체적인 절차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위한 과제
1. 입법 정책적 결단
집단소송제도 확대 관련 법안발의 양상은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인 피해자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별 개별법 개정안과 소송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단행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것이다17).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찬반양론을 소개하고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마무
리되었다. 지금까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소송제
도의 확대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 중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 법
무부는 일관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은 다소 미온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부가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를 반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입장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도 부족하다. 사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의 도입 또는 확대는 큰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의 제

17) 이미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다(2016.6.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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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개별법 개정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에 집단소송제도라는 형태의 집단분쟁 해결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
한 정부의 입장정리와 국회의 의지나 결단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때와 비교해도 분명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는 대법원, 법무부, 재정경제부를 대표하는 진술인
들이 모두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남소방지 장치를 많이 두
었으므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재정경제부 진술인은 우리 사법제도가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 자체가 적고 선정당사자 제도는 개별수권의 불편함,
소송비용의 부담 등의 약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사건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피력하였다18). 이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문제가 논리적 귀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
책적 의지에 따라 정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당시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금융위기로 인해 구제금융을 허용한 IBRD가 한국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
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므로19), 정부의 의지가 자율적인 것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의지를 가
지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정부안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원
안과 대비되는 정부안이 있을 경우 정부와 의원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여
합의에 이르기 쉽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현시점에서 필요
하지 않다거나 이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는 집단적인 피해자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
대의 분쟁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
서는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절차에 대한 수요가 크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 국회사무처, 「제23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3.5.22.
19)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회의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므로 의원들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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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유
명무실해진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건 발
의되었으나20)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집단
소송제도와 연계시킨 법안이나 논의는 없었다.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를 그대로 둘 것인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적
절한지, 집단소송제도를 대신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
인지 등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2. 법률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의 진전
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일단 이들 제도를 도입하
여 활용정도와 남용 여부 등 진행상황을 살펴본다거나21) 일반법으로 시행하기 이전 단계로 도입
한다는22) 전제가 있었다. 도입이후 경과를 단편적으로 보면, 소비자단체소송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1건
만 진행되었다. 2016년에 들어서 2개의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법원의 허가
를 받아 진행 되고 있을 뿐이다23).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도 2015년 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
은 7건에 불과하다. 당초 기업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50인이 500
만원만 모으면(논의 당시 법안의 인지액 상한이다) 어느 기업을 상대로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피고가 된 기업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나24) 그러한 우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셈이다.

20) 강석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4051)
21) 국회사무처, 「제252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2005.2.21.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원질의 및 공청회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연계되지 않고 단지 침해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청하게 되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으나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단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시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결국 손
해배상 청구와 연계되지 않은 현행과 같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형태로 대안의결되었다.
22) 국회사무처, 「제21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0.12.26.
23) 당초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소를 제기 하였으나 1건은 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다. 그밖에,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
1건이 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다.
24)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의 집단소송제 운영 실태와 정책 시사점」, 2005.,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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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 시기가 흐른 지금 이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
는 이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할 사건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인지, 현행 제도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
지, 특히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정부와 국회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현재
보다 진전된 제도를 설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나. 일반 단행법의 제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형태는 크게 단행법률안과 기존 법률의
일부로 집단소송제도를 수용하는 법률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집단소송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논의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
었다. 증권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및 환경관련 사항 등 집단소송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법적인 집단소송법을 제정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다25).

국회 논의차원에서 본다면 기존 법률의 일부로 집단소송제도를 수용하는 방안은 논의 범위를
해당 분야로 좁힐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쉽고 결정을 내리는 부담도 줄여주는 장점
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입법례 부문에서도 이미 「소비자기
본법」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규정한 바 있어 실체법에 절차법을 넣는 자체가 핵심쟁점이 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여러 분야에서 기존 법률의 일부로 도입될 경우 소
송절차가 각기 달라질 위험이 있고 모두 같을 경우 각 법률마다 따로 정할 실익이 없다. 보다 근
본적으로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한 소송절차를 개별법마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존
법률의 일부로 집단소송제도를 수용하는 논의가 한 위원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기
준이 없다면 어느 분야에 우선 인정할 것인지 또는 발의된 모든 분야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를 위
원회의 임의로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분야의 피해자인지에 따라 차별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 적용 단계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송영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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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한편, 유사한 내용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단체소송제도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단체소
송의 제소요건을 「소비자기본법」과 달리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를 「소비자기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자는
개정안이 등장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기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
도의 확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행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행법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집단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분명하게 만들
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송절차를 실체법과 함께 규율하는 점에 대한 논란을 없
애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단행법의 형식이라도 특정 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라면 역시 기존 법률의 일부로 집단
소송제도를 수용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이는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분야에 먼저 도
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입했을 때에 비해 혼란을 줄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일지라도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적용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도입의 폐해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적용범위를 좁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제도도입의 안전성 여부는 질적이고 결과적인
것이지 단순히 한 분야로 한정했다고 해서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26)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정책상 개별 분야부터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면, 19
대 국회 논의에서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의 확대에 반대하면서도 만일 확대할 경우 일부 분야부
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정부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이 공정거래 분
야임을 감안할 때 기존 증권분야에 공정거래 분야를 더하는 확대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의 형식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과 내용을
2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민사소송법학회를 대표하여 진술한 함영주 교수님의 발표 내용이다. 국회사무처, 「제239
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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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국회 정
무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전반적인 소송체
계 변화에 관한 사전적 구상이 없이 위원회별로 논의된다면 19대 국회와 유사한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 분야부터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게 될 경우라도 상황에 의존하
는 형식보다는 다소 인위적일지라도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할 개별법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무
리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밑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관점의 이동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 19대 국회의 논의는 주로 도입여부 또는 확대여부 논의에 집중된 나머지 집
단소송제도의 형태 등 법률안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논의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BRD의 권고로 인해 도입여부
자체에 대한 의견대립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2000년 12월 21
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래 2003년 12월 17일에 의결될 때까지 10차례가 넘는 전
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측
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나친 남용방지 수단은 자제해야한다는 견해 대립에 관해 치열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IBRD 권고를 의식하여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도
입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잘 반영된 때문인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남소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는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고 나면 이제는 어떤 형
태로 만들면 가장 필요한 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기업이 더 이상 오
랜 기간 동안 유사한 분쟁에 시달리지 않고 영업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
서 법률 내용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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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집단소송제도의 형태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충
실한 자료 제공, 국회의 자체적인 연구가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 제출된 집
단소송 관련 법안이 대체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 대상 법안이 모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기
초를 두고 있으면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논의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기준
으로 두고 부차적인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리 현실에 맞는 시스템
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또한
2005년 시행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그 원인을 포함한 제도적 완성도
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아직 실효성이 높은 제도가 아닌 만큼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한
이후 진행된 소송 경험과 학계의 연구,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단행
법제를 택할 경우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법에 집단소송제도를 삽입하면서 기본절차법이 아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절차를 일괄적으로 준용하는 것도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절차적 시도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단점으로 연구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발의될 경우 논의에 활기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주제에 관해 질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
고 심사도 어렵게 만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관련 법안이 있는 경우 각 법안의 비교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한 견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지라도 국회의 논의는 결국
법안을 기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집단소송제도의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마당에 다른 관점을 반영한 법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혼란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겠
지만, 이는 확대 쪽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
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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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정부는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가까운 시기에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
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식 단체
소송을 포함하는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자료집과 집단소송
법시안을 마련한 것이 법무부였다는27)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가 무관심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배경이 있건 간에 이번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를 행사하기 힘든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해서도 그러하다.

집단소송제도는 본래 없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는 누
구나 제기할 수 있으나 기술적 이유로 인해 제기하기 어려웠던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
록 소송수단을 하나 더 마련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을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인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
비자에게 기업과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손해의 존부와 원인을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되면 제기되는 소송의 양이 많아질
것이라거나 기업이 이런 소송을 다 감당하면 제대로 경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을지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서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단 다수의 국민이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혹시라도 원
고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세밀하
게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좋겠다. 혹시 한쪽 당사자가 의문이 있는 권리를 행사하
려는 때에는 법률상 구비된 남소방지 장치와 소송구조의 본질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법원이 함
께 대응하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7) 함영주,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개선방안」, 2011.1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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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이창현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가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현
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필자가 발제를 맡
은 부분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방안인데, 위자료제도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불법행위의 피해자
의 손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 결국 비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도 충실하게 배상
되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불법행위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된다.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요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어렵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받고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다. 즉,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적 손해의 액수가 인색한 측면이 있고, 과실상계(책임의 제한)가 광
범위하게 전개되고 위자료의 액수가 적고 변호사비용이 일정 부분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어렵게 민
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돈은 그리 많지 않게 된다. 결국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이익이 온전하게 보호되기 위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 및 위
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원의 합리적 재량의 행사, 소송비용보전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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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① 위자료의 기능과 본질에 관한
쟁점, ② 위자료의 산정론에 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
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보기능 외에 예방‧제재기능이 적극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예
방‧제재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철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느냐이다.
특히 예방‧제재기능의 한계라는 문제는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법원의 실무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의 권
한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당사자의 역할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 특히 당사자에
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위자료산정기준에 강하게 의존하는 실무관행이 고착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가 발
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법감정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① 실무상 활용되는 위
자료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② 인신침해사안과 비인신침해사안에서 인용되는 위자료액
수 상호간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자료액수 대비표(judicial tariff)의 도입 여부를 검
토하고, ③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주의
의 관철, 비재산적 손해의 구체화, 예방‧제재기능의 강조, 특별손해로서의 위자료에 있어서의 예
견가능성의 인정,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활용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는 하급심 법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현행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 서설
불법행위법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현행 손해배상법의 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들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 중
인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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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
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원고는 ① 이 사
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
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황토팩 제품의 매출액 급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60억 원[황토팩 제품의 월 평균 매출총이익 20억 원×8개월(2007. 10.부터 2008. 5.까지)]을
청구하였고, ②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
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형적 손해의 배상으로 40억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일부 사실의 허위만으로는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적 청구를 기각하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쇳가
루 범벅이고 팩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에
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
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아 무형손해의 배상으로 1억 원을 인정하였다.1) 일부 허위 사실이 매출 감
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존부 및 정도에 대하여 법원이 재량을 적극
적으로 행사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어야 하나, 너무 쉽게 무형손해의 배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결국 회사 주력 제품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에 머무
른 것으로 생각된다.

2. 완전배상의 원리(Total reparation; restitutio in integrum)
불법행위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이라 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
보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가능한 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보기능은 불법행
위법의 1차적 기능이다.2) 자신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기본적 요청(elementary justice)이다.3) 외국의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대체적인 경
1) 서울중앙지판 2010. 7. 14, 2008가합48235(각공 2010하, 1309).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200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손해배
상으로 1억원을 인용하였다.
2)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ⅩⅧ], 前論 Ⅱ, 31(金星泰 집필).
3) Royal Commission on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chairman: Lord Pearson), Report, Vol.
1, 1978, para. 262. A.B.A., Report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ction Commission to improve the tort liability
system, 1987, 206에 의하면 불법행위법은 피해자의 손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Tort law aims to
make the victim whole). McGregor on Damages, 18th ed. 2009, § 1-022; Clerk& Lindsell, On Torts, 19th e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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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완전배상의 원리를 선언하면서 과실불법행위로 인한 책임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예견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4) 특히 영국의 논의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즉, 과실불법행
위에 있어 가해자에게 예견가능성을 넘는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
으나, 고의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예견가능성이론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예견가능성이 폭넓게 긍
정된다.5) 이에 반하여 국내의 다수설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별손해가 예견가능한 경
우에 한하여 배상된다는 점을 들어 제한배상주의가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6)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학설과 판례는 '불법행위 이전의 상황으로 가급적 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7) 따라서 완전배상의 원리를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를 보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8)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피해자의 손해가 보다 충실하게 전보되고, 다른 한편으로 과실상계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3.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이념
판례는 손해배상법의 목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를 든다.9) 또한 유력설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가 불법행위제도의 지도원리라고 설명한다.10) 즉, 사법의 지도원리가 개인의
자유의 보장으로부터 공공의 복리(사회 전체의 이익 내지 향상)를 그 이상으로 하자, 불법행위제
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꾀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손해의
§ 29-06. 특히 영국에서는 블랙번 대법관(Lord Blackburn)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손해배상법의 목적에 관한 고전적 정의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he sum of money to be given for reparation of damages you should as nearly as possible get
at that sum of money which will put the party who has been injured, or who has suffered, in the same position
as he would have been in if he had not sustained the wrong for which he is now getting his compensation or
reparation”(Livingstone v Rawyards Coal Co, (1880) 5 App. Cas. 25, 39).
4) Stoll, Haftungsfolgen im bürgerlichen Recht, 1993, S. 179; v. Bar, The Common European Law of Torts, 2000, vol. 2, N 136.
5) Overseas Tankship Ltd v Morts Dock and Engineering Co Ltd, The Wagon Mound [1961] AC 388, 422-423; Wilby,
The Law of Damages, 2nd ed. 2010, §§ 6.55, 6.81.
6)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Ⅸ], 459면(池元林 집필); 金相容, 不法行爲法, 1997, 442면; 梁三承, 損害賠償範圍에 關한 基礎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50면 이하. 朴東瑱,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比較私法 11권 4호(2004. 12),
297면 이하에 의하면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손해의 전보가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7)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8) 同旨: 김문희,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 判例硏究 제22집
(부산판례연구회, 2011. 2), 915면.
9) 대전판 1969. 2. 4, 68다2178(집 17-1, 민 167); 대판 1995. 4. 11, 94다15646(공 1995, 1830); 대판 2008. 2. 1, 2006다
6713(공 2008상, 288) 외 다수.
10) 郭潤直, 債權各論, 新訂版, 1995, 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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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강조하여 ‘책임의 제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가해행위와 피해
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
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
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
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
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11) 또한 법원은 입법론적으로 민법 제
765조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12) 다만 유력설은 과실상계제도가 예외적 성격의 제도
임을 감안하여 조정적 기능의 확대는 피해자 보호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3) 불법행위의 성
립요건에 대한 입증을 마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이전의 상황으로의 회복을 금전배상
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실무관행에 의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완전배상이라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실상계 등의 존부와 범위에 있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과 법관의 합리적 재량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법관의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14) 결
국 석명권행사를 통한 입증촉구와 산출근거의 제시가 요망된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입
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하여 자유심증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
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
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
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16) 그러나
11) 대판 2000. 1. 21, 98다50586(공 2000, 470).
12) 법무부편, 2004년도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Ⅱ, 586~7면. 동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배상의무자가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하는 것이 구체적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부적절하다고 한다.
13) 김문희(註 8), 908면.
14) 김문희(註 8), 912면.
15) 김문희(註 8), 912면.
16) 대판 2009. 8. 20, 2008다19355(공 2009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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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종래 법원은 너무 경직된 태도를 취하여 과소보상이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17) 따라서 법원이 재산적 손해액을 너그럽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그에 대
한 보상으로 무형손해 또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활용하여 다소 적은 액수의 금액이 손해배
상액으로 인정되는 불합리를 초래하였다.

5. 고의의 인정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이며,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으로 족하고 위법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18)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
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
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 통상적으로
고의의 입증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하급심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고의의 인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의 국면에서도 법원의 적극적인 사실인정을 통하여 피해자 및 근친자에게 보다 충분한 액수
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6. 관련 문제-소송비용보전의 현실화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 중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상환되는데, 변호사비용의 상환범위는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과 인용액, 소송진행상황 등 제반사정
이 고려되어 결정된다.20) 특히 변호사보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
정할 필요가 긴요하다.21)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의 상당부분이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다.
17)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109호(2009. 2), 90면, 각주 50.
18) 대판 2002. 7. 12, 2001다46440(공 2002, 1943); 郭潤直, 債權各論, 6판, 2007, 388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2판, 2016, 493면.
19) 대판 2001. 3. 9, 2000다67020(공 2001, 847).
20) 李昌鉉, “不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法曹 643호(2010. 4), 299~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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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자료의 의의와 기능
1. 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는 사람이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을 직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감정
의 균형상태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다.22)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
지하게 고찰하여 규범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고통으로 한정
할 것은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의 총합을 피해법익의 우열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의미부여가 요
청되는 바이다.

2. 위자료의 본질
통설은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이해한다.23) 민‧형사책임의 분화를 전제로 하여 비재산적 손해
가 계량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금전배상을 통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한다. 사적 형벌설은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위자료액수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위
자료는 가해자에게 일종의 벌을 가하는 것이라도 한다.24) 절충설은 위자료는 손해배상과 제재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한다.25) 판례는 명시적으로 위자료의 본질에 대하여 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측의 사정(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제재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기
도 한다.26) 상당수의 학설에 의하면 민사상의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적 기능을 완전히 배
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상당수의 학설에 의하더라도 민사상 구제수단에 있어서 제재적 요소가 명
시적으로 긍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자료를 순수한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1)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民事法學 50호(2010. 9), 264면.
22) 李昌鉉, 慰藉料에 관한 硏究, 2011, 261~262면.
23) 郭潤直, 債權各論, 新訂版, 1995, 822면.
24) 金基善, 韓國債權法各論, 1982, 447-448면; 張在玉, “慰藉料에 관한 몇 가지 考察”, 李英俊 博士 華甲紀念論文集, 韓國民法理論
의 發展(Ⅱ), 1999, 632~633면.
25) 김학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일고찰”, 民法學論叢-厚巖 郭潤直敎授華甲紀念, 1985. 12, 774면; 한봉희, “위자료청구권의 제문
제”,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송헌 안이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6, 299면.
26)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18), 352면(이동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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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의 기능
1) 전보기능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규범적 의미에
서의 전보기능이 문제된다. 즉,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2) 예방기능
예방기능이라 함은 사전에 손해발생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말한다.27) 종
래의 해석론으로는 예방기능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즉, 손해배상법은 이미 발생한 불법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차 발생할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
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28) 다만 예방기능은 전보기능에 부수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특히 침해법익의 우열과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가감되고 이에 따
라 위자료가 증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의 경우에는 예방적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29) 더
나아가 최근 들어 입법론으로 예방기능을 명문화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적
구제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30) 이는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 손해의 전보가 불충분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가 사후적 구제수단의 한계를 악용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법적 구제수단이 사후적 구제수단에 머무른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무력함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제재기능
종래의 학설은 대체로 제재기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유력설은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속죄 또는 제재,

27) 朴東瑱(註 6), 309면.
28) 朴東瑱(註 6), 312-313면.
29) 李昌鉉(註 22), 264-265면.
30)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은 다음과 같다. “766조의2 (금지청구) ①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손해배상에 의하여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을 중지 또는 예방하
도록 함이 적당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자는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부 민법개정자료집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201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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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만족 등의 요소가 고려되는 것이므로 제재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실제에 부합하다고 주
장한다.31)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항공사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 참사를 초래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제재하고 유사한 사고발생을 억
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2)

4) 평가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배상에 비하여 예방‧제재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위자
료 액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방‧제재기능의 독자성을 긍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와 근친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적정한 액수의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의 법원의 실무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되지 않게 된 결정적 이유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정신적 고통의 법적 의미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인간
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구체적 개인의 시시콜콜한 내면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창구가
된다.33)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적 고통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총체
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포괄하는 광의로 해
석되어야 한다. 침해의 태양(고의, 중과실, 경과실)에 따라 위자료가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
적 고통이라는 표지에 의하여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법익의 우열이 낮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정이 있다면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보다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34)

31) 朴東瑱(註 6), 314-315면; 張在玉(註 24), 630-633면 이하; 李相京, “言論報道에 의한 名譽毁損訴訟의 慰藉料 算定에 관한
硏究”, 言論仲裁(1992. 3), 52~55면.
32) 대판 2009. 12. 24, 2008다3527 판결(공 2010상, 202).
33) 李昌鉉(註 22), 289면.
34) 가령 수사공무원의 고문으로 인하여 간첩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경우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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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자료의 산정론
1. 산정기준
위자료의 일체적 고찰의 원리에 따라 법원은 현재 및 장래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와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완결된다.35)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
니라 주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36) 주관적 요소를 확
실하게 심리할 수 없으므로 침해결과의 정도라는 객관적 기준에 1차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피해
자의 개별적 사정은 평균인의 그것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37)

2. 산정요소
1) 피해법익
비재산적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 피
해법익의 위상이 1차적인 산정요소가 된다. 특히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적 편차가 클 수
있는 것이어서 합리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법익의 위상
에 따라 위자료의 대강이 그려져야 한다.38) 피해법익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법익의 침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인신
침해사안과 비인신침해 사안의 상호비교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가해자의 귀책사유
귀책사유의 정도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냐는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예방 및 제재의 관점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손

35) 이근식, “위자료의 산정기준”, 연세행정논총 제3집, 162면; 李昌鉉(註 22), 349면.
36) 李昌鉉(註 22), 108면.
37) 李昌鉉(註 22), 108면.
38) A.B.A.(註 3), 206면에 의하면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어 금전적 평가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데, 이로 인하여 위자료 액수가 자의적이며, 전보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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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요소이다.39)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
한 경우에도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40) 특히 중과실은 고의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소송
실무에 있어서 사실상 중대한 귀책사유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도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비재산적 손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래의 법원의 실무는 귀책
사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증감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41) 교통사고에
관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기준금액의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고의 불법행위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액수의 상한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42) 가령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같이 귀책사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서는 위자료의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
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
다.43) 수사기관의 고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복역을 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44)

3) 손해의 지속성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장기의 와병 끝에 사망하는 경우에 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45)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중상해로 인하여 고생하는 경우에 가족들
은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의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나, 피해자의 사망으
로 인한 가족의 고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될 수 있어서 양자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46)

39)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18), 429면(이동명 집필).
40) 同旨: 李命甲, “制裁的 慰藉料의 立論(Ⅲ)”, 司法行政 317호(87. 5), 33~34면.
41) 교통사고 등에 대한 위자료산정기준에 의하면 기준금액의 20%를 상향할 수 있을 뿐이다.
42) 위자료산출공식은 사망시 기준금액(현행 1억 원)×{1-(과실비율×0.6)}이다. 기준금액의 변동사항은 1991년 이전에는 2000만
원, 1991년 3000만 원, 1996년 4000만 원, 1999년 5000만 원, 2007년 6000만 원, 2008년 8000만원, 2015년 1억 원이다.
43) 대판 2012. 3. 29, 2011다38325(공 2012상, 657).
44) 서울중앙지판 2006. 11. 3, 2005가합88966 판결(각공 2006, 2587)(함주명 고문피해 사건)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에게 7억 원,
처에게 4억 원, 자녀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45) 李昌鉉(註 22), 356면.
46) Oftinger/Stark, Schweizerisches Haftpflichtrecht, 5. Aufl. 1995, Bd. 1, § 8 Rn. 76(S.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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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평한 산정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당해 사건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데, 위자료의 예상액은 유사 사건에서의 위자료액수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얻어진다.47)
피해법익의 종류, 침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지속성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된다.
생명침해나 상해에 기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이라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산정된다. 인격권
침해 등 비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생명침해나 상해에 기한 위자료액수를 참
작하여야 한다.48)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 사건에서의 위자료액수를 참고하여야 한
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선례의 위자료 액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4. 산정사유의 적시
학설과 판례는 위자료액수의 인정은 재산적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
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은 아니라고 한다.49) 위자료의 액수는 당사자들의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만큼 위자료의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의 산정사유로 ‘사건의 경위 및 결
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제시하는 법원의 실무는 당해 사건
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를 초래한다.50)

5.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이 입증되어야 한
다.51) 판례는 위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액수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없는 것이므
47) 李昌鉉(註 22), 367면.
48) Thompson v Metropolitan Police Commissioner [1998] QB 498;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rd ed. 2004, 340.
49) 대판 1959. 8. 27, 4292민상29(미간);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18), 422면(이동명 집필).
50) 李昌鉉(註 22), 375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을 검토하는 법관 그리고 위자료액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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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산정에 아무런 증거가 필요 없으며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
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52) 그러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의 일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입증책임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소송원리53)에 비추어 진실발견(적정한 위자료액수)의 최선
책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피해법익
과 침해의 태양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
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하여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에 반대되는 사정은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54)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의 정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
는 당사자로 하여금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사태에 적합한 것이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종래의 법원의 실무
는 스스로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초래할 뿐이다.

6. 법관의 재량과 한계
대법원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현저히 상당성을 결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가 허용된다는 태
도를 견지하고 있다.55) 종래 법원의 실무는 교통사고에 관한 위자료산정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하
여 위자료의 예방‧제재기능에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위자료액수가 국민의 법감정 및
경제현실에 부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급심 법원이 중대한 불법행위
로 인하여 겪게 되는 피해자와 근친자의 정신적 고통을 직시하면서 위자료의 예방 및 제재기능
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위자료액수를 전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吳錫洛, 立證責任論, 新版, 1996, 461면; 註釋民法, 債權各則(6), 120면(박영식 집필).
52) 대판 1959. 8. 27, 4292민상29(미간); 법원행정처, 손해배상재판실무편람, 2003, 92면.
53) 자유주의적 소송원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胡文赫, “民事訴訟에서 있어서의 理念과 辯論主義에 관한 硏究”, 民事訴訟法硏究
(Ⅰ), 1998, 51면 이하 참조. 특히 84면 이하는 자유롭고 능력있는 시민을 기본적 인간상으로 유지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자유 및 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소송관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업적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54) 李昌鉉(註 22), 374면. 영국법상 ‘그 자체로 제소가능한 불법행위(Torts actionable per se. 명예훼손, 불법구금, 인신침해, 주거
침입의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함)’의 경우에는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 아닌 ‘실질
적 손해배상(substantial damages)’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통하여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UK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Consultation Paper 132, 1993, 26.).
55) 대판 2009. 4. 9, 2005다65494(공 2009상, 608); 대판 2002. 11. 26, 2002다43165(공 200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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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방안
1. 위자료 산정 기준의 재정비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은 객관적 지표(노동능력상실율)을 활용한
공식을 토대로 한 것인데, 다수사건의 신속처리, 법관의 자의성 배제, 피해자 상호간의 공평, 판
결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나,56) 가해행위의 억제라는 관점
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57) 노동능력상실율은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치여
서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를 정확하게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58)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로 비재산적 손해가 적정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100%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
정되고 양안실명의 경우에는 85%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므로 위자료산정기준에 따르면 피
해자와 근친자의 위자료의 총액은 각기 1억 원과 8500만 원으로 정해지는데, 사지마비의 경우에
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각종 즐거움을 얻는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
되며 양안실명의 경우에는 일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자료산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59) 노동
능력상실율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사안에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방절제사건이 잘 보여 준다. 유방조직검사의 결과지가 뒤바뀌어 피해여성
의 유방이 절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체의 일부가 손상된 점,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지 않아
일실수입의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60)

56) 金先錫, “慰藉料의 算定과 그 基準에 關한 諸問題”, 裁判資料 21집(1984. 6), 319면; 張在玉(註 24), 641.
57) 張在玉(註 24), 644면.
58) 同旨: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2013, 122~123면.
59) Judicial Study Board,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 9th ed. 2008,
15에 의하면 양안실명에 대하여 172,500파운드(2016년 6월 15일자 환율을 적용하면 287,126,250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
사법조사위원회(Judicial Study Board)가 2년 마다 인신사고로 인한 위자료산정기준(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General Damages in Personal Injury Cases)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비인신사고의 경우에도 참조되어 위자료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Rogers, Non-Pecuniary Loss under English Law, in: Rogers(e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a Comparative Law, 2001, 66).
60) 서울고판 2009. 7. 23, 2008나46021(종합법률정보).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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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사지마비와 양안실명에 대한 위자료 대비표>61)
사지마비

양안실명

독일

212500 유로(3억 원)

162500 유로(2억 3천만 원)

프랑스

275000 유로(4억 원)

230,000 유로(3억 3천만 원)

영국

300,000유로(4억 3천만 원)

225,000 유로(3억 2천만 원)

한국

5000만 원

4250만 원

2. 위자료 액수 대비표(judicial tariff) 도입
위자료 액수는 1차적으로 피해법익의 위상에 따라 정해지고, 인신침해의 위자료 액수가 1차
적인 비교대상이 된다. 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노동능력상실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
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전혀 그 대강을 예측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을 초래하지 않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위
자료 액수를 적정화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의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의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선거권의 침해, 종교의 자유의 침해 등 다양한 사
안 유형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여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위자료액수
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에 따라 전형적인 침해유형별로 기준금액
을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 대비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액수 대비표는 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수와 비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수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러한 대비표의 공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위자료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며,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여 위자료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심리가 실질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62)

61) Rogers(e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a Comparative Law, 2001에 제시된 금액을 참고하여 2001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2001년에 적용되는 위자료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은 5000만 원이다.
62) 특히 이러한 작업이 치밀하게 전개되기 위하여 민사판결의 공개가 시급하다. 위자료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민사판결
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인하여 충실하게 전개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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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개선 방안
1) 당사자주의의 존중
위자료액수의 현실화 방안의 출발점은 당사자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
로 어떠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들어보고 진지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에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63) 종래의 법원실무는 당사
자의 이야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교통사고에 관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너무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 및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러한 실무의 근저에는 위자료산정에 관하여 법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위자료
에 관하여 말할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차제에 당사자에
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 주고,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주의 깊게 청취한
다면 양자의 인식차이가 좁혀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2) 비재산적 손해의 구체화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고통으로 일원화하여 이해하였는바,64) 다양
한 내용의 불이익을 독자적인 비재산적 손해로 인정하고 각 비재산적 손해항목의 총합을 인정한
다면 위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신적 고통, 신체의 일부의 훼손
등,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를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는 과잉배상 또는 중복배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비재산적 손해 상
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가 요망된다.
a) 프랑스의 논의
프랑스는 인신사고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를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각 손해의 총합을 통하여 피
해자의 이익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다. 비재산적 손해의 구체화는 한시장애와 영구장애로 구분되
어 전개된다. 한시장애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는 완치될 때까지 발생한 정신적 고통(le préjudice de
souffrance)과 일상생활에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l’ incapacité traumatique
63) 현행 법원의 실무에 의하면 원고의 위자료청구액과 법원의 인용액 차이가 매우 크다. 원고가 무리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64) 다만 법인 등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을 상정하기 어려워 무형손해이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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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ire à caractère personnel)로 구체화된다.65) 영구장애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는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기능에 대한 영구장애인 ‘생리적 손해(le préjudice physiologique)’66), 불
구, 흉터, 신체 일부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미적 손해(le préjudice esthétique)’,67) 성생활과 자
녀의 출산에 영구장애를 가져오는 ‘성적 손해(le préjudice sexuel)’68),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
(le préjudice d'agrément)’69) 등으로 구체화된다.70)
b)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loss of amenities)'라는 손해항목의 강조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loss of amenities; loss of enjoyment of life)'라는 손해항목
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한 배상체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고안
된 것이다.71)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된 자는 정신적 고통을 인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었기에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라는 손해항목을
통하여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긍정하기에 이른 것이다.72) 프랑스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구체화
는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라는 손해로 수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개인은 자신의 의
사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인격권을 보유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영위가능성
의 침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pain & suffering)’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균여명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구체적
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손해항목이다.73) 가령 교통사고로 인하여
65) Suzanne Galand-Carval, Non-Pecuniary Loss under French Law, in: Rogers(e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a Comparative Law, 2001, 89.
66) Suzanne Galand-Carval(註 65), 90에 의하면 ‘생리적 손해’는 의학감정을 통하여 산출된 장애율(IPP)에 비례하고, 나이에 반비
례한다. 가령 5프로의 장애율의 경우 70세의 사람에게는 15000 프랑(FF)이 인정되고, 10세의 사람에게는 25,000 프랑(FF)이
인정된다.
67) Suzanne Galand-Carval(註 65), 90에 의하면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거나 휠체어에 매어 있는 경우에
도 미적 손해가 인정된다.
68) Suzanne Galand-Carval(註 65), 91에 의하면 아동이나 미혼의 청년이 성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결혼 및 가족 구성의 가능성
이 박탈되는 불이익(Le préjudice d'établissement)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69) Suzanne Galand-Carval(註 65), 91에 의하면 영구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소 즐겨하던 다양한 내용의 활동(산책, 독서, 정
원가꾸기 등)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손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생리적 손해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는 이유로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라는 손해항목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0) Suzanne Galand-Carval(註 65), 89~91.
71) 이는 자유로이 인격을 설계하고 이에 맞추어 인격을 발현할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미활동‧직업활동의 포기, 결혼
가능성의 감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李昌鉉(註 22), 155면}.
72) Dobbs/Hayden/Bublick, The Law of Torts, 2d ed. 2011,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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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의 나이에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평균여명은 82.4
세이므로 77.4년의 생존기간이 박탈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
라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이 상실된 것이다.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동이 대인기피증 등을
앓게 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규교육과정을 제대로 마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생의 영
위가능성이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c) 아동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당시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가 학습권의 중대
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
구되는 점, 아동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을 산정하고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망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1억
원)으로 정하였다.74) 특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활용이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수입을 전제
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가동연한 개시시점인 20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일실수입의 산정
에 있어 2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75) 이 사건의 경우에는 2가지의 위자료 증액 사유(아동의 인
생의 영위가능성의 중대한 침해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활용)가 존재하는바, 두 가지 사유에
대하여 각기 위자료를 증액한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자료
의 증액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중대한 불이
익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공감하는 자세에서 보험가입자 전체가 수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현행 실무를 평균 수입을 전제
로 한 일실 수입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판례에 의하면
평균 임금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도 한다.76)
73) 이동진(註 58), 122~123면에 의하면 위자료 산정에 연령 내지 기간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망위자료의 경우에는 기대여명
(life expectancy)의 감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74) 서울중앙지판 2009. 7. 7, 2006가단423422, 2009가단80741(각공 2009하, 1374).
75) 만 5세의 아동에 대한 일용노임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은 174,234,748원이고 만 20세의 성인에 대한 일용노임을 전제로 한 일실
수입은 230,440,069원이어서 양자의 차이는 56,205,321원이다.

76) Croke v Wiseman [1982] 1 WLR 71, 83(per Griffiths LJ). [The judge assessed the future loss of earnings at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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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제재기능의 독자성
종래 불법행위법에서는 전보기능이 강조되었고 예방‧제재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
나, 점차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나타나서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적정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불법행위법의 제도목적에 부합되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방‧제재기능
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77)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도
①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 ②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 ③ 고의 불법행위,
④ 중과실의 불법행위, ⑤ 경과실의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을 제시하였다.78) 이는 위자료의 예방‧제재기능의 독자성을 긍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례는
항공사 측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대형참사를 초래한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제재적 관점이 부
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79) 제재적 위자료를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고도로 그 악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의 3배 이상의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다.80) 일부 학설은 손해배상이 실손해의 전보만이 아니라 손해야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측
면에서 제재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81) 특히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동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감되고 이에 따라 위자료가 증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비하여 예방기능이 보다 강조된다.82) 즉사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비재산적 손해의 측면
에서 보면 경과실로 인한 즉사이든, 고의에 의한 즉사이든 피해자 본인은 순간적 고통을 겪게 될
뿐이어서 귀책사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증가는 미미할 뿐이다. 따라서 중대한 법익의 보호를
위한 예방‧제재기능의 독자성을 긍정하여 즉사의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비재산적 손해를 다르
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83) 피해법익의 중요성, 침해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근친자가
per annum. He arrived at this figure by taking the national average wage for a young man. In my view, he was
justified in doing so. This child came from an excellent home, the father is an enterprising man starting his own
business and the mother is a qualified teacher; they have shown the quality of their characters by the care they
have given their child and their courage by the fact they have continued with their family even after this disaster
befell them.].
77) 이동진(註 58), 125면에 의하면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제재, 징벌 내지 예방적 요소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 한다.
78)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2016-24호, 2016. 5. 23).
79) 대판 2009. 12. 24, 2008다3527(공 2010상, 202); 대판 2009. 12. 24, 2007다77149(미간).
80) 李命甲(註 40), 34면.
81) 朴東瑱(註 6), 314~315면; 李相京(註 31), 52~55면; 張在玉(註 24), 630~633면.
82) 李昌鉉(註 22), 264면.
83) 물론 이 경우에 근친자의 위자료액수의 차이(고의에 의한 즉사와 경과실에 의한 즉사)만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비재산적 손해가
충분하게 배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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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적정하게 평가한다면 현행법의 체계 내에서도 위자료의 예방 및 제
재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20%를 가감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근친자의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근친자의 극심한 정
신적 고통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다고 산정기
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84)
a)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
영국법은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해행위의 동기와 태양이 피해자의 정신
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을 인정하고 있
다.85) 가중적 손해배상의 성격에 대하여 전보적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이지만,86) 제재적 기능도
부여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87) 종래 폭행‧협박(assualt‧battery), 불법구금
(false imprisonment),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명예훼손(defamation), 차별대
우(discrimination)88), 주거침입(trespass to land), 사기(deceit), 생활방해(nuisance), 영업
방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business)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중적 손해배상이 인정
되어 왔다.89) 가중적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1000 파운드를 넘고, 기본적 손해배상(basic
damages)의 2배를 넘어서는 안된다.90)

84) 교통사고 인한 사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5000만 원이고,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에 있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1억 5000만 원이므로 대략 3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 영국의 논의에 의하더라도 가중적
손해배상액은 기본적 손해배상액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바, 귀책사유가 중한 경우에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전보적
배상액의 3배 이내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UK Law Commission, Aggravated, Exemplary and Restitutionary Damages,
Law Com No 247, 1997, 16;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rd ed. 2004, 30). 다만 기본적
손해배상액이 적은 경우에는 가중적 손해배상액이 기본적 배상액의 2배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85) UK Law Commission(註 84), 11.
86) Rookes v Banard [1964] AC 1129; Khodaparast v Shad [2000] 1 All ER 545; ICTS Ltd v Tchoula [2000] ICR 1191;
Richardson v Howie [2004] EWCA Civ 1127; Tettenborn, The Law of Damages, 2nd ed. 2010, § 2.20.
87) UK Law Commission(註 84), 16.
88) 인종차별(Prison Service v Johnson [1997] ICR 275), 종교차별(Duffy v Eastern Health & Social Services Board [1992]
IRLR 251), 성차별(Ministry of Defence v Meredith [1995] IRLR 539), 장애차별(statutory tort contrary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의 경우가 그러하다. 차별사유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89) UK Law Commission(註 84), 14.
90) Thompson v Commissioner of Police of the Metropolis, [1998] QB 498, 516~517; UK Law Commission(註 84), 16;
Burrows(註 8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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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징벌적 손해배상
① 서설
종래의 논의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91)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가 늘어가고 있다.92)
② 요건
주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기는 하나 미국법상 대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는 객관적으로 ‘잔인무도한 행위(outrageous conduct)’와 주관적으로 ‘악의(malice)’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93)
③ 유형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로는 폭행(battery)94), 아동학대
(child molestation)95), 환경불법행위(environmental harm)96), 신인의무의 위반(breach of
fiduciary duty)97), 사기(fraud)98), 음주운전99)이 있다. 영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여부에 관
91) 권영준(註 17), 101~102면; 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언론과 법의 지배, 2007, 171~175면; 김태선(註 21),
269~270면.
92) 특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지지하는 견해는 상당수 있었다(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
해구제”, 소비자보호원, 2003, 102면; 張在玉, “사적 제재로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15
집, 2006, 697면). 최근에 진행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1545명 중 1417명(91.7%)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고, 특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자는 792명(55.9%)이며 일반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자는 546명(38.5%)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제2016-28호, 2016. 6. 15).
93) Dobbs/Hayden/Bublick(註 72), § 483.
94) Carpentier v Tuthill, 2013 VT91(폭행, 협박, 불법구금, 강간미수가 행해진 사안에서 1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음).
95) Hutchison v Luddy, 896 A.2d 1260. 위 사건에서는 목사에 의한 아동성추행이 문제되었는데, 1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 인정되었다.
96) Potter v Firestone Tire & Rubber Co., 6 Cal. 4th 965, 863 P.2d 795, 25 Cal. Rptr. 2d 550(1993).
97) Coster v Crookham, 468 N.W.2d 802(Iowa 1991). 동소에 의하면 신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이익환수적 손해배상
(restitutionary damages)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부될 것이라고 한다.
98) Talent Tree Personnel Servs v Fleenor, 703 So.2d917(Ala. 1997).
99) Cabe v Lunich, 70 Ohio St. 3d 598, 640 N.E.2d 159(1994). 위 사건의 판시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Actual malice is necessary for an award
of punitive damages, but actual malice is not limited to cases where the defendant can be shown to have had an
“evil mind.” We held in Preston v. Murty (1987), 32 Ohio St.3d 334, 512 N.E.2d 1174, that actual malice is present
where the defendant possessed either (1) that state of mind under which a person's conduct is characterized by
hatred, ill will or a spirit of revenge, or (2) a consc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and safety of other persons that
has a great probability of causing substantial harm. In Preston, we noted that the latter category of actual malice

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하여 적용되던 기준100)이 판례(Kuddus v Chief Constable of Leicestershire Constabulary)에
의하여 폐기됨에 따라 고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가능성이 매우 높아졌
다.101)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에 인정되었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불법구금
(false imprisonment), 폭행(assault & battery), 명예훼손(defamation), 불법침입(trespass to
land),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 뿐만 아니라 사기(deceit), 성차별, 인종차별의 경우에도
가능해졌다.102)
④ 존슨 앤 존슨 파우더 사건
피해자들은 존슨 앤 존슨 베이비 파우더 속 탤컴 파우더(talcum powder) 때문에 난소암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배심평결이 내려졌
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는 전보적 손해배상액으로 1000만 달러, 징벌적 손
해배상액으로 6200만 달러가 인용되었고,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글로리아 리스테선드에게는 전
보적 손해배상액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5000만 달러가 인용되었다. 배심평결
에 의하면 전보적 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103)
c) 3배 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실손해의 전보를 전제로 하는 현행 손해배상체계의 한계를 의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이 3배 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이다. 현행법상 주요한
것을 개관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includes “extremely reckless behavior revealing a conscious disregard for a great and obvious harm.” ].
100) Rookes v Barnard 사건에서 Devlin 대법관은 ① 공무원에 의한 억압적‧자의적‧위헌적 불법행위( oppressive, arbitrary or
unconstitutional acts by government servants), ②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감행하는 불법행위(where the
defendant's conduct had been calculated by him to make a profit for himself which might well exceed the
compensation payable to the plaintiff), ③ 제정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불법행위(where expressly authorised by
statute)에 해당하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1964] AC 1129, 1226-1227).
101) McGregor(註 3), § 11-011.
102) UK Law Commission(註 84), 61; McGregor(註 3), § 11-013~14.
103) 배심원은 재키 폭스가 62세이므로 1년당 1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총 6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됐다고 한다(http://www.stltoday.com/news/local/crime-and-courts/st-louis-jury-orders-johnson-johnson-t
o-pay-million-in/article_26e6046c-f97d-5a6d-a879-a97535dd78bc.html. 2016. 6. 15. 최종 방문). 배심원의 평결
은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single digit rule’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보적 손해배
상액(1000만 달러)을 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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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 개관>
주관적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의 또는 과실

발생한 손해의 3배

저작권법 제125조의2

고의 또는 과실

1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제39조 제3항

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한 손해의 3배

제39조의2

고의 또는 과실

300만 원 이하

제43조 제2항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의 3배

제43조의2

고의 또는 과실

300만 원 이하

고의 또는 과실

300만 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3배 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3배 배상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상당수의 견해는 3배 배상제도의 법적 성격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3배 배상은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
다.104) 순수하게 예방‧제재기능을 수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3배 배상제도는 전보기능과
예방‧제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하도급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
자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귀책사유에 따라 3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제
재기능의 독자성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비재산적 손해
의 배상이 귀책사유에 따라 증감된다는 것은 이미 긍인된 바이므로 3배까지 확대되는 것의 의미
만을 지닐 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3배 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므로 위자료의 증가는 3
배까지 인정될 수 없다는 논증에는 찬성하기 어렵다.105)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
104) 同旨: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民事法學 66호(2014. 3), 264면.
10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과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3배 증액은 그 위상을 달리 한다. 특히 후자는 위자료의 본질과 기능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체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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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인데, 전보 기능 외에 예방‧제재기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
하다.106) 실손해의 배상이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여 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의 손해배상액수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법관은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함
에 있어 예방‧제재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 유형별 고찰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인하여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였는데, 주된 피해자는 영유
아, 노인, 임산부이다. 제조회사는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장에 유통시킨 것이므로
구매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행위이므로 미국법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07)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중증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액수의 위자료의 3배 이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②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무면허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이
며,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방‧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액의 위자
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및 근친자의
위자료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하지 않는 실무는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
국가기관의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도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
능한 경우이다.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예방‧제재기
능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불가피하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에 기하여 복역하는 사안뿐
만 아니라 민간사찰 등의 경우에도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06) 李東珍,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4호(2014. 12), 384~385면은
예방‧제재기능을 부정하고, 김태선(註 104), 256면 이하는 예방‧제재기능을 긍정한다.
107) 존슨앤 존슨이 난소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파우더를 30년 넘게 판매해온 행위에 대하여 미주리주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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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안
실무상으로 강간은 그 태양에 따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으며,
추행은 그 정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108) 강간 등의 불법
행위는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
신적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예방‧제재기능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인생의 영위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보다 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
되어야 한다.109)
⑤ 고의에 의한 인신침해
갑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갑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을 등을 폭행
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비록 을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
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
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110)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게 300만 원, 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나 끔찍한 폭행 등을 눈앞에서 목격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중대한 불법행위(위험한 물건을 이용
하여 고의로 폭행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낮게 책정되었다.
e) 소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개과정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평가된다.111)
같은 맥락에서 가중적 손해배상이 오로지 전보적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법원은 불법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방식(그 자체로 제소가능한 불
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가중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중요한 법익의 보
호를 위하여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영미법은 가중적 손해배상이나 징벌
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인신침해나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방‧제
108) 이동진(註 58), 45~46면.
109) 법원의 실무는 아동의 경우 ‘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가 크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폭력 일반의 위자료와
동일선상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
110) 울산지판 2011. 3. 24, 2010나4677(각공 2011하, 729).
111) UK Law Commission(註 54), 27. ‘그 자체로 제소가능한 불법행위(Torts actionable per se)’에 대하여 실질적인 금액의 손해
배상이 인정되어야 하는 법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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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적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국회는 실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안별
로 3배 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예방‧제재기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예방‧제재기능을 소극적으로 활용하였는바,112) 향후 하급심 법원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방‧제재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법익의 보호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위자료와 특별손해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판례와 학설은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특별손해로 취급하여 예견가능성
을 요구한다.113) 고의와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을 관대하게 인정하여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a) 부당해고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적절하게 배려하여야 한다.114)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징계권의 남용이 축출의 고의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
되어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115)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
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적절하게 배려하여야 한다.11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징계권의 남용이
축출의 고의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상
112) 법원이 예방‧제재기능에 부합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항공기사고와 수사관에 의한 고문수사의 경우로 한정된
다고 생각된다.
113) 물론 재산권 침해와 동시에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경험칙을 활용하여 예견가능성을 언급
하지 않고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114) 대판 1996. 4. 23, 95다6823(집 44-1, 민 402).
115) 대판 2002. 9. 24, 2001다44901(공 2002, 2505); 대판 1996. 4. 23, 95다6823(집 44-1, 민 402); 김태업,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한 직위해제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75호(2008. 12), 162. 이러한 법리는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무기
정학처분,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과 같이 당사자의 신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6) 대판 1996. 4. 23, 95다6823(집 44-1, 민 402).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72 │ 73

대방에게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117) 부당해고의 경
우에도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액의 위자료가 인
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당해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까지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b) 부당제소
부당제소 및 부당응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
립하려면 ①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②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당해 제소 또
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④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
실이 있어야 한다.118) 부당항소(부당항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119)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과 위자료이다.120) 손해액으로 인정되
는 변호사비용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121) 대법원은 부당제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고 한다.122) 그러나 부당제소가 불법행위
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판준비 등으로 일상의 평온이 깨진다는 점을 충
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비용이 전부 재산적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
안하여 위자료는 관대하게 긍정되어야 한다.123)

5) 위자료청구권자의 상호관계(‘가단이론’)
위자료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근친자는 각자 자신의 고유
한 권리로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117) 대판 2002. 9. 24, 2001다44901(공 2002, 2505); 대판 1996. 4. 23, 95다6823(집 44-1, 민 402); 김태업(註 115), 162.
이러한 법리는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무기정학처분, 조합원에 대한 제명 등과 같이 당사자의 신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8) 대판 1996. 5. 10, 95다45897(집 44-1, 민 499); 註釋民法, 債權各則(8), 제3판, 214면(한위수 집필).
119) 註釋民法, 債權各則(8), 제3판, 221면(한위수 집필).
120) 註釋民法, 債權各則(8), 제3판, 220면(한위수 집필).
121) 대판 1978. 12. 13, 78다1542(집 26-3, 민 290).
122) 대판 1994. 9. 9, 93다50116(공 1994, 2603).
123) 李昌鉉(註 22), 327면.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昌鉉(註 20), 25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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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자료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에 대하여 실무는 피해자와 근친자의 위자료의 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학설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124) 실
무상 적용되는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에 대한 위자료산정기준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피
해자 및 근친자의 총액이 1억 원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있
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가 경과실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감행할 것이므로 위자료액수의 총액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와 의무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
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근친자의 정신적 고통은 훨씬 커지므로 가단이론에 입각한 위자료총액이
라는 한계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적극적 활용
위자료는 ‘재산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손해’ 일반에 대한 배상방법으로서 재산적 손해의 배상
이 가지는 결점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25) 재산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회피하기 위하
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활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활용되는 사안유형
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재산적 손해의 입증불가의 사정을 가해자가 위법하게 초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의 보
완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아동사망사안에서 최저금
액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고 가동개시연령까지 중간이자가 공제되는 2중의 재산상 불이익을 고
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하여야 한다.

124)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注解(18), 457면(이동명 집필).
125) 李昌鉉(註 22),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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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별 고찰
1) 교통사고와 항공기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침해 사안에 대하여 실무는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 산
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와 근친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
와 근친자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이다. 통상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셈이다. 이에 반하여 항공기사고로 인한 인신침해 사
안에서는 이와 달리 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사망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부상피해자에게
5000만 원)가 인정되고 있다.126) 현대 문명에서 자동차의 이용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고, 그
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대처하게 위하여 법률상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상당수의 교
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신침해에 대하여 위
자료액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제된 액수의 위자료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같이 중대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로 인하여 보험료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하더라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에서 보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자료 액수의 상향 조정은 보험료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다.127)

2) 소액 다수 피해의 구제와 위자료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자체가 너무 적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유인이 적어서 ‘불법행위법의 불완전 집행’이라는 현상
이 발생한다.128) 다수의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에서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
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불완전 집행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129) 특히 개인정보
126) 대판 2009. 12. 24, 2007다77149(미간). 대판 2009. 12. 24, 2008다3527(공 2010상, 202)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사망피해자
에게 8000만 원, 근친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이 제대로
참작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27)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가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8) 김태선(註 21), 254면.
129) 김태선(註 104), 268~270면에 의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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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출에 관하여 위자료의 배상을 위하여 제3자의 열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는 의문이다.130)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의 열람가능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예방기능의 관점에서 타당하다.131) 법원은 개인정보보호
법에서 신설된 3배 배상제도를 적용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위자료 액수를 3배까지 증
액할 수 있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여 기존의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300
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132)

3) 입증방해행위와 위자료
진료기록변조 등의 행위는 의료생활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로 정의의 관념에 비
추어 허용될 수 없고 단순한 입증방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자의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133) 특히 진료기록의 변조 등으로 인하여 사안의 해명이 곤란하게 되면서 의료과오소
송이 현저하게 장기화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입
증방해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134)

않는 것은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고 위자료액수가 낮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30) 대판 2012. 12. 26, 2011다59834,59858,59841(공 2013상, 219)에 의하면 주유 보너스카드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제3
자의 열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다. 고홍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BFL 66호(2014. 7), 82면에 의하면 제3자의 열람가능성이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하면서 제3자의 열람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131) 同旨: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사법(私法) 측면에서 검토”, 이화여대 법학논집 17권 4호(2013. 6), 103면. 개인정보보
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東珍(註 106), 365면 이하 참조.
132) 리니지 게임 Ⅱ 게임 사건에서는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엘지전자 입사지원서 유출사건에서는 3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
되었다.
133) 서울고판 2010. 6. 17, 2009나62259(미간). 위 사안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그 부모들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134)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 4. 13, 98다9915(공 1999,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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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불법행위법의 1차적 목적은 피해자를 불법행위법 이전의 상황으로 온전하게 되돌리는 것이
다. 법관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 재량을 행사하여 손해의 존부 및 정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우선 국민의 법감정과 경제현실에 부합하는 위자료액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당사자주
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거칠게 말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적
정한 위자료 액수’)에 있어 적임자는 법관이 아니라 당사자이므로 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 위자료액수의 현실화 및 증액의 차원에서는 비재산적 손해의 구체화를 모색하고,
개별 비재산적 손해별로 독자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격을 발현
하고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지, 아동과 청년에게 발생한 손해가 그의 일생동
안 지속적으로 남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법원이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자료액수가 국민의 법감정과의 괴리를 초래한 것
이다. 법원은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예방‧제재기능의 독자성을 긍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고의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근친자가 겪게 되는 고통은 경과실
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자료산정기준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액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법원이 활용하고 있는 위자료산정기준에서 노동능력상실
율이라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으나, 노동능력상실율로 피해자의 비재산적 손해를 적정하게 대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인신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비인신침
해로 인한 액수 상호간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위자료 액수 대비표가 공개되어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안유형에서는 법원이 보완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적정하게 산
정하여야 한다. 피해법익, 침해의 태양, 피해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비재산적 손해가 매우 큰 경
우에는 하급심 법원이 과거의 선례에 구속되지 말고 전향적인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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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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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영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법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판사 (재판연구관)
· 現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 중국정법대학 명예교수
· 재단법인 국제법률경영연구원 이사장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이사

발제

권대우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독일 Bonn 대학교 법학박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 한독법률학회 회장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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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계경문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5)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법학박사 (1998)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1989~2007)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수(정보통신법) (1999~2007)
· 현 KAIST 초빙교수(구 ICU) (2006~2007)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정보통신법) (2007~현재)

토론

백대용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 Georgetown Law Center 법학석사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2016~현재)
·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5~현재)
· 감사원 공기업 감사 자문위원 (2014~2015)
·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2013~2015)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2011~현재)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변호사 (2006~현재)
· 서울특별시 자문위원(전자상거래센타) (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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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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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권대우(한양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법전원, kdw@hanyang.ac.kr)

권대우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상품의 위해성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 : 예방과 책임
위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 가장 매력적인 수단은 “위해한 물질의 유
통”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상품의 위해성에 대한 “입증”이 과학적으
로 가능하고, 재판부가 이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의 청구권을 인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제품은 위해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실적으로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성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는 측면에
서 상품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쉽게 유통을 규제할 수 없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보기에)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하여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신규상품을, 심지어는 시장진입을 위한 상품의 안전성 검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대
하여 안전성을 의심하는 태도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상품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와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회수를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가 소송물의
하나로 다룰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하다. 소비자기본
1) 이러한 점에서 시장 진입이전에 상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 판매허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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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 이하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적격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적격이 있는 단체의 소송수행능력에 한계가 있어 실효적인
권리행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제1주제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은 일단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구제하고, 간
접적으로는 향후에 그러한 배상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경제적인 동기유발을 하는 책임법적 해결방법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보
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신적 피해에 배상 보장의 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면,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위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에 부담해야 할 기업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책임법의 역
할이 확대될 것이고(이에 대하여는 제2주제에서 논의되었다), 위해한 상품의 유통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더욱 증가시켜 상품의 유통 이전에 책임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유발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될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제4주제로 논의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 혹은 개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피해을 입은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확신을 소비자
혹은 그 대리인이 재판부에 주어야만 기업에게 배상책임 혹은 정신적 위자료의 부담 내지는 징
벌적 손배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이다.

첫 번째 단계로는 피해자가 어떠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청구
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지(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그 요
건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주장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입증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의에 대
한 전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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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사책임의 요건
1. 매매법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생명침해 혹은 신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청구권의 근거가 검토될 수 있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계약법
상의 배상청구권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성립되는 거래의 가장 흔
한 유형인 매매계약에 기한 소비자의 청구권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 법은 매매법에서 결함있는
상품을 판매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
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으로,2) 우리 민법은 제570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
하고 있다.

상품의 위해성은 ‘물적 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류물인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가 근거규
정이 될 것이며,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이 준용될 것이다. 상품의 판매자로서 유통체인이 매
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
이 포함되어 있다.

물적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 책
임설의 견해대립이 있고,3) 채무불이행 책임설이라고 보는 일부 견해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
임을 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고,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 청구권의 성립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 무과실책임설이 통설이라고 보여진다. 매도
인의 상품의 물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유책사유
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책

2) 송덕수, 채권법각론(2016), 181면 참조.
3)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설의 대립이 있고, 채무불이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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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는 경우에 무과실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신뢰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다만 매도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4) 그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5)

상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인신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상품 자체에 발생한 가치의 감소가 문
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결함(위해성)으로 인하여 그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
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위)‘확대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6)

따라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인신사고를 당한 ‘확대손해’가 있을 경
우에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의 준용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행위로서 유책사유가 있을 경
우에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경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7) 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에 대하
여는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과 연계하여 제581조의 책임의 내용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에게 발생한 인신사고와 같은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일반
채무불이행 유형의 하나로서 불완전이행 책임으로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불완전이행은 민법 제581조에서 규정된 매매목적물에 물적 하자
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인신사고의 피해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물적 하자(예를
들면 상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민법 제393조에 규정된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예견가능한 특별손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5) 예를 들면, 송덕수, 채권법각론(2016), 184면 참조.
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참조.
7) 지원림, 민법강의(2016), 137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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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의 존부 : ①종류(물)매매의 경우인지, ②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③특정된 목적물
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에 있어, 존재하는 하자가 물적인 하자인지, 또 해석론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하자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i) 객관설 (ii) 주관설 (iii) 병존설이 대립하고 있다. 객관설은 그 종
류의 물건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주관설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합의된 성질의 없으면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가지는 성질이 없는 경우에 하
자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병존설은 인도된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객관적 성질이 없는
경우와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성질이 없는 경우 모두가 하자라고 보는 견해이다.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8)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특히 특
별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한다9)

상품의 위해성은 특별한 성능으로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기
준으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한 요소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위해한 특성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81조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증이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위해성’
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하자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단
순히 상품을 사용하였더니, 피해가 생겨났다는 조건적 관계가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일단 상품이 어떠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며, 그 위

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9)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참조.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험요소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물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3) 하자의 존재시기 : 하자의 존재시기와 관련하여 (i)특정물매매에서는 계약체결시, 종류
매매에서는 특정시라는 견해, (ii) 위험이 이전하는 목적물 인도시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판
례는 특정물매매에서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10) 위해의 발생과 관련시켜 판단한다
면, 위험요소를 가진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위해이므로, 목적물 인도시라고
보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목적물 인도이전에 이미 목적물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4) 무과실책임과 유책사유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일반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으로 인
정되고 있으나, 인신사고는 확대손해에 해당되므로, 판례11)에 따르면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인정되려면, 매도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책사유라 함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위무 위반’에 대한 유책사유를 말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유통업
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무위반으로 파악되어야 하
며, 확대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의 하나
로 포섭되어야 하므로, 유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위해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 손해의 발생과 배상범위 : 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와 제품의 위해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
라, 상품이 가진 위험요소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
이다.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소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라면, 치료와 사망으로 인한 일반적
인 손해(치료비, 일실이익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그 내용을 주
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0) 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 판결 참조.
1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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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구매한 고객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을 알고 제품
을 판매, 공급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요건과 면책요건
(1) 책임요건 개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생
산, 유통시킨 제조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가장 중요한 논점
이 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기하여, ①제조업자는 ②제조물의 결함과 ③인과관계가 있
는,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해자인 제조업자 혹은
제조물공급업자는 정책적 이유에서 제시된 ④일정한 면책사유를 입증할 경우, ⑤제조물책임의
시효가 경과된 경우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제조(업)자 혹은 제조물공급(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해당 상품의 제조, 공급한 기업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
의 주체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자는 제조자이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i)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ii)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포함하므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수입업자나 자사 상표로 공급하는 유통체인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
고적격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3)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의 핵심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은 제조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제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은 제조물에서 제외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함의 개념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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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상품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함의 유형과 구분되
는 점은 원래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기준과 달리 제조되었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제조과정에
서 결함 없는 상품을 제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제조자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다른 타인에
게 위험할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안전한 상품을 공급해야 하며, 제작과정에서도 이를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자는 개개의 상품이 제작되는 과정에 그 제품들이 현재의 기술수
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안전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작과정을 조직하고, 편성해야 하며, 만약 필
요하고 또 제작자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하다면 절대적인 무결성도 추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작과정에서의 제조자의 결함방지의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작과정에서의 실수방지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자는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여 제품이 결함이 없이 생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확실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하더
라도, 제조자는 생산제품에서 결함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결함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적절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기계화된 자동장치에 의한 생산
이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사람이 제작과정에 투입될 경우 언제라도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화학제품의 경우 위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
하여야 하며, 또 위험한 물질의 함량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출고전에 완성된 제품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콘트롤 과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상
품소비자와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면 자동차와 같은 제
품에서는 제작과정에 대한 상품의 결함검사에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사의무가 생산자
에게 요구되어야 한다. 어떻게 검사과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로 위험의 정도와 안
전을 위한 조치의 효률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또 그 조치의 효율성들은 상품의 종류와 예상되
는 결함의 종류 그리고 개발된 검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언제 또 얼마나 오랫동안 결함이 발견
될 수 있는가 에도 좌우된다. 결함 있는 생산품이 결함의 인식이 가능한 때부터 그 이후에는 우
선 제조과정 도중에 콘트롤이 필요한지, 혹은 완성후에 검사하는 것으로 족한지에 대한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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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이것은 결국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기술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
면 자동차의 경우 완성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다 검사할 수 없으므로, 여
러 가지 안전장치들, 브레이크, 주요한 주물부품, 차축 등은 개별적으로 몇 번이나 검사함이 필
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성된 제품을 품질 및 안전검사와 기능검사를 함으로써 충분한 경우
도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 단순한 제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검사하
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샘플검사로 충분한지, 아니면 전제품을 일일이 검사해야 하는지에 대
한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장치 등과 같이 제품의
결함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가격이나
위험도를 고려하면 샘플조사로도 충분할 수 있으며, 샘플조사가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기초위에
서 이루어 졌는지도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그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인 위험의 정도와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검사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샘플조
사가 허용되는 제품은 주로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서 제조되는 물건들이고, 또 이러한 샘플조사로
도 제품의 안전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또 생산된 제품의 가격도 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경쟁상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제품에 대하여 100%의 완결성을 소비자가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가 일정기간 내에 교환 내지는 수리를 통하여
이를 제거해 준다면, 그리고 그 상품이 단순히 인신사고의 위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샘플에 의
한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 완제품의 완성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부수어야
가능한 경우에도 통계적인 근거에 의한 샘플검사만이 가능할 것이다.

(나)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조물에 결함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개발, 설계
상의 결함방지의무에 대한 위반을 내용으로 한다.

개발과정에서 고안된 제품자체에 이미 결함이 내재해 있는 경우에는 생산품 전체에 다 결함
이 있는 것이므로 특히 대량생산이 일반화된 현대의 상품유통체계에서는 소비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생산자에게도 큰 경영상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 거래안전의무의 내용
으로 제조자는 개발과정에서 상품이 보편적인 수준의 소비자들이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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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개발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위해가능성을 조
사 제거해야 한다. 물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성이란 달성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특히 새
로운 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당시의 과학수준으로 알 수 없는 위험성이 잠재하여 있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위 ‘개발위험’은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미 상품이
개발된 이후에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알려지는 경우가 있
다. 다만 이러한 위험가능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상품의 잠재적인 위해가능성을 실험과 검사를
통하여 파악해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그 당시의 기술수준상 최상의 상황에서 검토
가 이루어 져야 한다. 만약 자신의 기술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수준을 가
진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중에 이루어지는 과학 기술수준의 발전에 주목해야하고 이
를 개발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 도중에 있는 모든 과학기술수준을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즉시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특히 안전도 입증이 되지 않은 기술의 성급한 채
택이 오히려 또 다른 책임소재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만약 그러나 다른 동업자가 개발한 내
용이 소비자의 안전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경우에는 이를 개발과정에 반영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제조자는 또한 상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특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에 소비자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화장품에 방부제를 소량 사용할 경우 이 첨가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경우라던가, 기본적인 안전성확보로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이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추가적인 또 다른 전문적인 안전성이 갖추어 져야 하는 것
과 관련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선택문제와 이를 둘러싼
법적인 의무의 한계는 결국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안전도는 그 상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경우 위험하지 않으면 족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안전조치의 기준이 되므로 부적절한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경고
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잔디 깍는 기계를 관목을 자르는 데 사용할 때의
위험에 대하여 제조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자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예방조치에 보다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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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더욱 그러하다.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상품의 안전성은 가장
위험이 큰 소비계층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자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일반적인 소비형태나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자신의 생산물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기타 재료의 특성
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생산에 사용될 재료나 부품선정에도 대단히 주의깊은 선별을 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조자는 개발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상품에 사용될 부품이나 재료를 선
택함에 있어 그 재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응하는지 혹은 충분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최종생산품에 적합한 성질을 가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문제는 제작비의 문제
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재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장난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독성이 없어야 하며, 주요한 기계적인 장치에 사용
되는 부품은 쉽게 망가지는 내구성이 적은 부품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장기간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위험
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병원이나 가정에서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경우에 위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설계상의 결함의 존부에 대하여는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위험요소가 인신사고를 발생시켰다
는 사실이 결함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설계상의 결함의 개념상 합리적인 대체설계의 가능성의 존
재가 전제가 되므로,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시상의 결함이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에 관하여 합
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설명의무위반을 내
용으로 하는 결함의 종류이다.

제조자가 모든 예상할 수 있는 사용목적에도 위험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
험을 안고 있는 제품을 유통 판매시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제품으로 인한 편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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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하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위험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생산된 제품에 일정한 잠재
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조자는 제품명칭이나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위험에 대
하여 경고할 의무가 있다. 즉,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유용한 특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
라 그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도 청구권이 있다.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잠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또 사용 방법 시간 그
리고 보안조치, 또는 열이나 태양광선에 노출될 경우의 문제점 그리고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위험에 대한 경고의무는 특히 위험의 크기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지며,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
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다 동원하지 못한 제조자는 물론이고, 제품생산 후 유통 전에 제품의 위험
을 알게 된 제조자도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진다.
제조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자가 쉽게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제작하여야 한다. 위험은 그 중요한 순위
대로 기재하고, 또 주요한 부분은 진하게 인쇄한다든지 하고, 단순히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재한 서류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동봉해서는 안된다. 만약 인명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단순한 사용설명이나 행동요령으로는 불충분하고, 잠재한 위험에 대
하여 위험 전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화재위험이나 폭
발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호흡기질환
을 나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야 할 것이다. 반대로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가 단순한 재산적 손실이 일정한 범위 내로 예상될
경우에는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즉, 만약 상품
의 주된 사용자가 전문가 그룹일 경우처럼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주기를 기대하
지 않는 때에는 제조자는 사용법이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현재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사용할 때의 위험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그 위험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고의무가 없다. 자동차바퀴의 제조자는
(대부분 바퀴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일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위험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기계적인 보조장치 등도 대부분 조립과 분해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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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으로 충분한데, 그 이유는 기술적인 장비는 규정에 어긋난 조립과 분해가 어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시상의 결함의 존부는 표시되어야 할 내용의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가 라는 관
점에서도 판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시 내용의 적정성, 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제조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결함과 피해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
다.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기계적인 오작동과 같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경우에
는 비교적 단순하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추후에 치명적인 위해
가 발생한 경우처럼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관련된 주장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5) 면책사유와 사후관찰의무 불이행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이유에서 동법 제4조에 규정된 몇
가지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①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 이는 제조업자의 유통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위해를 발생시킨 제품이 아직 내부에서 시험중이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유통된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제조업자는 제품의 출하번호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업자는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
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출하시에는 알지 못한 위험이 추후에 밣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조 제
2항에서는 사후관찰의무를 부과하여 적정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출하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과
학기술의 수준이 기준이 되므로, 출하 당시에 관련된 학술정보의 내용으로 제품의 위해성을 암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면책되지 않으며, 출하 이후에라도 제품의 위해성을 지적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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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면, 상당한 시간 내에 리콜 혹은 위험에 대한 일반고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은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기준이 될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
서도 의견이 대립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명백하게 제조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다.

③ 법령의 준수: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면책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KS와 같은 공업규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반
드시 지켜야 할 규범상의 기준을 의미한다.
이 면책조항은 규범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며, 또 규범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결
함의 발생을 수용하여야 할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제조업자가 결함 발생의 불가피성과 함께 주장 입증한 경우에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설계 또는 제작의 지시: 결함의 원인이 원재료 또는 부품인 경우에는 원재료 혹은 부품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하청업자의 경우 주문자의 설계나 지시에 따
라야만 공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 주문이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에
서 면책을 인정한다.
하청업자의 경우에 주문자의 설계 내지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에 대
한 입증을 하여야만 면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료나 부품의 제조자와 전체
제품의 제조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원래 재료가 위해한 화학물질이므로, 함유량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조절할 경우에 위해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에 대한 전문
적인 역량을 공급받은 업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재료 제조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98 │ 99

III. 입증책임의 원칙과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1. 입증책임의 의미와 이념
(1) 입증책임의 의미
입증책임이란 의미는 두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로는 주관적 입증책임으로 증거제출
책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변론주의 절차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위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증거조사의 결과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말한다.12)

(2) 입증책임의 이념
입증책임은 소송상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불확정의 효과를 당사자 일
방의 불이익으로 판단함으로써 요증사실의 불확정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요증사실 불확정의 불이익을 어느쪽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분배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입증책임의 분배의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평(fairness)과 정책적 고려(consideration of policy)에서 찾고 있다.13)

(3) 입증책임의 분배원칙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법규분류설, 요증사실분류설, 법률요건분류설이 여러 가지 논의
가 있으나,14) 현재 법률요건분류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
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12) 호문혁, 민사소송법(2013) 526면 참조.
13) 오석락, 입증책임론(2002) 19면 이하 참조.
14) 그에 대하여는 오석락, 입증책임론(2002), 7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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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발생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하
자 있는 제품을 구입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성립, 하자의 존재,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
의 내용과 범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의 존재와 인과관계, 손해의 내용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항변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은 권리행사에 응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하므로, 권리주장
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확대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거나, 유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제조
업자는 면책사유를 주장, 입증하거나,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결함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4)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가) 완화 혹은 전환의 필요성
입증책임에 대한 논의는 재판의 결과를 낳기 위하여는 필수적이지만, 당사자의 능력과 입증
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고려할 때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
생하는 집단적 피해사건, 혹은 복잡한 계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증거의 편재로 말
미암아 유책사유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기 때
문에 사회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입증책임의 당사자를 전환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주장이 위험영역설이다.

(나) 위험영역설
위험영역설은 원래 1943년에 Michaelis가 제안한 것을 Prölss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피해자
는 가해자의 위험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의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증명결핍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된다는 점과 가해자는 적어도 자기 책임이 문제되는 한도에서 그이 위험영역에서 가장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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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또 책임에 관한 규범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그와 같은 목적은 가해자가 될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위험영역에서 발생된 사
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야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기되었다.

위험영역이란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사
실적 수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지해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적 생활영역을 말하는데, 피해자는 손
해의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위험영역에서 발생하고, 피해자 자신의 위험영역이나 제3자의 위험
영역, 그리고 중립적인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만 입
증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상품의 하자 혹은 제조물의 결함과 같이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원
인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5)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일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증채임은 정하여져 있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입법에
의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법해석, 특히 판례를 통하여 전환되기도 한다.

(가) 법률의 추정
법률상의 추정이란 경험칙을 입법에 반영하여 법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사실추정), 일정한 권리가
추정되는 경우(권리추정)도 있다.

(나) 특별규정
입법적으로 특별규정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기도 한다. 특수불법행위법상 사용자책임,
공작물, 동물점유자 책임도 그러한 예이며, 자배법 제3조 단서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
다.15)

15) 호문혁, 민사소송법(2013), 5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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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의 면책사유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16)

IV.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논의: 제언과 토론의 자료

16) 호문혁, 위의 책, 5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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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한국법학원 이사(現)

토론

신석훈 기업연구실장 │ 한국경제연구원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석사)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現)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前)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파견, 2014~2015)
· 前)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
· 前)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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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지호 간사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前)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간사
·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2014)
·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공익소송 제기(2015)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2015)
· GMO표시제도 개선운동

토론

박지영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제국
·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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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김차동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차동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 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는 1763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정1)된 이래
1784년에는 미국에서도 Genay v. Norris사건2)에서 처음 인정되는 등 보통법(common law)계
국가에서 발달된 제도로 시민법(civil law)계 국가들은 자신의 법제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도
입에 주저하고 있는 권익(entitlement)3)침해에 대한 구제방법(remedy) 중 하나다. 대한민국에
1)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로는 대체로 영국 Huckle v. Money [1763] 2 Wils. 205, 95 Eng. Rep.
768사건과 Wilkes v. Wood [1763] Lofft 1, 18-19, 98 Eng. Rep. 489라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다. 두 사건 모두 North
Briton이란 신문이 당시 영국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된 기사를 당해 신문사 발간 Number 45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국왕
의 신하(messenger)들이 포괄영장 (general warrant, 피의자와 혐의 등 최소한의 영장요건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영장)을 근거로 편집인 겸 발행인인 Mr. Wilkes의 자택과 인쇄기능공 (journeymen)인 Mr. Huckle의 자택에 침입
(trespass)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으로 특히 Mr. Huckle을 불법감금 (false imprisonment)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법원은
그 판결이유로 “범행에 대한 처벌과 장래 같은 비행을 억지하기 위하여(Damages are designed not only as a satisfaction to
the injured person, but likewise as a punishment to the guilty, to deter from any such proceeding for the future)”
현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였다. 후세에 이와 같은 손해배상을 전보적 손해배상과 구분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라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Huckle v. Money (1763) 사건에서는 인쇄기능공 Mr. Huckle에게 발생한 현실 피해액은 20 파운드
에 불과했으나 3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명한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승인하였고, Wilkes v. Wood (1763) 사건에서는 국왕의
신하(messenger)인 Mr. Wood가 자택침입으로써 North Briton지 편집인 겸 발행인인 Mr. Wilkes에게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1,000파운드의 배상을 명한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는 승인하였다.
2) Genay v. Norris, 1 S.C.L. (1 Bay) 6 (1784). South Carolina주 대법원은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원고는 외국인이었는데,
외과의사인 피고가 독을 마시게 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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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태도가 우
세하다가 최근 들어 개별법 분야에서 특정 법위반행위에 국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2011. 3.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4)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3배 재량 증액 형태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이나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6)의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성문법상의 현행 법집행제도
가 되었다. 최근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레킷벤키저사(Oxy Reckitt Benckiser Group plc.)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기대어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서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Co.)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피해자에
게 약 627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7) 따라서 이런 국민적 정서에 편승하여 향후 많은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
률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되고, 그 중 일부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해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확한 개념정의를 검토해 보고 그 제도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
펴 볼 필요가 있다.(Ⅱ) 나아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과정이나 목적, 그리고 법률요
건 및 손해액의 산정원칙에 관해 검토해 보고 이에 관한 적정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Ⅲ)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용함에 있어서나 향후 추가적인 도입과 관련하여 2중처벌금지 위반, 과잉
처벌금지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헌론이나 민형사 책임 준별론에 기한 정합성 결여, 과도한
이득제공으로 인한 남소가능성 등의 주장에 관해 적정한 방어논리를 검토해 본 다음(Ⅳ) 향후 추

3) 권익(entitlement)은 권리(right)와 이익(interest)을 축약한 법률용어이다.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right means an
interest which is legally protected)”이라는 것이 판례와 통설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도
권리라고 지칭해야 할 것이나 전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유지청구권, 금지청구권, injunctive relief)에
의해 보호될 때 비로소 권리라고 지칭할 뿐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 보호될 때는 이익이라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를 포함하여
권익이라는 표현이 발달한 것이다.
4) 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5) 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6) 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만 한다.
7) 연합뉴스, 2016. 5. 4.자 장현구 특파원 작성의 “미법원, 암 유발 존슨앤존슨에 627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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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하여 주의할 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도입전략을 제시하
면서 결론을 내려 볼 필요가 있다.(Ⅴ)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권익 침
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사전적 권익 침해 금지의 선언8)과 그 법원칙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자행되는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예방불가능일 경우9)
에도 사후 침해결과를 되돌리는 배제적 구제수단10)으로 막으려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존 금
지청구권11)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집행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 부작용이 있
을 때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제재의 위협12)을 통해 법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추구를 억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각종 사후적 제재수단들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13) 이런 사후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은 물론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적 구제
수단과 벌금·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있다. 그 중 어느 사후적 제재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
해야 할 것인가는 당해 법집행수단이 갖는 집행비용 및 집행효과 상의 비교우위를 상호 비교하
면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4)15) 이와 같은 법집행 수단의 적정화를 민사책임-형사책임
준별론과 같은 신화를 들어 막을 수는 없다. 구태여 흑묘-백묘론16)적 실용주의를 거론하지 않아
도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법집행의 논리일 것이다.
8)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성문법적 규정이 없어도 통용되는 시민사회의 명백한 법적 의무이다.
9) 이를 금지청구 중 특히 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한다.
10) 이를 금지청구 중 소유물반환청구 및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한다.
11) 이러한 금지청구권은 민법상 물권에 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상법 등에서는 유지청구권이라고 하고, 경제법 등에서는
금지청구권이라고 한다. 모두 “갑이 을에게 작위·부작위를 청구하는 구제수단”을 의미한다.
12) 법경제학자들은 제재(sanctions)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법위반행위의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가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13) 권익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전적으로는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보호해야 되
고, 사후적으로는 소유물반환청구, 방해배제청구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각종 사후적 제재수단(민
사적 제재수단, 행정적 제재수단, 형사처벌)를 통해서도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14) 김차동, “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법학논총(31집 제1호), 2014. 3. 447면 이하 참조, 김차
동, “법의 최적집행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통권 제46호), 2014. 6., 247면 이하 참조
15) 법집행수단의 비교우위는 집행비용, 집행유인, 집행정책, 집행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집행비용이란 측면이다.(Mitchell Polinsky&Steven Shavell,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Vol. 1」 North-Holland,
2008, p 405이하 참조) 그래서 민사적 구제수단은 피해자가 법위반행위자의 신상정보,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작은 비용
으로 입수할 수 있을 때 적합한 법집행수단이고, 반면 법위반행위 관련 정보를 장기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수집할
때만 법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형사적 법집행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적 법집행과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은
징역형 중심의 법집행이기 때문에 법위반행위자의 보유 자산의 크기가 작아 금전적 제재를 해도 법집행의 효과가 없고, 징역형의
한계비용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단을 동원하고, 그 외에는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법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Polinsky&Shavell,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4, 1984, pp. 89-99)

16)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黑猫白猫 抓老鼠 就是好猫라고 말했다는데서 유래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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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목적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학설상 정의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가해자가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의미한다.17)
대한민국 판례상으로는 아직 대법원, 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판례
는 없었고, 다만 제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 사건에서 판단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
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
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
방법의 일종”이라고 개념정의한 적이 있었다. 이때 같은 재판부는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
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
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집행판결을 승인하지 않
았다.18) 이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념 정의하여
판단한 바가 있었다.19) 이와 같이 대한민국 판례상 나타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정의를 요약
해 보면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과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방법의 일종이고, 그 부과요
건으로 “고의 등 주관적 악사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영미법계에서 태생적으로 “해의(害意) 등 주관적 악사정”을 핵
심 법률요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위반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에 대한 대처는 형사처벌 등에 맡겨 두고 금전적 제재의 일종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적발가능성이 50%이하인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이윤추구의 경제
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법집행제도 중 하나이다.20) 그런 의미에서 태생국인
17)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방안", 동아대학교 지식자원개발센터, 2005, 6면 이하 참조;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
연구 제3집, 1996, 84면 이하 참조;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1992, 134면 이하 참조.
18)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 참조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선고 2007가합1076 판결
20) Steven Shavell, Punitive damages : An Economic Analysis, Harvard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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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조차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의 ‘징벌’은 복수(retribution, vindictive purpose)
목적보다는 사회 방어를 위한 일반예방적인 억지 목적에 초점이 있는 제도란 점이 강조되고 있
다.21)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운용을 잘 하기만 하면 억지효(抑止效)가 매우 높은 제도
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하급심 법원의 개념정
의는 매우 편협한 것으로 좀 더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추상적
인 위 학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개념정의가 더 타당하다. 위 학설상의 개념 정의 중 “가
중 사유”를 적발승수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원칙적인 가중 사유로 삼고 보충적으로 “해의 등 주관
적 악사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억지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가중적 손해배상(aggravated damages)제도는 징벌적 손해
배상과 유사한 제도가 아니라 양자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중적 손
해배상제도는 보통 피해자가 입은 감정적 모욕에 대한 배상을 할 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상의 피해를 산정하는 손해배상 제도일22) 뿐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목적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3가지 주요목적
1) 일반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compensation)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개념정의에서
보았듯이 손해전보에 해당되는 현실 손해의 배상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추가적 배상을 명하는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
지를 들고 있다.

21) Prosser W, Handbook of the Law of Torts(4th ed), Little, Brown & Co, 1971, p.13-15.; Note, "Exemplary Damages
in the Law of Torts", 70 Harv. L. Rev. 517, 1957, p. 522-525.
22) Williams, G. & Hepple, B., Foundation of Law of Tort(2nd ed), Butterworths, 1984, 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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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punishmen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용어의 유래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법위반행위를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었다. 처벌은 법집행의 5대 목적 중 복수, 일반예방, 사회방어를 위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던 영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에는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란 용어이외에도 vindictive damages 또는 retributory
damages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서의 ‘처벌’목적을 사회방어 및 일반예방이
외에도 복수(retribution)란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행될 소지가 있었으나 징벌적 손
해배상에 의한 법집행이 거듭될수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에 복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Lord Chancellor였던 Lord Hailsham은 Broome v. Cassell & Co.
사건에서 “vindictive damages나 retributory damages라는 용어사용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며 punitive damages나 exemplary damages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
하였다.23)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발상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면서 복수
목적을 배제한 사회방어 및 일반예방의 목적으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

3) 억지(deterrence)
인간은 합리적 행위결정자로 가해자는 각종 제재를 법위반행위의 비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가해자가 법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이 제재란 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행
위를 그만두게 되어 결국 법위반행위가 억지된다. 합리적 행위결정자는 행위시 예상되는 제재를
중심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므로 제재비용은 기대제재(expected punishment)로 산정해야 하고,
제재강도(the degree of punishment)에 적발가능성(the possibility of detection)을 곱한 방
식으로 산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법위반행위의 비용을 증가시켜 억지시키겠다는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적발가능성이 1보다 낮은 상황에서 제재강도는 당해 법위반행위의 이익을 초

23) Lord Hailsham (Lord Chancellor)은 Broome v. Cassell & Co.[1972] (A.C. 1027) 사건에서 vindictive damages와
retributory damages는 부적절하여 그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고, punitive damages나 exemplary damages 중 exemplary
damages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Lord Diplock은 punitive damages란 용어사용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위 Lord Hailsham이 주장한 vindictive damages라는 용어사용 견해를 따랐다. {출전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11th ed.) 2009, Thomson Reuters, p.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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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일정한 비율(징벌승수, punitive multiple)24)로 가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해 법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적발가능성이 1보다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가 가해행위로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손해배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 피해자가
소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태생은 처벌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징벌 목적 달성에 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 현재까지도
법제도로서 살아남은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위와 같은 억지적 기능 때문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한 법위반행위가 전부 발각되어 제재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25)는 강력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손해전보의 보완 및 사적구제에 대한 유인의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
하는 기능도 있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표로 입증된 손해에 한하여 일정
한 제한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과소보상되는 경향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종래 전보적 손해
배상이 갖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완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지급받을 배상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형
태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5) 사견
앞서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3가지 목적 즉 처벌, 억지, 손해전보의 보완 중 처벌은
제재와 같은 뜻이지만 사업자에 대한 민사적 제재란 점에서 복수 내지는 보복과 같은 목적과는
다르다. 그래서 복수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는 retributory나 vindictive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방
어 또는 일반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punitive나 exemplary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사용되
고 있는 것이다. 처벌(징벌) 또는 제재에서 복수라는 개념을 배제하면 억지력의 달성이란 단일목

24) 적발승수는 적발가능성의 역수(the reciprocal of the probability of dectection)를 의미한다.
25) Polinsky & Shavell, 전게논문, p. 874 (punitive damages ordinarily should be awarded if, and only if, an injurer has
a chance of escaping liability for the harm he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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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처벌도 억지력의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다. 나아가 손해전보가 없는 억지는 피해자 보호 없는 법집행으로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양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 할 것이다. 민
사적 구제수단이 원래 권익침해의 금지에서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의 달성으로 진화해 간 과
정은 다음과 같다.

(2) ‘권리와 이익’26)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의 사전적 침해 금지 확보 방법에서 사후
제재에 의한 권익 침해 억지로의 법적 보호 방식의 전환
1) 사전 금지에서 사후 제재로의 전환
법집행의 목적이 권익에 대해 각종 해악을 끼치거나 권리관계의 변경을 가하려는 일체의 행
위 자체를 금지하여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사전적 금지(prevention 또는 injunction)에 있는
지, 아니면 권익 침해에 대한 사후적 제재(sanction)를 예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자나 일반인들
에 의한 법위반행위를 억지(deterrence)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법집행의 모습이 달라진다. 전자
의 경우에는 결과발생 전에는 방해예방 등 형태로 현상변경을 막고,27)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반환청구, 방해배제, 부당초과이득반환(disgorgement) 등28)을 용인하여 권익보유자의 동의 없
는 일체의 권익변경을 막으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위반행위자가 합리적 인간이란 전제
하에 법위반행위자에게 금전적 제재 또는 비금전적 제재를 예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비용29)대비
편익(benefits)을 형량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유인을 제거하여 억지케 하는 것이다.
캘라브레이시 및 멜라미드의 주장30)에 따르면, 원래 권익은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31)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물권적 보호원칙 하에서는 모든 권익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26) 이하 권리(right)와 이익(interest)를 축약하여 권익(entitlement)라고만 한다.
27) 이를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한다.
28) 이를 물권적 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한다. 권익 침해 후의 원상회복조치인 소유물반환, 방해배제와
같은 주요 물권적 청구권도 비록 권익 침해 후의 조치이긴 하지만 권익 침해자체를 막고자 하는 법적조치이므로 제재 및 억지를
중심으로 한 개념과는 달리 금지개념에 포함시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9) 제재(sanction)가 비용(cost)란 관념은 법학자와 법조인에게는 매우 생소하다. 법학자와 법조인은 제재는 응보적 관점에서 법위반
에 대한 징벌이란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재가 응보적 성격을 가지는 한 탈리오 원칙과 같은 등가성을 추구할 필요 없이 비례
성을 추구하면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재는 법위반행위자가 치루는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제재가 비용으로 성격을 갖는다면 법위반행위로 인한 이득과 기대제재 사이에 등가성이 존재해야 비로소
억지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 기대제재(expected sanction)란 제재의 강도(severity of sanction)를 적발가능성
(probability of detection)으로 곱한 값을 지칭한다.
30) Guido Calabresi and Douglas Melamed, 위 논문 p. 17.
31) 권익을 최초배정(the initial assignment of entitlements)한 다음에는 권리자의 동의 없는 권리이전을 금지함으로써 사적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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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금지의 형태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나 방해된 상태의 환원 등 작위명령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
서 경찰력 기타 물리적 집행력의 뒷받침으로 그 금지명령(injunction)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따
라서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즉 집행비용이 많이 드는 법집행수단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명의 진화와 법제도의 발전에 따라 점차 경찰력과 같은 직접적 물리력에 기한 권
익침해의 금지력 달성은 자제되고 수범자들이 비용·편익 형량이 가능한 합리적 인간이란 전제
하에 법적 제재의 위협을 통해 법위반행위로 인한 편익을 상쇄해 그 유인을 없앰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억지케 하는 방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사후 제재는 법위반의 억지란 편익이 법적 제재
란 비용을 초과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작아야 효과적인 억지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익
보호란 법집행 목적과 인간행동의 자유보장이란 목적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사후적 제
재를 통한 억지효에 의존한 권익 보호는 때로는 권익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폐해
가 있으나 국가간섭의 자제를 통한 자유의 신장과 민간분야의 자율성 확대란 사회적 이익이 있
기 때문에 사전적 권익 침해 금지 원칙에서 사후적 제재를 통한 권익 침해 억지로의 전환은 법제
도의 진화현상으로 지지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 운동도 이와 같은 법제도
발전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전적 권익 침해금지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 금지)도 있고, 분배적 우선순위나 피해와 금지수단사이의 불균형 등 사유32)로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는 법집행 분야도 있고, 경우에 따라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들 위주로 사후
적 제재 수단으로 대체되었거나 적어도 사후 제재와 결합되어 서로 보완적으로 법집행되는 경우
도 증가하고 있다.

2) 사후적 제재수단간의 대체성
가) 사후적 제재수단
사후적 제재으로는 법제도상 민사상의 손해배상(특히 그 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
금, 과태료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나 벌금형·징역형 등 형사상의 금전적·비금전적 처벌의 형태
를 취하고 있다.33) 이러한 사후적 제재수단들은 억지란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증진(to protect 'the virtue of voluntary exchange')시키는 것이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이라고 한다.
32) Guido Calabresi and Douglas Melamed, 위 논문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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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서로 결합하여 목적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 공적집행과 사적집행간의 대체성
법집행은 그 집행주체에 의하여 사인(私人)에 의한 집행과 공무원이나 공적기관에 의한 공적
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양도금지(무효화 포함)란 형태로 집행되고,
후자는 행정공무원에 의한 행정적 집행과 경찰, 검찰 등에 의한 형사적 집행으로 구분될 수 있
다. 행정적 집행의 경우는 금지청구와 기능이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처분(cease
and desist order),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부과처분 등으로 구분되며 또 그 처분시기에 따
라 사전처분, 사후처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적 집행의 경우는 벌금, 과료 등 금전적 제재와
징역형, 교수형 등 생명·자유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체계내에서 어떤 집행주체를 선택하여 법집행을 맡겨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은 집행에 따른 효과(이득) 측면보다는 주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에 의해 정해진다.34)
특히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적 고려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위반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법위반행위의 정보를 얻게 되어 정보비용이 대단히 낮은 경우에는 사적집행이 공적집행
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법위반행위자를 특정하고, 법위반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계
적이고 집중적인 정보관리시스템에 필요하는 등 정보비용이 상당히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장기간에 걸친 중앙집중적인 정보관리에 능한 공적기관에 의한 법집행이 사적집행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적집행과 사적집행간에는 높은 대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행정적 법집행과 형사처벌간의 대체관계
형사처벌은 징역형(imprisonment)을 핵심적인 법집행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민사적 구제
수단은 물론 행정적 법집행수단과 차이가 있다. 금전적 제재는 비금전적 제재(징역형)보다 비용
이 휠씬 적게 드는 법집행 방법이다.35) 그래서 가급적 금전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법집행에
나서고 금전적 제재를 통해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비금전적 제재

33) Steven Shavell, “The Optimal Structure of Law Enforcemen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6(April
1993), p. 257.
34) Steven Shavell, 위 논문 p. 258.
35) Gary S.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76 J. Pol. Econ. 169(1968)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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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간에 대체성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자의 보유자산이 많지 않아 금전적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고, 징역형의 한계비용도 충
분히 낮아 비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법집행의 최적을 달성하기 적절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6)

3.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의 법률요건으로서의 초과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의 법률요건으로 위법행위, 손해,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 전보적 손
해배상의 법률요건 이외에도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개념정의에서 설명
한 바와 같다. 그 가중사유로 가해자의 악의 등 초과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라는 점은 징벌적 손
해배상의 목적과 관련지어 많은 논의가 있다. 보통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한 고의 이상의
가해자의 초과 주관적 요소가 존재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악의적 동기(evil motive), 해의(intent to injure), 악의(ill will)로 표현
되는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의 주장·입증이 요구하고 있거나 암묵적 악의(implied
malice)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주관적 요소라고 보면서, 이를 “무분별한(wanton), 무모한
(reckless)” 행위라고 표현하여 암묵적 악의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관적 요소로 취급
해 왔다.37) 미국 Restatements(Second) of Torts 제908조에서도 실제적 악의를 evil motive
로, 암묵적 악의를 ‘reckless indifference"라고 표현하면서 둘 중 하나의 주장·입증을 요구하
고 있다.
하지만 민사-형사적 책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시민법계 국가에서는 악의에 기초한 법위
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등 공적 법집행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징벌
적 손해배상의 인정요건으로 위와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다. 게다가 법위반행위자가 주로 법인(회사 포함)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인 법인
을 제재하더라도 그 부담은 법위반행위와 무관한 주주, 고객 등의 피해로 전가될 뿐 실제 법인
내부에서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인 임직원들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당초
36) Polinsky&Shavell,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4, 1984, pp.
89-99
37) Henderson, Jr., James A. et al, 「The Torts Process(5th ed)」, Aspen Law&Business, 1999, p. 691-692.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목표하였던 법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8) 그런 까닭에 가해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법집행을 해 봐도 법인의 법위반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기 부족
하고 오히려 적발승수를 곱한 기대제재와 법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윤동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제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한 법집행방법이라 할 것이다. 가해자가 자연
인일 경우에도 위와 같이 법집행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연인인 가해자가 법위반행위로 인
하여 취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무가치하여 그 법위반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시켜
야 될 정도라면 초과 주관적 요소를 가진 사안에서도 자연인인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해자가 법인이거나 법위반행우로 인한 이득도 사회적 가치를 가질
때 비록 자연인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으로 초과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면 억지 목적에
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가 자연인이고 그 자연인의 법위반행위가 사회적 전혀
가치가 없어 반드시 막아야 할 때만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Ⅲ. 대한민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및 그 평가
1. 도입전 상황
상당기간 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한민국에 도입되어 있지 않았었다. 다만, 일부 학자
들에 의하여 위자료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러나 2010. 10. 29. 김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38) A. Mitchell Polinsky and Steven Shavel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Harvard Law Review 869,
1998. Vol. 111. p.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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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이 제안되었고,39)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장안으로 대체발의
되어 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제35조40)를 신설되고, 같은 달 29. 공포된 다음 같은
해 6. 30. 시행되었다. 그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341)에 위반하여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3배배상이란 배수증액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한민국에
서도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위 법률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
입은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잉·이중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남소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실손해액 배상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민법의 일반원칙과 배치되”고,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서 가해자한테 가혹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기대한 남소의 우려가
있”어 반대하였다.42) 그 후 2013. 5. 28.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위 조항이 개
정되어 기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 (제4조), ‘부당한 발주취소’ (제8조 제
1항), ‘부당한 반품행위’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제11조 제1항, 제2항)으로 그 적용이 확대
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7개를 나열하는 규정(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43)
3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M1J0M1O0B2O9B1M1N0F8P4R0T5F3J9 검색자료인 김
기현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40)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1.3.29]
41) 법 제12조의 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
야 한다. <신설 2011.3.29.>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10.1.25]
42) 18대 정무위원회 298회 4차 법률안심사소위위원회 국회의사록 10면 참조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개정전 하도급법상으로는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유용금지만을 규정(개정전의 하도급법 제12
조의 3 제1항, 제2항)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고 또는 직권 조사(개정전의 하도급
법 제22조)로 시정조치(개정전 하도급법 제25조) 또는 과징금(개정전 하도급법 제25조의 3) 부
과처분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개정전 하도급법 제32조)로 하도급거래 대금의 2
배이내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개정전의 하도급법 제30조 및 제31조)을 할 수 있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었고, 이은 대기업 협력사 22.1%가 거래과정에서 겪는 주요애로사
항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를 지적하였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보유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약 80%정도 거래(희망) 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설
문조사되었다.44) 기술정보가 제공된 상당한 사례에서 그 기술정보의 유용이 일어나 중소사업자
들의 기술개발에의 투자유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중소사업자들의 영업기반을 허물어 경쟁
력을 상실케 하는 부작용이 큰 행위로서 중소사업자들이 강하게 불만을 갖고 있어 강력하게 금
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전의 하도급법상으로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및 유용금지가 선언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
치, 과징금부과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담보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기술자료가 저작권, 실용신
안,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관련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집행은 전부 하도급업자의 소제기, 신고, 고
소 등을 통해 법집행될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기회가 영
구히 박탈될 위험을 무릅쓰고 소제기, 신고, 고소로 나아가기에는 이득보다 손실이 너무 커 기술
유용의 피해를 입고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에 기술자
료 요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기술자료 유용을 차단하는(개정후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1항,
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현실 손해의 3배배상이란 금전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를 무릎 쓰고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이 목적으로 하는 기술자료 유용의 강한 금지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사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13.5.28.>
44) 공정거래위원회 2011. 7. 7.자 “대기업의 기술탈취 심사지침 제정” 제하의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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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도 배상액이나 적발가능성이 증가돼 법위반행위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
술자료 유용의 억지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목적으로 기술자료 유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에 기술자료 유용 사실만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그 사실과 현실 피해액 및 인과관계만을 주장·
입증하면 고의·과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추가
적 가중사유의 주장·입증도 불필요한 것으로 되었다. 다만 징벌적 손해액은 현실 손해의 3배이
내에서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 두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5)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이어 2014. 2. 28. 환경노동위원장안으로 기간제법 개정안에 제안되어 같은 날 본회의 의결
되고 같은 해 3. 18. 공포된 다음 같은 해 9. 19.부터 시행되었다. 기간제법 제13조 제2항46)에
서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배수배상의 실
질을 드러내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위 개정법률은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전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하는 정규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전의 기간제법 제8조)고 규정해 두었으나 그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차별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아 차별받은 급
여의 지급 또는 근로조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을 뿐 다른 행정적 조치나
45)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
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12.21.]
4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
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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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가 끊이질 않아 그 억지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
배 이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자 위 개
정안이 제안되었다.47) 특히 종래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
령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
위가 존재하면 동일 조건하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하여 마치 집단소송을 도입한 효과를 도모하였다.(기간제법 제15조의 3)
기간제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비록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란 형태로 도입된 것으로
법원 판결을 통한 전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르지만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제재함으
로써 그 비용을 증가시켜 법위반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조
치가 확정되면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여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
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기간제법 제13조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률요건으로 차별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 손
해배상의 법률요건이외에도 “명백한 고의” 또는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등의 추가적 가중사유
의 주장·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 모범례가 되고 있다. 물론 명
백한 고의는 향후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이나 소위 인용설에 근거한 종전의 고의개념에서 더 나
아가 의욕개념을 포함한 의사설적 고의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미약한 소위 추가 주관적 요
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원래 기간제법은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 및 그 처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2년남짓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법률에 의한 유의미한 차별시
정 신청 증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파견근로자 8명이 파견사
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사건에서 2015. 6. 30. 한 시정조치 판정에서 파견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400%를 지급하였으나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연 200%를 지급하였고, 연차유급휴가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등 명백한 고의와

4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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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연대
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다.48)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처우 시정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49)
시정조치

전체 처리건수
(총 77건)

전부시정

일부시정

2007.7.1.~

8

4

3

1

2008

15

4

1

6

2009

5

3

2

2010

8

2

4

2

2011

5

2

2

1

2012

9

2

1

2

4

2013

11

1

2

6

2

2014

11

2

1

5

3

~2015.7.31.

5

1

2

2

기각

각하

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나아가 2014년 1월경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수습책으로 신용정보법이 2015.
3. 11. 개정(2015. 9. 12. 시행되되 시행 후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안부터 적용됨)되어 그
제43조50)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
48) 중노위 2015차별3~11 병합사건에 대한 판정결과 참조(원사업자인 모베이스가 수급사업자들인 6곳에 의해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
자들 8명에 대하여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차별액수의 2배인 44,9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이었다.)
49)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2016. 5.말경까지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청한 중재사건은 더 이상 없었다.
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
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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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게다가 같은 조 제2항에서는 3배 산
정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
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제출된 각종 법률안
그 외에도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한 각종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51)
특히 민법 제750조를 개정하여 일정한 초과 주관적 가중 사유하에 일반 불법행위 전반에 관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52)53)

3. 도입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및 그 평가
현재까지 도입된 위 3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서 평가해 보면 다음
과 같다.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⑤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3.11.>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시행일 : 2015.9.12.]
51)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년 정책연구 14-08, 57면 이하 참조
52) 윤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1), 75면;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호, 217면
53) 필자는 뒤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정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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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법위법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서의 특징과 그
에 대한 개선점
현재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전부 개별법률 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처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 특정 법위법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
상 도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과거
논쟁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민법을 개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54)과 개별입법을 통하여 특정
불법행위 또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55)으로 양분
되어 있었다. 결국 입법적으로는 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위와 같은 태도는 징벌적 손
해배상 제도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에 매우 이질적인 외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전략으로 보이고, 필자도 기본
적으로는 이런 태도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태도는 너무 신중하여 도입의 속도가 너무 늦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
용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재를 통하여 법위반행위를 억지함에 주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 이전에 권익 침해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높고, 또 권익 침해의
사전금지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억지가 불필요하
고 물권적 청구권(금지청구권)을 통한 권익보호가 더 바람직하다. 또 거래비용이 높아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을 위해 손해배상 보호원칙(liability rule)에 의해 보호해도 될 권익보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억지력의 행사를 해서도 아니 된다. 즉 사후 제재를 통하여 억지가 필요한 상황
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억지효과를 가진 제재수단
은 징벌적 손해배상이외에도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나 벌금, 징역
형 등 형사처벌 등이 더 있다. 이런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여 법집
행에 나서려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
로 법위반행위를 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각 제재수단이 갖는 집행비용구조나 억지효과는

54) 윤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1), 75면;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
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38호, 217면
55)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 보호원, 연구보고서(2003. 5. 1.)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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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행위의 종류나 이를 중심으로 한 각종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특
정 법위반행위 유형을 발굴해 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억지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고 소제기 등을 통하여 법원 등에 판결 등을
구하여 법집행하는 구조이다. 행정기관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갖는 다른 제재
수단에 비해 피해자가 법집행에 필요한 각종 주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더 적합
할 뿐만 아니라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데 불과할 뿐 징역형 등 다른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기 손쉬운 법위반행위에 적합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술자료 유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및 신용정보 등의 보호는 사전 금지를 통해 완벽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된 후 이를 원상회복
시킬 수도 없는 성격의 권익인데다가 비자발적 교환을 용인해야 할 만큼 거래상의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배분적 효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내용의 권익배분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어서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의 확보를 통한 권익보호가 꼭 필요한 형태의 권익들이다.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 등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신
용정보의 누설 등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이미 법위반행위자 및 법위반행위 사실에 관한 정보
를 갖고 있거나 적은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는 행위유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법위
반행위이므로 적발승수를 고려한 금전적 부담의 증액을 통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면 법위반
행위가 대폭 감소할 성질의 행위들이다. 개정전에도 해당 법위반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 요
건을 주장·입증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기술자료), 인
격권(신용정보) 등에 의해 일부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였음에도 하도급관계의 파탄에 따른 피해(기술자료
유용 등), 단순한 원상회복(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신용정보 누출 등에 대한 증거
부족(신용정보 누출 등) 등으로 종래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고
조되고 있던 차에 현실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둠으로써 피해자
들의 적극적인 소제기 등으로 적발가능성도 증가시키고 제재의 강도도 강화시켜 결국 기대제재
로 표현되는 법위반행위의 비용을 증가시켜 가해자의 법위반행위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정된 법위반행위 유형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억지효를 추구하기 적합한
법위반행위 내용들이다. 따라서 선정된 법위반행위 유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충분한
것으로 잘 된 입법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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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개별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적합한 더 많은 법위반행위 유형이 있
음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특정 법위반행에 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은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다. 그래서 제재를
통한 억지가 필요한 법위반행위에 한해서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2) 재량적 3배 배상의 문제점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차별적 처우 등은 전부 피해
자의 신고, 소제기 등을 통해 법집행이 이루어질 법위반행위인데 그러한 문제제기가 거의 예외
없이 하도급관계나 근로관계의 종료로 귀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주저하여 법위반
행위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에게 현실 피해액에 일정한 증액을 하여 배
상케 함으로써 하도급관계 또는 근로관계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여 문제제기의 유인을 증가시키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신용정보 누설 등은 소액·다수 피해적 특징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소제기로 인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1인에 의한 소제기, 신고 등의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신용정보관리자들의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정
보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정보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배상받을 손해액을 증액시킴으로써 소제기로 인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추동력을 높혀 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해당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각종 이유
로 정보비용이 낮아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한 법집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제기 등이 어려워 제대로 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까닭에
원사업자, 사용자, 신용정보관리자 등은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거나 막는데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법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하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실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 줌으로써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높여 적발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억지를 도모하고
자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입법목적도 재량적 3배이하의 배상제도로 말미암아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차별대우는 집단소송적 성격도 동시
에 띄게 도입되어 실제로 사건화 되기도 하였지만 기술자료 유용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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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기 부족한 관계로 이를 이유로 한 소제기는 없고, 다만
뒤늦게 도입된 위탁관계 부당해소를 원인으로 한 3배 손해배상 사건이 최초로 법원에 소제기되
었을 뿐이다.56)

(3) 초과주관적 법률요건에 관한 혼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불볍행위의 요건사실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을 때 한
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처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을 때는 그 가중 사유가 초
과주관적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생명·신체와 같은 핵심 권익을 잔혹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등
법위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전혀 무가치하여 사전 금지는 물론 모든 사후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억지하기도 해야할 정도로 인정되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초과
주관적 요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요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위반행위자의 악
성은 생명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잘 분화되어 있는
시민법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초과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더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법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핵심적 요건사
실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높은 사후 제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금지목적을 달성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발가능성이 1보다 상당히 작아(적어도 50%이하) 현실 손해에 증액
하지 않고는 적정한 억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만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57)
대한민국에서 도입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
적 처우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기간제법 제43조 상의 “명백한 고의”란 법률요건을
제외하고는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나 신용정보 누출 등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한 입법태도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법
인이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엄격하게 분화되어 있는 시민법계 국가에서 기존의 법체계와 잘
어울리는 입법기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법 제43조에 규정된 “명백한 고

56)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 8. 12. 씨제이대한통운(주)를 피심인으로 하여 부당 위탁취소 등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수급사업자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3배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2015가합
33746 손해배상(기)(반소)}한 상태에 있다. 위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최초로 제기된 사안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57) Polinsky&Shavell,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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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란 초과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한 사족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위 명백한 고의를 해석함에 있어
그냥 고의라고 해석하여 법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고로 신용정보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입법하여 경과실에 의한 신용
정보 누출행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배제하고 있다.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
입함에 있어 이점을 잘 정리한 다음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3가지 개별법령에서 모두 3배 배상이란 배수배상방식을 채
택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형태로 3배의 범위내에서 법원 등 판단주체의 재량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각종 고려요소들을 열거하고 있고, 하도급법의 개정을 다시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는 법령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손해액을 정
하게 하는 ‘재량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도입할 수도 있고, 실손해액(actual damages)에 일
정한 승수(multiplier)를 곱하여 그 배수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58) 대
한민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입법론적으로 후자를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배수 배상방식 중에서도 3배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 반
독점법에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관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의
경우 불완전집행의 정도를 3분의 1로 보아 3배 배상제도{징벌승수 = 1/불완전집행 지표 또는 징
벌승수 = (전보적 손해배상액 + 징벌배상액) / 전보적 손해배상액}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59)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미국 반독점법에서의 3배소 수용 연혁을 따져 보면 처음에는 1623년 제
정된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60)에서 독점금지규정, 3배증액 손해배상, 패소자 소송비용
58) 미국 반독점법상의 3배배상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종이란 견해는 Neale and Goyder,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436참조. 이에 반하여 Patricia Hanh Rosochowicz,
"Deterr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Amsterdam Centre
for Law &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Amsterdam.에서 Rosochowicz는 미국 반독점법상의 3배소는
판결선고전 이자(지연손해금) 피고 부담제도가 없는데다가 소송이 지연되지 십상인 미국에서 3배라 하여도 “1배” 손해배상에 불
과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layton Act가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 판결
선고전 이자도 지급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59) 정환,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업정책시리즈 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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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등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독점법이 미국 Sherman Act 상의 독점금지규정, 3배소
송규정, 패소자 소송비용부담규정 등에 영향을 끼쳤다.61) 셔먼법을 발의한 셔먼상원의원은 그
법안이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을 계승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시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법원에서, 그들이 입은 손해액을 청구하고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구제수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배액배상규정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62) 이런 사정은
셔먼 상원의원이 셔먼법을 최초 제안하면서 2배증액을 제안하였으나,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에는 1623년 독점법의 조항을 따라 3배증액으로 정해졌다63)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셔
먼법 제7조는 나중에 Clayton Act로 대체 입법화되면서 삭제되었다.
배수배상방식은 이미 함무라비법전, 마누법전 등의 고대법전64)에도 찾아 볼 수 있다. L.
Vold는 보통법에 있어 징벌적인 요소를 포함한 수배증액배상제도와 관련된 제반 법규정의 구체
적인 기원은 구약성서 사무엘서 하 제12장 우화(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
다.65) 뿐만 아니라 1275년 영국의회에서 “수도자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자는 2배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배수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66)
그 후 미국에서는 연방법 중에는 반독점법(Clayton Act), 인권법 등에서 3배배상을 규정하
게 되었고, 주법으로는 소비자보호관계법, 신인의무위반, 환경법 위반, 저작권침해 등에 규정되
기에 이르렀다. 셔먼법, Clayton Act를 통하여 위와 같이 3배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배수를 3배
로 정한 것은 인류 역사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당시 법경제학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아 정
치한 이론과 실증적 연구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아도 3배로 정한
데 실증적 연구자료를 활용한 바가 전혀 없이 비교법적인 검토와 입법과정에서의 직관적 결정에
60) 21 Jac. 1, c.3 ; 위 독점법은 영국 특허제도의 시발점이 되었다. 독점법에 의하여 기존 현금, 철광석, 카드, 뿔 등 상품들에
인정되어 있던 독점을 폐지하고, 진정한 신규발명가에게 14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61) Ysewyn, Johan,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the EU : Trials and Tribulations", International Law
Practicum, 19 SPG INLPRAC 14
62) 21 Cong. Rec. 2456 (1890); Comment, Damage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61 Tulane L. Rev. 781, 782-783
(1987)
63) Theorelli, H, The Federal Antitrust Policy, 195, p.212; Hovenkamp, Herbert, “Antitrust's Protected Classes,” 88
Mich. L. Rev. 1, 1989.
64) 대한민국의 경우도 고조선, 고구려 등에서 8배 배상, 4배 배상 등의 법조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5) Vold, L, “Are Threefold Damages under the Antitrust Act Penal or Compensatory?” 28 Ky. L. J. 118, 1940.
66) 김동훈, “독점규제법상 3배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비교법학연구, 2005,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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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3배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실제로 적절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를 증액함으로
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3배를 상한으로 하고 나아가 법원, 노동위원
회에 의해 감액할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법집행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 현행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그 보완방법
1. 개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형사책임을 준별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로
서 도입에 많은 저항이 있다.67)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원은 줄기차게 손해배상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며 실손해 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주무부서는 물론 법무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방법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 검토
(1) 개설
대한민국에서는 2011. 3. 29.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제35조 제2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를 도입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에 관하여
실사례로 문제된 바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784년경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67) 부정설, 초기 민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설이 다수였다. 곽윤직, 채권각론, 738면; 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1987), 561면;
김기선, 채권각론, 448면; 김석우, 채권각론, 55면;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1988), 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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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위헌성 시비가 없었다가 1967년경 연방 제2항소법원 Roginsy v.
Richardson-Merrell, Inc. 사건68)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위헌성이 문제되기 시작
한 이래 현재 다양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69)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론의 근거는 미 연방 수정헌법 제5조70)상의 ‘이중위험금지’원칙
의 위반, 동 헌법 제8조71) 소정의 ‘과도한 벌금의 금지’원칙 위반, 동 제14조72) ‘적법절차보장’
위반이 거론되고 있다. 위 세가지 쟁점은 대한민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가 되
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성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민사상 징벌적 손해
배상이란 제재와 형사 처벌이란 두 번의 제재가 2중적으로 부과되는 셈이어서 헌법상의 이중처
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란 문제가 대두된다.
과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중처벌이라며 그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73)들과 견해들74)도 있었
으나 주류적인 태도는 수정헌법 제5조는 형사처벌을 2중으로 부과하는 경우만을 지칭하고 민사
적 제재수단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상의 ‘처벌’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도 이중처벌금지의 헌법상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75)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거의 일치한다.76)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입법에 관한 연혁적인 분석결과나 문언적 해석결과에 비추어 위 원칙상
의 처벌개념을 형사상 처벌만으로 제한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민
68) 378 F. 3d. 832 (2nd Cir. 1967)
69) 이점인, 위 논문, 89면 이하 참조.
70)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해서 생명·신체의 위험에 놓게 할 수 없다.”
71) “과도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다한 벌금도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또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
72) “어떠한 주도 법의 정당한 절차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73) 5 Ind. 322, 1854(Hudson v. Taber); 23 Ga. 193, 1857(Cherry v. McCall); 7 Colo. 541, 1886 (Murphy v. Hobbs)
74) Wheeler, M. E, “The Constitutional Case for Reforming Punitive Damages Procedures”, 69 Virginia L. Rev. 269,
1983.
75)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by Civil Court: A Reappraisal of Punitive Damages," 41 N.Y. U. L. Rev. 1158,
1966.
76) 헌재 1994. 6. 30. 선고 92헌바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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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의 총합이 지나치게 높다면 과잉처벌금지 원칙위반이 될 것이다. 이 문
제는 다음 항에서 검토해 보자.

(3) 과잉처벌금지 위반여부(비례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능적인 면에서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제재는 잔인
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Ingraham v. Wright 사건77)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8조 소정의 "형벌”개념에 형
사적 제재(criminal sanctions)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민사적 제재에는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Browning-Ferris v. Kelco 사건78)에서 과다한 벌금 금지를 규정한 수
정헌법 제8조는 형사처벌의 경우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 판단을 재차 확인하였
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는 헌법상의 원칙
으로 견해도 과잉처벌금지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란 4가지 부분원칙으로 단계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79)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 제재의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가해자의 입장
에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정적 제재도 제재의 총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제재의 총합이 지나치게 높다면 합리적인 예상 법위반행위자는 효율적인 법위
반행위마저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집행은 항상 최대집행의 한도내에서 집행효율이 높
은 법집행수단을 채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도입되는 경
우 과잉처벌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가장 주요한 법적 관심이 될 것이다.
다만 3배 배상정도로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된 법위반행위에 제재의 총합이
지나치게 높아 효율적인 법위반행위가 억지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다.

(4) 적법절차준수 위반여부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2중처벌금지), 제8조(과잉처벌금지)의 규정한 법문언의 문언적
해석의 한계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위 조항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위

77) 430 U.S. 651 (1977)
78) 492 U.S. 257 (1989)
79) 헌재 2003. 6. 26. 선고 2000헌가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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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화됨으로써 사
실상 형사처벌과 같이 가혹하다는 인식하에 배상액 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배심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사처벌과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책정되는지 여
부란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수정
헌법 제14조 상의 적벌절차보장 위반을 중심으로 심사되고 있다.
민형사 소송절차를 준별하여 형사소송절차는 행위자의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
증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각종 영장주의의 적용 등을 보장
하는 등 국가 공권력의 행사의 절차적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상의 적법절차 조항을 단지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
하는 모든 법절차 및 제도(legal proceeding or regime)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
인 공정성(fundamental fairness)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거듭 판시해 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하는 배심원들의 지나친 재량행사는 이러한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조
항에 위반된다는 견해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러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due process of law)을 우회하여 행
위자를 징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도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고 법정된 일정한 고려요소등의 범위내에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적법절차 준수 여부의 쟁
점은 현재로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 도입되고 3
배 배상의 상한이 상향 조정되어 마치 형사처벌과 동일시될 수 있었을 때 그 부과과정에서 형사
처벌과 같은 정도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
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론-대한민국에서의 위헌론에 관하여
장래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이 문제된다면 과잉처벌금지위반(비례성의 원
칙) 및 적법절차 준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회적 총피해가 관련매출액의 150%에 이른
상황에서 관련매출액의 45%정도(피해액 15% X 3배)에 불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피해액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고, 특히 법위반행위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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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액이   피해액 ×  적발가능성의역수에 이른 상황에서 45%는 그 평균
부당이득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배 재량배상에 머물
러 있는 이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과징처벌금지의 원칙위반이나 적법절차 준수 위반에는 해당
되지 않을 것이다.

3. 민·형사책임 준별론에 기초한 법체계상의 부조화 문제 및 그 보완방법
(1) 법체계적 정합성의 손상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은 민·형사책임을 분리하고 있어 사적복수를 금지하고 악성이 강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벌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집행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견해가 있다.80)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돈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으로서의 손해배상제
도 목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이므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하는 것은 부당하다81)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민사소송
에 관하여 배심제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무작정 도입하여 징벌적 손
해배상 요건 인정이나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하는 업무를 모두 직업공무원인 법관에게 일임시키
는 경우 법관에 따라 배상액수의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되는 등 법원
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곤란을 겪는 등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보상적 기능이외에도 제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종래부터 줄기차게 주장되었던 관념이다. 그래서 손해배상란 민사적 법집행 제도가 다른 공적 법
집행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피해 보상적 기능이외에도 가해자에
게 현실 손해이상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해 가해자로 하여금 동종의 행위의 반복을 억지하는 것
은 적정하고도 꼭 필요한 법집행방법이다.82)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어떻게 위와 같이
80) 앞서 든 하도급법 등 개정과점에서 주무부서나 법무부의 반대의견의 근거로 민·형사 준별론에 기초한 법체계상의 정합성과 부조
화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81) Morris, “Punitive Damages in Tort Cases,” 44 Harv. L. Rev. 1176, 1912, p. 348-356.
82) Sedgwick, Measures of Damages (9th ed), 1912, p 353-354; Morris, “Punitive Damages in Tort Cases,” 44 Ha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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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가 있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채택하여 적정화할 것인가란 점이다.

(2) “손해의 공평분담”
대한민국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지도이념으로 “손해의 공
평한 분담”을 들고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은 기본적으로 보상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실손해
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실손해를 넘어서 과잉구제(windfalls, 우연한 횡재) 또는 부
당이득을 부여하는 제도로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매우 설
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비록 피해자에게 실손해액 이외에 소송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송관련비용
이 들어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형태로 보전해 주는 불완전한 전보적 손해배상을 보완해 주
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소송관련비용을 실손해액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결
하여야 할 문제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논거이다.83)
우선 피해자도 적발되지 못한 법위반행위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해 사안의 구
체적인 손해를 초과했을지 모르나 적발가능성까지 고려한 추상적 손해란 관점에서 볼 때 실손해
를 넘어 받은 징벌적 손해액이 꼭 우연한 횡재만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억지적 목적달성에 적극
적으로 협력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유인을 챙기는 것이 꼭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
당한 것도 아니다.

(3) 피해자의 부당이득 내지 남소가능성
거액의 수임료를 예상한 변호사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송을 부추켜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
가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이 쟁점에 관하여 사회적 배상(Societal Damages)기
능84)에 근거한 해결책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피해자가 받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출연하게 하는 것이
다. 1980년대부터 분할보상법(Split-Recovery Legislation or Split-Award Statues)이란 형

L. Rev. 1176, 1912, p. 1173-1209.
83) 김두얼, 발표문 참조
84) Sharkey, Catherine M, “Punitive Damages as Societal Damages”, 113 Yale Law Journal 347, 2003.참조.; Dautghety,
Andrew F. and Jennifer F. Reinganum, “Found Money Split-Award Statues and Settlement of Punitive Damages
Cases”, 5 American Law and Economics 134, 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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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입법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1997년 알라스카주(분할비율 50%), 1998년 인디아나
주(분할비율 75%), 아이오와주(분할비율 75%), 2001년 오레곤주(분할비율 60%), 2002년 유타
주(분할비율 50%)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당화 근거가 다른 유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적발가능성이
1이 아닌 상태에서 적정한 억지력을 달성하고자 인정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액
의 귀속주체는 꼭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폭넓은 피해자군이 되어
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액의 일부를 정부에 귀속시켜 다른 피해자에게 분배해 주
는 등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입법은 입법자
의 선택의 문제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만큼의 금전적 유인은 남겨 두어
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3배 배상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취할 초과소득 수준이 미미할 것이
므로 피해자의 법집행의 금전적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이와 같은 고려를 따로 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전략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보통법 국가에서 발전된 제도로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는 법위반행
위에 대하여 현실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 제도를 일컫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징벌’이라는 문언적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그 발상지인 영국에서조차 retributory나
vindictive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면서 punitive나 exemplary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리될 정도로 복수란 의미의 처벌 개념은 약화되었고 오직 사회방어 및 일반예방을 위한 억지
력의 추구만을 위한 징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도목적은 억
지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하도급법, 기간제
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이미 도입된 대한민국의 현행 법집행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추가 도입을
위한 많은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옥시레킷벤키저사의 가급기 살균제 피해
사건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도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법집
행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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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익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보호원리란 사전적 침해금지를 통해 법적으
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침해의 완전한 금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비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안을 중심으로 사후 제재의 위험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지함으
로써 권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사전 금지를 축소하여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 근대법에
서는 특히 사후 제재의 위협을 통한 법집행시도가 많다. 사후적 제재수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상의 법집행수단은 물론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적 제재수단, 벌금, 징역형 등
의 형사처벌 등이 추가로 더 있다. 근대 시민법에 확립되어 있다는 민사책임-형사책임 엄격 분
리란 신화를 그대로 믿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억지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이고 다른 행
정·형사적 법집행수단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여 억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다
른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가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더 작은 비용으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효율적인 법집행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수단이 금전
적 제재에 불과하므로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는 법위반행위에 한해서 그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적발가능성이 1보다 작은 상황(특히 0.5이하인 경우) 하에서 피해자의 주도로 그가 갖고 있는 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가해자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처벌강도를 높여 결국 법위반행위의 비용인 예상 제재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정한 억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적절한 법집행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해 볼 때 하도급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의 주도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위반행위 유형
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한 금전적 집행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적발가능성
및 제재강도를 증가시켜 억지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으로 일단 적정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판단
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증적 연구 없이 비교법적 검토와 입법과정의 직관적인 결정으로 3배를
상한으로 하고 게다가 각종 고려요소들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는 재량까지 부여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집단소송 유사한 제도까지
완비하여 억지력을 끌어올린 기간제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특히 참작할 만하다.
사회적 악성이 강한 법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는 현
실의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실손해의 배상을 구하도록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해 둔 시민
법계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초과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악성에 관한 대처는 형사처벌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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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어느 법경제학자는 도덕적으로 전혀 무가치한 법위반행
위여서 모든 법집행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차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의미하
는 초과주관적 요건을 그 성립요건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법위반행위도 억지할 수 있어 과잉억지의 사회
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특히 가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된다면 실제 법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인 임직원은 책임을 피해가고
애꿋은 주주, 근로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초과주관적 요건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발가능성이
1보다 현저히 낮은 적어도 0.5이하의 법위반행위 유형 중 금전적 제재 감수성이 높은 피해자 주
도의 법집행이 가능한 법위반행위 유형에 국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의 법집행유인 부
족으로 적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법위반행위 위주로 도입되어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
정 법률요건으로 특별히 초과 주관적 요소를 들고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할 때도 이중처벌금지위반, 과잉처벌금지위반, 적법절차준수위반 등의 위헌론 주장과 민사책임형사책임 준별론에 기한 정합성 및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이득 제공으로 인한 남소가능성 및 손
해배상 제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이 끊이질 않을 것이지만 2중처벌이나
과잉처벌을 형사처벌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하면 소송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적발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중손실이란 사회적 피해가 존
재하는 상황하에서 현행과 같은 3배 배수배상 방식에다가 판단자에게 재량 감액의 여지를 남겨
둔 현행 입법이 위와 같은 위헌론에 위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적정 법집행이란 관점에서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른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 달성을 위한 행정적, 형사적 법집
행 수단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정 법위반행위에 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할 때 민사책임-형사책임 준별론에 의한 정합성 결여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게
다가 적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행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가능성까지 고려한 예상 제재란 최대집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감액의 여지까지 있는 현
행 3배 배수배상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부당한 이득이라든지 남소가능성이라든지는 기
우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확한 실증적 연구에 바탕둔 배수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그렇다면 시민법계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에서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적으로 도
입할 때는 법위반행위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절대 금지목적을 달성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적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법위반행위 위주로 피해자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
나 손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갖고 법집행에 나설 때 효율적
인 법집행이 가능성 법위반행위 위주로 개별법률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덕적 무가치한 법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적발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가중 사유로 하고 악의 등 초과주관적 요소는 그 법률요건을 삼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나아가 적정한 억지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적발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현행 3배 배수배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가급적 이런 점을 반영하여 판단자의 감액하
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태도가 너무 신중
하다 못해 법집행수단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는 점이 개탄스럽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해 본다.

주제어 :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소송, 기술자료 유용, 기간제근로자, 신용정보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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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6~현재)
· 특허법원 부장판사(2014~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10~2012)
· 대법원 재판연구관(2007~2008)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2006)
·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2005)
· 서울고등법원 판사(2003)
· UC버클리 로스쿨 방문과정(2002~200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2000~2001)
· 서울지방법원 판사(1996~1998)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94~1995)

제5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 사회·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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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광배 교수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 심리학 박사(1989)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단원(2006~2007)
· 법정심리학회 회장(2008~2013)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1990~현재)

토론

이우영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 하버드(Harvard) 로스쿨 LL.M. (1997.6.)
· 스탠포드(Stanford) 로스쿨 J.S.D. (2001.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3.12.~현재)
· 하버드(Harvard) 로스쿨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 강의)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3.9.~현재)
·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13.7.~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015.7.~현재)
· 한국입법학회 연구이사 (現)
· 미국 캘리포니아州 변호사 (現) (2000.12.자격취득, 2001.1.~2003.12.실무)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13.7.~2014.7.)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2011.5.~2013.7.)
· 한국공법학회 국제이사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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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 국회도서관 │
· 한양대학교 공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2003년 Temple University LL.M
· 2004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 LL.M. in Intellectual Property
· 現)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 現)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겸임교수
· 現)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이사

토론

유재원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
·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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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시행 12년째를 맞은 증권집단소송제의 효용과 개선방향 (토론자료)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홍정아 조사관)에 대한 토론문 -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향의 모색 (토론문)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함영주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첨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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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시행
12년째를
증권집단소송제의
- 시행
12년째를 맞은 맞은
증권집단소송제의
효용과 개선방향 효용과
개선방향 (토론문)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김주영 변호사 │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

지난 11년간 제소건수 총 9건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소제기자
(대표당사자)

피고

소제기
공고일

비고

1

수원
지방법원

2009가합8829

박00 외
1명

진성티이씨 외
2명

2009. 4. 29

진성티이씨의 키코 관련 분식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소송

2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1604

양00 외
1명

캐나다
왕립은행

2010. 12. 31

한화스마트10 ELS
헤지운용사의 수익률조작에
대한 ELS 투자자 소송

3

서울남부
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이00 외
185명

동부증권

2011. 10. 22

씨모텍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주간사증권사상대 소송

4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가합17061

김00 외
5명

도이치은행

2012. 3. 9

한투289 ELS 헤지운용사의
수익률조작에 대한 ELS
투자자 소송

5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3가합74313

김00 외
14명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013. 10. 16

지에스건설 해외플랜트관련
분식회계에 대한 소송

6

서울남부
2013가합107585
지방법원

김00

진매트릭스 외
2

2013. 12. 2.

진메트릭스 주가조작관련
주식투자자들의 소송

7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서00 외
1253명

동양증권 외
20명

2014. 6. 20.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를
구하는 소송

8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가합30150

강00 외
19명

동양증권 외
10

2014. 7.

동양그룹계열사의 CP등 사기
발행관련 소송

9

서울서부
지방법원

2016가합30418

이00

삼일회계법인

2016. 1. 28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관련
소송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토론문

피해구제 확정건수 1건(진성티이씨), 계류건수 8건
- 이중 3건 소송허가결정 확정 후 본안소송절차개시(캐나다왕립은행, 도이치은행, 지에스건설).
- 나머지 5건은 소송허가사건 1심~3심 계류중.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 도모측면에서 유용성이 입증
- 진성티이씨 사례 : 총 1,718명에 대한 총 2,743,392,402원(현금 1,371,696,201원+주식
199,664주)의 배상명령(화해결정)이 내려짐.
- ELS 수익률조작 사례 중 캐나다왕립은행사건은 총 437명에 대한 32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
- 도이치은행사건은 총 494명에 대한 약 10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
- GS건설 사례: 총 10.399명에 대한 약 465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

동종사안을 다루는 GS건설 사례(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와 대우조선해양사례(일반공동
소송사건)의 비교

사건

분식회계기간

2013년 말 기준
소액주주 인원수

소송참여자수

청구금액

GS 건설

약 10일

54,743명

10,399명

약 465억 원

대우조선해양

약 2년 4개월

68,750명

430명

약 251억 원

피해자들과 원고측 변호사간 대리인문제에 있어서 유용성이 입증
- 피해자들 초기비용부담 없음.
- 진성티이씨의 경우 착수금 없이 배상액의 20%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지급.
- 나머지 사례의 경우 착수금 및 패소위험부담 없이 심급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33%의 성공
보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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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신속성 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
- 진성티이씨의 경우는 신속히 해결: 소제기공고시점부터 분배계획결정공고까지 약 1년 6개월.
- 나머지 건들의 경우에는 소송허가절차의 확정에만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의 시간이 소요.

집단소송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
-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감정적 고통, 귀찮음, 회피 등으로 인하여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기 때문.
- 일반 공동소송방식에 따른 집단적 손배소송의 경우 원고들과 원고측 변호사간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 집단소송의 확대가 전 세계적인 경향에 비추어 일반적이기 때문.

집단소송의 확대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 증권분야는 분식회계,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만이 대상이 되므로 이
에 관한 집단소송의 도입은 파급효과가 제한적임.
- 소비자보호, 독과점 규제, 환경, 인권 등 분야에 일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이나 국가의 비
용구조, 유인체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집단소송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반칙행위로 존속하는 기업은 망해야 하고 국가가 잘못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
적 공감대가 필요함(기업의 유지 발전, 국가의 질서 유지 보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패러
다임의 전환).

집단소송의 제소요건 완화가 필요한가?
- 집단소송 허가제도라든지 다수성, 공통성 등 대부분의 제소요건들은 집단소송의 본질상 필요
한 요건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핵심 제소요건의 완화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음.
- 원고측 입장에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원고대리인의 신중한 제소를 유도하는 가
장 중요한 장치이고 달리 제3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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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 장애라고 판단됨.
- 충분한 논의 없이 재계의 주장에 따라 도입된 불합리한 남소방지장치들 중 상당수는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효용을 잃었음(원고대리인 건수제한, 피고회사 발행주식보유요건).
- 법원의 전속관할조항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입법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리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정작 중요한 것은 집단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어 적정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임
- 집단소송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적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영미는 물론 대륙법계국가들과 심지어 일본에 비해 불특정다수 피해자측에 현저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는 현재의 입증책임구조와 증거조사방식에 의할 경우 적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없음.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등 몇 가지 특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실효
성이 없는 것임.
-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문서제출명령관련 제재조치의 강화,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절차 등 몇 가지 특칙을 제안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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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홍정아 조사관)에 대한 토론문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
-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홍정아
조사관)에 대한 토론문
부산대학교 법전원 교수 서희석
서희석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법학회장 │

1. 제도모델 검토의 필요성
19대 국회에 제출된 17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은 법률형식 및 적용범위가 다르고 일부 기
술적인 점에 특징이 있다는 점 외에는 모두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 및 이에
기반하여 입법한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여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opt-out형 제도모델(“대표당사자형 집당소송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모두 미국식 대표당사자형 제도모델만
을 채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에
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에 맞는 제도모델을 채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집단소송제도의 모델이라는 관점은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발표문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에만 존재한다는 인식조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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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소송의 제도모델을 결정하는 요소
집단소송제도의 모델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특히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1) 제소권자(원고적격)
공통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자(구성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대표당사자형), 구성
원 외의 자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지(제3자소송담당형, 융합형)에 따른 구분이다.

[표 1] 제소권자에 따른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유형

대표당사자형

해당
국가

미국(1966), 호주(1991),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1992)

제3자소송담당형
단체+공적기관형

단체형

브라질(1990)

프랑스(2015),
일본(2016)

융합형
스웨덴(2003),
덴마크(2008),
노르웨이(2008)

대표당사자형제도에서는 구성원(피해자) 중의 일부의 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문제는
다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가령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반대로 (변호사들의 기
획소송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집단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남소가능성의 문
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특히 남소가능성의 문제에 대비한 여러 가
지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소송대리인이 전체 합의금액의 일정비율로 책정되는 막대한 수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피고와 합의하여버릴 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도 구성원 개개인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융합형 모델에서는 대표당사자 외에 소비자단체나 공적 기관에도
제소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3자소송담당형에서는 원고적격을 대표당사자로 한정하는
미국식 제도모델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에서는 구성원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
지 않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검찰,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게 폭넓게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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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며, 최근에 제정된 프랑스와 일본의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은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한정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피해당사자 내지 구성원의 원고적격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형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제도모델을 택한 것으
로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제3자소송담당형 제도모델에서 이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제3자
가 소송의 원고가 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확실히 피해자가 원고에
서 배제되는 제3자소송담당형 제도모델에 대하여는 특히 대표당사자형 제도모델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들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피해구제를 손쉽게 한다는 집단소송제도의 理想으로부터 판단건대 반드시
피해자 중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자가 나와야 할 절대적 이유는 없다. (대표당사사형 제도모델의
전술한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아닌 자 중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른바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소송의 결과로서 개별 피해자
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피해자 이외의 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인정하는 것도 제도모
델로서 가능하고 또 적절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당사자형 제도를 고수하는
국가가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2) 피해자의 소송관여 형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구성원으로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자동적으로 미치도록 할 것인
가(opt-out형)?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명시적인 절차(수권)를 거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
이 미치도록 할 것인가(out-in형)?
[표 2] 피해자의 소송관여 형태에 따른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유형

opt-out형

opt-in형

병존형

해당
국가

미국(1966),
캐나다 퀘백주(1979),
호주(1991), 캐나다
온타리오주(1992)

브라질(1990), 스웨덴(2003),
그리스(2007), 이탈리아(2010),
프랑스(2015), 일본(2016)

덴마크(2008), 노르웨이(2008)
*opt-out은 소액청구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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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신고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표당사자 이외의 구성원에게도 미치게 되는 opt-out
형 제도모델이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다. 공통이익을 갖는 다
수의 사람(총원)으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이, 더욱이 그들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이
대표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고도 판결
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게 되어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도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총원의 범위에 포함
되었던 구성원들은 같은 사안으로 인한 소송을 더 이상 같은 사업자에게 제기할 수 없게 된다(재
판청구권의 상실).

더욱 큰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일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해당 집단소송의 총원의 범위에 속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으며,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에서 기판력의 법
적 의미를 오해하거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오판으로 또는 소송대리인의 부당한 권유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opt-out형 제도모델의 이
와 같은 문제가 간과된 채 우리나라에서는 (원고 승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기 때문인지) 그 장점
만이 부각되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총원의 범위 확정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을 경우 이후 대
표당사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 분배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미법계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opt-in(참가신
고)형 제도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의 참가를 표명
(수권)하여야 하는 집단소송모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송에의 참가를 표명(수권)한 자를 총원
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총원의 범위 확정이 용이한 반면, 소송에 참가한 자라면 (원고패소의 경
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opt-out형 제도모델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집단소송제를 소비자의 권리구제와 연결시키려는 생각에 입각한다면) 패소시 피해자들의 재
판청구권 상실이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소권자
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 및 (후술하는) 개별심리를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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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심리와 개별심리의 구별여부
공통심리와 개별심리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에서 구성원 전체를 위한 총액판결이나 급
부판결을 구할 것인가(1단계형)? 개별 구성원의 사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공통심리 외에 별도의 개별심리 절차를 통한 급부판결을 구하도록 할 것인가(2단계형)?
[표 3] 소송의 단계에 따른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유형
해당
국가

1단계형
총액판결형

급부판결형

2단계형
(급부판결형)

미국(1966)

스웨덴(2003),
덴마크(2008),
노르웨이(2008)

캐나다 퀘백주(1979), 브라질(1990), 캐나다
온타리오주(1992), 그리스(2007), 프랑스(2015),
일본(2016)

opt-out형 집단소송제도(1단계형)가 가지는 환상 중의 하나가 공통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원고가 승소만 하면 개별적 구성원의 손해배상도 자연스럽게(예컨대 1/n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원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개별쟁점(손해액 등)
은 구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통쟁점을 심리
하는 1단계절차 외에 개별 구성원의 권리를 확정하는 2단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분쟁의 종국
적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1단계형 제도모델도 당해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따라 ‘총액판결형’과 ‘급부
(이행)판결형’으로 나뉘어진다. 전자(총액판결형)는 총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소송수행주체(제소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제도모델로서 보통 개별
권리자의 권리구제는 판결 이후에 화해 등의 분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후자
(급부판결형)는 1단계 소송절차에서 참가신고(opt-in)한 대상소비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채
권액을 특정하는 급부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제도모델이다.

2단계형 제도모델의 큰 특징은 1단계소송에서 공통쟁점(사업자의 위법성, 책임 등)을 심리하
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이어서 2
단계소송에서 개별 구성원의 권리관계에 입각한 개별심리가 진행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2단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토론문

계형 절차는 1단계소송의 결과(위법성 인정 등)에 입각한 개별적 권리확정절차이기 때문에 보다
간이한 제도설계가 가능하다. 2단계형 제도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 구성원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2단계소송에 참가하는 제도모델(opt-in형)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 1
단계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그 기판력이 개별 구성원 모두에게 미쳐서 재판청구권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표 4] 국가별 집단소송 제도모델의 유형화
미국형

캐나다형

스웨덴형

브라질형

제소권자

대표당사자형

대표당사자형

융합형(대표당사자형+제3
자소송담당형)

제3자소송담당형
(단체+공적기관)

소송관여

opt-out형

opt-out형

opt-in형/병존형

opt-in형

소송단계

1단계형

2단계형

1단계형

2단계형

해당
국가/주

미국, 호주

스웨덴(opt-in형),
덴마크·노르웨이(병존형), 브라질(단체+공적기관형),
캐나다
이탈리아(대표당사자형,
퀘백·온타리오주
프랑스·일본(단체형)
opt-in형)

3. 한국형 제도모델의 설계시 고려할 점
(1)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평가
- 미국식 제도도입의 전제조건: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도+사전증거제출명령제도
(Discovery)
-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 새로운 제도모델의 설계

(2) 산업계의 우려에 대한 배려
- 남소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

(3)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용 -> 소비자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의 수행(제3자소송담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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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소송제도의 인적 적용범위
- 소비자피해(B2C)에 한정할 것인가? 사업자에 의한 소송수행(B2B)을 허용할 것인가?
- 출발점: 집단적 소비자피해(소액다수)의 구제에 적합한 소송형태는 무엇인가?
-> 지나친 확장(다수피해 일반=다수 사업자)에 대한 저항감
->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 인적 적용범위 확정 -> 집단소송의 물적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

=>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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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도입 방향의 모색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향의 모색 (토론문)
좌혜선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좌혜선 사무국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1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향

1. 소비자단체에 소송수행권 인정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가
장 큰 반대논리는 남소에 대한 우려이다. 피해당사자에게 제소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걸림돌이 된다. 소비자단체에게 소송수행권을 인정한다면
피해 소비자를 결집시키는데 용이하고, 사업자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소송 진행의
공정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참조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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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
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2단계 소송 절차 채택
2단계 소송 절차로 구성되어야 한다. 1단계 소송은 확인소송으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
하면서 공통 쟁점을 심리하는 단계이다. 1단계 소송에서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이 확
인된다. 1단계에서 사업자 자진시정, 행정처분, 화해 등 2단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간소화되고, 소비자구제에 효율적이다. 2단계 소송은 1단계 소송의 결과
에 따라 개별적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피해당사자는 1단계 소송 결과를 보고 2단계 소송에
의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단계 소송에서 청구원인이 확정되므로 2단계 소송에서는 권리
확정절차만 남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송 제기 시 소송 승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3. 2단계 소송 절차와 연계한 opt-in 방식 채택
opt-in 방식이어야 한다. opt-out 방식의 경우 명시적 수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 범위를 확
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구성원 전원에게 기판력이 미치므로 재판청구권
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만 opt-in 방식의 경우 원고 범위를 확정하여 진행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패소시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opt-out
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2단계 소송절차와 연계한 opt-in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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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 적용범위 - 소비자에 한정
인적 적용범위는 소비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사건은 소액 ․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
는 것이 특징이다.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당사자 공동소송으로 가
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 개인이 소액 피해를 구제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아진다. 집단소송제도는 원래 있던 재판청구권을 현실화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소송
제도를 소비자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가 인정된다면 소비자
는 더 이상 행정권 발동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권리구제의 주체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국가나 대기업의 횡포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5. 물적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는 손해배상청구 외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인정함이 적절하다. 손해배상청구
의 경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이다. 환경, 공해, 개인정보, 의료 분쟁 등은 불법행위에 포함되므로 구제 범위와 관
련하여 소비자 피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6. 소송비용 담보 제도 마련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소송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소송도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력이 있어
야 한다. 무기평등의 원칙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지액 상한 제한, 감정비용 국고 부담, 패소시
변호사 비용 제한 등 소송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7.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
소비자의 증명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입증책임 분
배 원칙에 따라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모두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증거를 은폐,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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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12년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시안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3 (정보제출명령)
① 제3조의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오로지 제조업자에게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정보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제조업자에게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
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조의 2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을 높여 소액 ․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적
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부담에 의하여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위자료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
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설 2015. 7. 24. / 시행일 2016. 7. 25.)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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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
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2015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 개인정보를 경
품행사 진행과 무관하게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을 위반하여 홈플러스가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232억 원이다. 법을 위반해 232억 원을 벌었는
데 부과된 과징금은 4억 3500만 원이다. 검찰이 기소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무거
운 형이 선고될지 알 수 없다.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소송인원이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민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모두 승소해봤자, 소송
액 30만 원을 감안하면, 3억 원에 불과하다. 당신이 홈플러스라면 불법을 멈추겠는가? 혹은 달
리 질문해보자. 국가는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벌할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2015. 4. 27. 자 슬로우 뉴스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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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의 예

1. 상조소송
2013. 8. 1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
하였다. 원고 255명을 대리하여 상조회사를 상대로 환급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조계
약의 특성상 고령 소비자의 비중이 크고, 해약환급금이 소액이며,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은 소비
자로 하여금 마지막 수단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다. 상조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구제하고, 소액 ․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상조업체에게 소비자 권리가 실현
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 원고 -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255명
∘ 피고 - ‘미래상조 119’과 ‘회원이관 ․ 인수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한성원종합상조 / 성원상조 / 대한상조 / 두레상조 / 명심상조 / 삼성상조 / 더플러스365 /
로얄라이프)
∘ 소송 참가비 - 소가 10,000원 ~ 1,000,000원 : 1만원
소가 1,000,000원 ~ 2,000,000원 : 2만원
소가 2,000,000원 ~ 3,000,000원 : 3만원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소송
2015. 3.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하였다. 원고 683명을 대리하여 홈플러스와 2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
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5. 1월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걸고
한 경품행사에서 수차례 당첨자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조직적으로 고객 개인정보 수집하였고 이를 7개 보험사 등에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불법수집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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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취득한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의 관계자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여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다르게 기업 차원에서 ‘보험서비스팀’이라는 전담 부
서를 만들어서 활동했고, 그룹 경영진이 이에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고객
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관·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유통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를 경시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 홈플러스 회원가입자,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에 응모한 자 등 683명
∘ 피고 - 홈플러스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소송 참가비 - 10,000원(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소송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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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의 어려움

1. 소송수행의 어려움
상조소송의 경우 13개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다. 소송수행에 있어 소장제출, 답변서 제출, 사
실조회신청 등이 13개 재판부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13개 소송 중 원고가 10명 이하인 소송이
8건이다. 그 중 2건이 원고가 단 1명이다.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다. 소송에 참가
신청한 소비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의 소송 13건을 진행하여야 했다.
홈플러스 소송의 경우 첫 기일에서 피고측이 주장한 것은 원고 수가 많은데 소송위임을 받은
사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683명의 소비자에 대한 소송위임장, 위임계약서,
정보제공동의서를 일일이 스캔하여 제출하였다.

2. 소송비용의 부담
상조소송의 경우 13개 재판부가 6개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9개 재판부 소재지가 서울이 아
니었다. 따라서 경유증표, 송달료, 각종 신청에 따른 인지세 외에도 교통비, 복대리비 등 비용부
담이 상당하였다.

3. 입증의 어려움
홈플러스 소송의 쟁점은 원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전된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경품에
응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입증은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원고 몫이다. 원
고의 개인정보를 홈플러스가 취득한 사실, 홈플러스가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
하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홈플러스와 보험사는 소
비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폐기했다고 답하였다. 2015. 7. 7. 소장 제출 이후 아직까지 이 점이
다투어지고 있다.

제1주제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 토론문

4. 소송의 효과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한정
상조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255명의 소비자, 즉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가 된 소비자만이
구제받는다.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따라 소송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상조업체
로 하여금 부실한 경영과 태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들을 계속하게 한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는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인단 모집을 하였지만, 모집에 기
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조업체의 법 위반, 채무불이행이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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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토론문

“집단소송제도 확대 논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함영주
교수 교수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습기 살균제 등 일련의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하여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논의과정을 정
리한 후 향후의 과제를 제시한 홍정아 입법조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는 자칫하면 적용범위의 확대 일변도 입장이나 집단소송도입
억제 또는 도입반대 입장 중 하나를 취하고 그 입장에 맞추어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진영논리에
빠지기 쉬운데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 국가 간 시스템 경쟁시대의 도래 관련
2004년에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그 당시로는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만큼 집단소송법 분야를 선도하는 입법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현
재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은 실제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제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간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집단분쟁에 대처하기 위하
여 법제를 계속하여 개선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시스템 효율의 면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소송법제가 개인 및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기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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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의 입법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0여 년 전의 우리 집단소송
의 법제차원의 경쟁력이 현재 상승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보는지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집단소송법(좀 더 정확하게는 미국식 대표당사
자소송)을 도입하면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연비조작(이상 외국 기업제품 관련 사건 및 외국과
우리 나라간 기업 대처방법 차이 논란 사건), 개인정보유출, 소비자피해, 강제징용피해자 사건
등이 모두 집단소송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인지요?
집단소송제가 적용범위 제한 없이 전면 도입된다고 하여도 당사자들이나 사건을 대리하는 변
호사들은 자신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 아닌가요? 제도의 활용을 강제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2. 집단소송법 입법준비 또는 입법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 입법준비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3개 집단소송법안과 캐나다 및 미
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에 대한 연구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법무부
가 1990년~1996년에 걸쳐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시안이 그 후 우리나라 집단소송
법 논의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논의 또는 법제에 대한 연구(근 30년 동안 이어지
고 있는)는 그때까지 우리의 입법관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집단소송법시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와 독일의 단체소송제를 결합하는 시스템 혼
합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일절차법 내에 미국제도와 독일 제도를 병치하는 이러한 시스템 혼
합방식이 혹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개의 법률안 혼재에 먼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요? 집단
소송법제에 관한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도를 모두 수용하여 병치하거나 혼합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하는 생각이 적절한 것인지요?
여기에 보태어 최근에는 미국 대표당사자소송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2단
계 소송방식(1단계는 opt in, 2단계는 분배절차)이 일본에서 새로이 창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유형까지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1) 이는 전형적인 시스템 혼합으로 실제 소송
1) 이 부분은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수십 년간 연구하던 일본이 결국 미국제도의 도입이 거부 또는 좌절되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집단소송제를 만든 브라질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2단계의 형식만을 수용하고 1단계의 opt-out 부분의 수용은 배제한 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가 사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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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2단계에서 피고변호사가 제1단계에서의 절차적 한계나 문제점에 이의를 계속하여 제기
하는 경우 현행 선정당사자제도의 경우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현대형 소송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켜 분쟁을 원점으로 다시 돌
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적어도 소송절차를 전제로 하는 집
단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2단계에서 자신의 의뢰인들을 위하여 일일이 1단계의 문제점에 대
하여 이의를 하는 방식(해당 사건은 1단계에 포섭될 사건이 아니다. 1단계의 기판력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1단계에서 말하는 신청인에 포함될 수 없다 등)을 취하면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선정당사자제도로는 불가능하면서 이러한 유형에 적합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사실상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의 한 유형을 받아들이는 주식에서의 우회상장과 유사한
방식을 쓰기 위하여 미국식의 제도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
닌지요?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입법방식을 그대로 따를 이유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2)

3.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의 영향
증권소송은 다른 집단소송사건들과 달리 주주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당
사자 특정이나 집단소송 개시 사실에 대한 개별통지가 어렵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
시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소액다수의 주주들과 함께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되
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꺼리고 자신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만 받으면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분야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지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시작되어 허가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이
유도 이러한 것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차를 달리한다고 할 만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는
일본의 제도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2)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정당사자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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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증권분야에 범위가 한정된 집단소송제(좀 더 자세히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이 오히려 집단소송제가 더 필요한 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
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요?
또한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외국의 문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논거인 남소가능성, 대륙법체계
와의 부조화,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3) 등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또한 발표자께서는 집단소송제가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기업에는 불리한 제도라는 입
장이 왜 나오게 된 것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실제 소송이 그렇게 운영되는지요?
집단분쟁 관련 법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2의 집단분쟁조정(일괄적인 분쟁
조정)에서 대표당사자의 선임은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의 요소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왜 조정에
들어가 있을까요? 또한 같은 법 제6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
비자 또는 사업자만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소비자들의 피해에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정신청권을 가지고 가해를 한 사업자까지 조정신청권을 갖
는다는 명문규정을 두었을까요?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가해자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의하거나 거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조
정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4) 미리 나서서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이처럼 집단분쟁조정제도 역시 대표당사자소송과 조정시스템을 혼합한 것이므로 집단소송
제도의 시스템 개선논의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4. 집단소송제의 절차법적 특성과 국회제출 집단소송법안에 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후 이를 실체법의 하나인 증권법의 한 분야로 인식하는 분들이 적
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증권민사소송법이 행정소송법처럼 별도의 절차상
의 특칙이 필요한 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동일한 논의로 발표자께서는 소비자민사소송법, 공정거래민사소송법, 개인정보민사소송
법, 금융소비자민사소송법, 강제징용피해자민사소송법 등의 명칭 또는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3) access to court의 문제로 access to justice와 구별됩니다.
4) 소비자가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절차로 넘어갈 수 없는 조정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민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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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이들 분야에 개별 민사절차법을 만들만큼 그 분야에만 적용되는 각각의 절차상의 특칙이
있는 것인지요?

5. 남소(濫訴)라는 용어의 남용(濫用))에 대하여
집단소송(특히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은 기존의 소송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① 이른바 현
대형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 중에서, ② 특히 사회정의관념상 미해결로 방
치할 수 없는 사건에 한해, ③ 법원의 동일사건의 부담을 덜고(유사사건의 폭주로 법원업무의 마
비), ④ 소액다수의 피해로 피해자 개인들에게는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극복하게 하고, ⑤ 불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사건의 억제가 가
능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Q: 그런데 위에서 나열한 집단소송사건의 특성은 소송법상의 일종의 소송요건과 비슷하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남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지요?
집단소송에서 남소가 있으려면 남소를 할 주체(당사자나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또 남소를
할 실익(수익 또는 실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제기를 한 측이 비용만 물고 망하는 경우도 일단 소제기를 했으니까 남소라고 할 수 있는
지요?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수행하다 망하는 일이 계속되는데도 동일한 일을 반복 수행할 유인
이 있는지요?
우리의 경우 오히려 남소(濫訴)는 집단소송분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15년
기준 법원에 접수되는 각종 사건이 1800만 건(소송사건 650만 건, 비송사건 1200만 건)이고 대법
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이 37,000건을 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누구나 원하기
만 하면 대법원(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 소송제도의 구성은 다분히 형식적·관념적
의미인 재판을 받을 권리(access to court)만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사법접
근권(access to justice)의 요구는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당사자들
이 하급심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고 더욱 높은 심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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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의 소송시스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소
송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소송사태(avalanche)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정작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후통제를 하고 있는 연비조작, 유해화학물질 피해,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
차법상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측 우리 법원에서는 소송사건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처리하지만, 정작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어 전국가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논의의 장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과다이용과 과소
이용(또는 이용불가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아닌지요?

6. 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억지효과(억제효과)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전경련이나 기업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자료나 논문들에서는 미국에서도 대표당사자소송제도
(class action)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억지효과(억제효과; deterrent
effect)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대표당사자소송제가 도
입된 후 대규모불법행위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5)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Q: 미국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억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측을
반박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
니다. 국내에서 소송절차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에서도
대표당사자소송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견해가 다수라든가 제도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대표당사자
소송이 쇠락하는 제도라고 하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 아닌지요?
또한 미국 학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
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미국 특유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6)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
는지요?

5) 이러한 연구는 대표당사자소송의 효용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대표당사자소송의 유사한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한 억제효과를
반박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6)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미국 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미국의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보다 비판하는 입장이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이나 아시아 국가의 학자들이 자국의 제도에 대하여 적나라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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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우리의 방안을 모색할 때 현 시점에서 집단분쟁해결 시스
템 구성의 목표가 이미 도입된 제도이용의 활성화여야 하는지 실효성 있는 제
도로의 정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과 관련된 외형상의 제도 개수만을 놓고 보면 미국식의 대표당사자
소송제 (증권관련집단소송), 독일식의 단체소송(소비자단체소송 등), 유래와 제도의 목적이 불분
명한 혼합형(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7)),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소송 등을 두고 있어 세계에
서 가장 다채로운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가 독일식
의 단체소송과 우리와 일본에 있는 선정당사자소송제를 굳이 배제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가
장 폭넓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더 다양한 제도를 병설하
고 있는 예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Q1: 먼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의 주도권을 예외적으로 하고(사업자에게 신청권
인정이 특이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분쟁조
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음; 2016년 9월 30일 시행예정인 최근 법안에 소비자가 비로소
추가됨), 집단분쟁으로 다루지 않고 개별분쟁화(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신청권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행함, 소비자도 전원이 아니라 개인 또는 일단의 구성원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결정(일종
의 재정(裁定))에 의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명칭과 모순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조정신청과 같은 후견적 간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 action)과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된 것이라고 평가할 여
지도 있습니다.
7)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의 주도권을 예외적으로 하고(사업자에게 신청권 인정이 특이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
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음; 2016년 9월 30일 시행예정 법안에 소비자가
비로소 추가됨), 집단분쟁으로 다루지 않고 개별분쟁화(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신청권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행함)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조정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의 결정(일종의 재정(裁定))에 의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명칭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조정신청과 같은 후견적 간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국의 부권소송(parens patriae)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분쟁조정제도에 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에 있는 요소들이 대거 유입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제도는 기존 소송제도에 없는 특징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제도여서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정제도에 소송제도의 요소를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홍보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스템의 정합성충돌의 측면에
서 좀 더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절차법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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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에 있는 요소들이 대거 유입
이 되었는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기존 소송제도에 없는 특징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제도여서 조정제도와 같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정제도에 소송제도의 요소를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필
요한 것인지요?

Q2: 위와 같은 우리의 제도상황은 그야말로 “반찬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독일식 단체소송제도, 미국의 부
권소송제도의 형태까지 도입되었음에도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가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
는 현실을 초래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연비조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외국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와 매우 다른 방어수단을 쓰거나 또는 달리 처신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기업이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를 만들면서 국내용에서는 없는 에어백을 더
싼값에 수출하는 수출용자동차에는 장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8. 제도도입의 목적(目的) 및 제도 이용의 유인(誘引)에 대한 고민과 관련하여
Q: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요? 유사한 소송으로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기업이나 법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인데 선정당사자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집단
소송에 의할 경우 변호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인(誘引; incentive)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
는지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경우는 제도도입 후 우리 기업 및 국가의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
International credit standing)가 높아졌으며 기업들로서도 자구책을 강구하여 회계장부의 기재
에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 집
단소송제의 목적이 해당사건에서의 특정행위의 금지나 손해배상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
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 개선효과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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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주의와 집단소송제도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가 완전하고 아주 현명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주
의는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각종 정부형태를 제외하면 최악의 정부형태이다”라고 한 말은 현재
세계 각국이 시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을 포함한 “집단소송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분쟁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던 새로
운 집단적 분쟁(이른바 현대형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송제도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
분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등장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다른 소송제도를 제외하면 최
악의 제도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가 합니다.

Q: 위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0. 향후의 전망과 입법태도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생산, 집단소비, 위험사회의 일상화, 대규모 재난, 피해발생의 잠복기가
오래되는 새로운 물질의 개발에 대한 시간적 간극 등 기존의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쩔 수 없이 모색하게 된 새로운 소송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하
여 기존 소송제도의 원칙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제도생성의 출발점과 상충하는 주장이 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Q: 현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에서는 시간적 선후의 차이가 있
겠지만 결국은 집단분쟁 또는 집단재난에 대응하는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하여 먼저 도입하고 문제를 고쳐나가자는 입장, 충분히 숙고하고 제
도를 가급적 천천히 도입하자는 입장, 제도도입과 문제점에 대한 수정을 동시에 행하자는 입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우리의 소송현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특성, 사법분야의 운영을 담당하
고 있는 법관·변호사 등의 집단분쟁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위의 태도 중 어느 것이 우리
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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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국가경쟁력의 증진, 개인의 행복도 증진,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예를
들면 사람 목숨(생명)의 값(가치)과 같은 관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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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토론문)
박동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자의 좋은 발표를 통하여 우리의 위자료 산정의 법리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
리라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에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
를 그 만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전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즉 위자료의 지급을 손해
배상의 문제로 본다면- 손해의 계량화, 객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 함
은 주관적인 사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계량화는 어려울 것을 넘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적 손해의 경우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해 주면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피침해 물건의 가치감소는 시장(市場)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비교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 예컨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부모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를지 같을지를 판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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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러한 위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십니다. 사견으로는 이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임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적 손해의의 증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 위자료라는 방법을 통하여 배
상액을 증액한다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3분설을 취하는
기존의 판결례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별개의 손해의 배상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자료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저하게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
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의 고액화(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교통․산재사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위자료 총액(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금액)을 1억
원을 정하고 사안에 따라 약 20% 정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동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피침해법익, 침해의 방법, 침해의 계속성여부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것인데 이와 같은 위자료산정기준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확한 배상을 배제할 수 있다
고 보입니다. 먼저 이러한 위자료산정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또한 필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법관을 사실상으로도 구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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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되고 위자료의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기준이며 최소한의 기준으
로 기능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각각의 사건에서 법관은 이 산정기준을 참조하되 개
별적 사안에 나타난 사실관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표에서 자유롭게 위자료액수를 산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3]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에서 만든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의 기준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산정기
준을 면밀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산정 산정기준이 해당사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증액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물가상승률 등이 그 증액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에 참조되어야 할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발제자께서는 당사자주의를 존중하여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에 좀 더 유의하여 당사자가 어떤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는지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액수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좀 더 객관화된 기
준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사자주의의 존중이 위자료액수의 현실화에 어떤 역할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5]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의 총액화는 그 액수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발표분 V. 3. 5) 참조) 실무상 사망과 상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가단(家團)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은 위자료의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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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많은 경우 각각의 가족
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인정하는 이상, 그 정신적 고통은 가족이 많을수록 그 중 한사람의 사망에 대
한 고통이 적어진다는 의제는 더 이상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기준이 실무상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고액화 하는 방법은 위자료를 포함한 비재산적 손해의 항목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개별적 항목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발제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영위가능성에 대한 침해(발표문 V. 3. 2) 참조)가 있다면 이는 정신적 고통
의 존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경우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 고통을 포괄적으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
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사망 또는 신체침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의 침해 또는 신체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 이외에 육체적 고통도 역시 보전되어야 할 피해자의 손해로 평가하고 그에 대
한 고통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폐
기능이 악화되어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수년에 걸친 육체적 고통을 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이외에 사망
의 기간동안 받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역시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받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판단하는 것은 위자료액수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도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경우와 즉사한 경우의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장
기간 겪고 있는 경우와 즉사한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의 위자료가 더 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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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가 1억원 전후로 인정된다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위자료가 이보다 더 높게 책정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고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가치모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
망의 경우보다 상해의 경우에 위자료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바람직한지에 대
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위자료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적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또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실천적 작업이 무엇보다 크게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발제자의 발표문이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찾아내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
랍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 토론문

위자료에 대한 기자의 시각 (토론문)

위자료에 대한 기자의 시각 (토론문)
권석천(중앙일보 논설위원)

권석천 논설위원 │ 중앙일보 │

1. 법원은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해왔나
평소 기사를 쓰고 판결문을 읽으며 어렴풋하게 느꼈던 문제들이 이창현 교수님의 발제를 통
해 확연하게 다가왔다. 특히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실무를 정리해보면 판사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보인다.
판사들을 포함해 한국 사회는 고통에 무감각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우선시되고,
인격권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인신
피해, 인격권 침해, 재산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해자에 대해선 “돈만 노린다”는 천
민자본주의의 색안경으로 봤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최근 옥시가 1,2등급 판정을 받
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제시하면서 한국 법원의 판례를 참작했다고 설
명했을 정도다. ‘위자료 1억’은 어떤 고통이든 다 같다는 공식에 기반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가
해와 피해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고통은 저마다 다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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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발제문이 지적하듯이 일률적으로 위자료 산정을 하거나 ‘가단 이론’에 입각해 위자
료 총액이란 한계를 둬온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것은 국가 중심, 기업 중심 사고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국민이 잘 살려면 나라가 잘
돼야 하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잘 살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사고가 피해 경시, 인명 경시,
인격권 경시의 판례를 만들어온 것 아닐까.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면 유방조직 검사 결과지가 바뀌어 유방이 절제된 사건에 선고된 위자
료 3500만 원은 법원 기준에선 많은 것일 수 있으나 해당 여성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신체 일부가 손상됐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끔찍한 사고를 겪은
피해 여성에겐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을 구체적으
로 요구하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누군가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괜한 걱정’으로 무시
하는 태도 아닌가.

2.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사고방식
더욱 큰 문제는 피해를 경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
다. 발제문이 제시하듯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해서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돼 왔
다. 물론 이 원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가해자라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원리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도 뭔가 잘못이 있을 것
이다’ ‘피해자도 미끼를 문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이어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
다. 공평한 분담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과실상계의 잣대를 대지 않
았는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선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았는지, 법원 스스로 물어야 한다.
2007년 양승태 대법원장(당시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분쟁 피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라면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자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법원과 판사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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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원과 판사들의 인식 변화, 태도 변화 없이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3. 위자료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의견
이번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법체계와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취
지로 알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위자료의 예방-제재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발
제문의 제안에 동의한다. 특히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겠지만 인생의 영위가능성 침해라는 측
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지거나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예방-제재적인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의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현행 실무를
평균 수입 기준으로 바꾸고 ^고도로 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의 3배 이
상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데도 공감한다. 위자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이창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다만 발제문이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선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➀아동 성폭력에 대해선 인생의 영위 가능성 침해로 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

적했는데 성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성인 대상 성폭력도
아동 성폭력 못지않은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이다.

➁손해의 지속성에 있어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보다 장기의 와병 끝에 사망하는 경우 보다 많

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장기의 와병을 할 경우 가
족들이 받는 고통이 큰 반면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즉사했을 때는 간병의 고
통은 없지만 한순간의 상실감 등으로 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

➂입증책임과 관련해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지당하다. 발제문이

제시한대로 당사자가 비재산적 손해의 정도에 대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사건 직후엔 그 고
통이 얼마나 오래갈지,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강력 사건에 대해서
는 판사들이 그 후유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④기업이 만든 제조물이나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내부자들이 상황을 가장 잘 알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악의, 행
태, 지연 행위 역시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국가기관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병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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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개인 대 개인의 문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⑤마지막으로 위자료란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피
해에 대한 배상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혼이나 불륜 사건에서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인지 위자료란 말을 들으면 합의를 하기 위해 조금 더 얹어주는 돈이란 느낌이 강하다. 당장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비재산적 피해 배상’ 등으로 용어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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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한 토론내용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한 토론내용
이제우

이제우 연구위원 │ 사법정책연구원 │

이창현 교수님께서 위자료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관하여 작성해주신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신 점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
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완전한 토론문의 형식이 아닌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비롯해서 위자료의 현실화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
되 약간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수님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가 증액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제도의 예방
적 또는 제재적 기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필
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현 제도 아래에서 피해자가 실손해를 배상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즉 손해배상제도의 전보적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형
법이나 행정법 등 다른 법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능을 민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은, 적어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는 잘 맞지 않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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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러한 제도가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
지원칙 또는 과잉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절차법적으로도 민·형사책임에 있어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적지 않은 차이도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위자료의 산정이 본질적으로 형평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리가 항상 엄격하게 지켜
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특별법을 통해 우리나라
에서도 3배 배상제도(treble damages)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도입되고 있
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제한적인 범위로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과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을 이유로 손해의 전보 이상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바입니다. 유럽의 대륙법국가들 대부분이 예방적 또는 제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손해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3배 배
상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도입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특별법으로서만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2. 현 제도 아래에서 우리 판례는 일반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시듯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대법원판결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지던 당시의 위자료의 상한선보다 훨씬 큰 금액이 인정
되었던 것은 맞지만 위자료를 증액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가해자인 항공사 측의 고의 내지 중
과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들이 비
슷한 수준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 판례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항공기사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증액하고 있는 실정
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고의, 더 나아가 중과실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습니다.
2009년 1인당 국내총생산(GNI) 대비 사지마비에 대한 위자료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를
1로 본다면 스위스가 0.8, 프랑스가 1.8, 영국이 3, 독일이 4.6, 이탈리아가 10 그리고 미국이
37입니다.8) 스위스와 프랑스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

8) 이동진,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법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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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세 국가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법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본인과 근친자 모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사지마비에 대해서
평균 4배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은 물론 근친자
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로 많은 금액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더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위스와 프랑
스는 ‘넓게 그러나 조금만’ 인정해주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
들은 ‘좁게 그러나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국가들과 우
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도 위자료를 크게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절대적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국민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설
사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위자료의 상한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
리의 손해배상제도가 예방적 또는 제재적 기능은 차치하고 전보적 기능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손해의 전보를 위한 증액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증액
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가 관건입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듯이 위자료의 배상이 되는 대상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기존에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적 고통으로 일원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협의의 정신적 고통과 인
생을 영위할 가능성의 상실(loss of amenity)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협의의 정신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을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실무가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개념보다는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더 많이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정신적 고
통을 사실적 개념으로 해석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증가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
해서 위자료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인한 생명침해와 극
악무도한 살인범의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가 주는 정신적 고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고의에 미치지 않는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근친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가령, 오랜 노력 끝에 고령에 어렵게 임신하여 출산하고 키운 하나뿐인 자식이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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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실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의 인정이 쉽
지 않는 상황에서 중과실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는 위자료를 증액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주관적, 내적 사정
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큰 폭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위자료를 증액하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이 아닌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의 상
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균여명의 상실(loss of expectation of life) 및 교제의 상실(loss of
consortium)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실무가 손해의 발생과 관련
된 제반 사정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법익을 직접적으로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의 상실, 평균여명의 상실, 교제의 상실과 같은 법
익침해는 고의에 의해서 더 커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련이 없습
니다.

4. 오늘날 위자료의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의 법관들 역시 공감하는 부
분이 큽니다. 다만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훼손, 보험료의 상승
기타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법원이 다소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관들이 여러 이유로 직접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자료의 산정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문제는 결코 쉽게 결정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도입되더라도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 배심
원들의 평결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원이 계속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등 과소배상을 함으로써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이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면 이런 제도의 도입은 적
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위자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고의로 인한 침해행위가 있는) 특수한 경
우에 위자료를 증액하는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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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위자료의 배상 대상을
세분화하고 특히 정신적 고통 이외의 법익침해를 통해서 피해자가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위자료의 증액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의 국민참여재판 도입도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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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계경문(한국외국어대 법전원 kmkye@hufs.ac.kr)

계경문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 발제문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이는 입법에 의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도
있지만 법해석, 특히 판례를 통하여 전환되기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우선 입법에 의한 것을
살펴보면 같은 과실이라도 일반 규정(민법 제750조)에서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피해자, 즉 원고
에게 있지만 그와 달리 ① 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
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
동차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
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하 해당 조문 본문생략) ③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④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
임)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⑦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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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에서는 가해자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여기서 과연 입증책임이 판례, 또는 해석을 통해서 전환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유력
한 견해는9) 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지에
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대법 1979. 6.26, 79다741 등 판례와 주주명부에 관한 대법 2010. 3.
11, 2007다51505 등 판례들을 비판하면서 해석론으로 권리추정을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법
규범이 가져야하는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로 이런 판례의 태도라
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 각종 (지적)공부 등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권리추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2. 발제문의 제목은 “…입증용이화 방안”으로, “용이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매우 쉽다”10)
는 것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입증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발제문이 지적하듯 강학상의 입증 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는 것은 이른바 객관적 입증책임으
로서 소송에서 증거조사의 결과 법관으로 하여금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그 사실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말하는 것인데 이해
를 위하여 풀어서 말하자면 그 당사자는 패소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주관적 입증책임은 객관적 입증책임이 의미하는 패소판결을 면하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의
부담 또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발제문의 제목인 ‘입증용이화 방안’이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
로 하여금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제의 지향점은 강학상
의 객관적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보다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입증책임과 입증의 부담은 서로 떼어놓고 확연히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적정화”로 주제가 정해진 만큼 이번 주제는 가습기 살
균제 등 인체에 유해한 대량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되 그 입증의 용이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관의 입장 또는 강학상의 논의가 아닌 국민 또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입증이란 무
엇인가. 이미 논한 강학상의 입증책임론보다 한 발 비껴가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손해배상청구

9) 한충수, 민사소송법, 2016, 제454면
10) 민중서관, 국어대사전,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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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그전보다 손쉽게 법원에 제출 또는 현출하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증거신청
에 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이하 법 제289조, 제292조). 그러나 한편 증거조사의
채택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어서(법 제200조), 당사자의 입증부담의 경감
또는 입증을 쉽게 하는 것은 여전히 법원의 손(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특히 당사자가 소지하여 제출하는 서증과 증인신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른바 영
미의 discovery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그 밖의 감정신청 또는
문서제출 명령이라든가 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증거조사는 필히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영역에서의 법원의 소송지휘 나아가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
하고 싶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행법은 증인 신문 및 감정인 또
는 감정 증인을 비디오중계 장치로 실시하도록 하였다든가 (법 제327조의 2, 제339조의 3 등),
자기역량의 고지의무와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법 제335조의 2),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
사의 의견진술기회부여( 법 제339조의 제3항) 또는 감정인 신문기회의 보충적 부여(법 제333조
등) 등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예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당사자 또는 제3
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제출명령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정과 소제기 전 증
거조사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증거조사와 수집
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특히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른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사소송의 뼈대이기는 하나 현대와 같이 하
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을 설득 내지는 납득시키라
는 원칙만을 고집하다가는 사법이 가장 두려워해야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싶다. 불성실, 불출석 또는 허위 증언을 하는 증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각종
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더 나아가 위 증인같은 불량 감정인조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법원의 소
송지휘가 절실함을 지적하고 싶다. 여전히 “대동증인”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당사자와 밀착한 증언을 양산하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정에 대해서는 일각에
서 “법원이 운영하는 독립적 감정기관의 신설”을 거론할 정도로 전문가의 감정기피, 터무니없이
비싼 감정료, 부실・불성실한 –나아가 엉터리-감정, 감정보고의 제출지연 및 당사자와 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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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성의 비 윤리성11), 감정촉탁에의 과도한 의지(법 제341조 제1항) 등 사법개혁차원에서 감정
인제도에 더욱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12)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 또한 문서의 부제출
에 대한 제재가 입법적으로 미비하고, 게다가 수동적인 제도 운영의 자세도 마찬가지이다.13) 또
한 법 제136조 제1항의 “증명촉구의무‘의 대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게도 사실조사의 의
무를 부여한 것으로도 인식하는 과감하고도 전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요컨대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법원이 증거조사절차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이에 대한 각종 제재조항을 활용하면 당사자의 입증의 부담이 경감되고 그 입증활동이 현재보
다는 더욱 용이해-쉬워질 –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억울하지만 절실한 “사법에 대한
신뢰”와 헌법(제 27조 제1항)이 지향하는 “사법에의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는 첩경이 된다고 생
각한다.

11) 현재 사회전반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사안은 대립한 이해당사자 양측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가하여 금액을 선정하
는 관행이 자리잡고 이루어지고 있다(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그리고
전파법상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 등). 공정해야할 감정인들이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불만을 가진 일 당사자들의 사적
공격 등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10판),501면
13) 위 책, 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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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백경일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백경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권대우 교수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
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문 가운데 특별히 이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몇 가지 부분을 교수님께 확인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발표문을 읽어보면 ‘위험영역설’을 적용하여 “상품의 하자 혹은 제조물의 결함과 같
이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Prölss의 위험영역설
(Gefahrenbereichslehre)은 독일에서 통설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14). 위험영역이 증명책임의
일반적 분배기준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위험영역설이 이미 존재
하는 각 청구권규범에 따른 증명책임분배원칙의 보완적 해석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합
성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15).

14)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영역설은 우리 민법이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고, 민법의 규율과 맞지도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위험영역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胡文赫, 민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09, 493면.
15) Prütting, Gegenwartsprobleme der Beweislast, 1983, 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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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그 위험영역이라는 개념이 증명책임의 일반적 분배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불
명확한 개념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배공간도, 가해자의 지배
공간도 아닌, 제3자의 지배공간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가해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
담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위험영역설은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16). 그러한 경우 제3자에
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 제3자의 지배영역이 원고의 지배영역이나 피고의 지배영
역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따져서 증명책임을 분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대법원이 위험영역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완화한 예로는 1968년 11월 26일 이른바
‘닭페스트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생산자에게 불법행위에
관한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이를 위험영역설의 사고로써 정당화한 바가 있습니
다17). 생산자는 생산현장을 조망하고 생산과정 및 완제품공급의 관리를 조직하므로, 그 손해발
생의 사안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증명불가능성의 결과를 감수하는 것에 대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näher daran)’는 것입니다18).

그러나 ‘닭페스트사건’에서 완화된 증명책임은 ‘상품의 하자 또는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
책임이 아닙니다. 상품의 하자 또는 제조물의 결함이 이미 전제된 단계에서 그 ‘귀책사유
(Verschulden)’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생산자에게 부담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위험영역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흠결(Gesetzeslücke)’이 전제되어야
합니다19). 그런데 상품의 하자 또는 제조물의 결함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독
일법상 흠결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20). 그 후에도 상품의 하자 또는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16) Musielak/Stadler, Grundfragen des Beweisrechts, 1984, Rn. 225.
17) BGHZ 51, 91(105 ff.).
18) 이러한 법리를 제조물책임 전반에 적용할 경우, 그 원인발생이 만약 생산자의 지배영역과 조직영역에 존재한다면, 생산자에게
그 귀책사유 증명불가능성에 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그의 위험영역에서 발생
한, 모든 손해발생사실에 관한 증명불가능성의 부담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상의 결함, 제품상의 결함, 조직상의
결함 또는 정확한 제품사용설명의 결함 모든 것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은 Diederichsen,
“Wohin treibt die Produzentenhaftung?”, in: NJW 1978, 1281(1287 f.); Lorenz, “Beweisprobleme bei der
Produzentenhaftung”, in: AcP 170(1970), S. 367 ff. 그리고 이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는 Cho Kyu-Chang, Die Haftung
des Warenherstellers gegenüber Endabnehmern und Dritten, 1982, S. 223 ff.
19) Prütting, in: MünchKomm-ZPO, § 286 Rn. 129; ders., in: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d. 1, Grundlagen, 2008, § 19 Rn. 9; Foerste, in: Musielak, ZPO, § 286 Rn. 37; Laumen, "Die
Beweislasterleichterung bis zur Beweislastumkehr - Ein beweisrechtliches Phänomen -", in: NJW 2002, 3739(3743).
20) 이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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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영역설’에 따라 생산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본 판결은 독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의 옥시 사건과 같이 독성실험보고서의 은
폐·조작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를 위하여 혹시 증명방해(證明妨害)의 이론을
원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증명방해의 이론은 일정한
사안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당사자21)가 그 사안의 증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사
실상 매우 곤란하게 만들 경우 이를 신의성실의 위반으로 보아22) 그 방해자에게 증거법상 일정
한 불이익을 귀속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증명방해행위를 한 자는, 자기가 이미 그 증거제출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경우 증명방해자는 적어도 공정한 소
송수행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23)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법원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주장이 비록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신뢰를 할만하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심지어 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을 언급
하고 있기도 합니다24).

독일판례상 이러한 증명방해의 이론이 적용된 예로서,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신
청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화하고 멸실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때가 되자 그 신청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신청서 서명위조
및 날짜위조에 관한 항변이 자기모순적 행위(selbstwidersprüchliches Verhalten)라는 이유로

21) 만약 증명방해의 주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라면, 이 경우 증명방해의 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증명방해자
는 그 증거에 관하여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BGH VersR 1964, 945;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d. 1, Grundlagen, 2008, § 11, Rn. 2, 40.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유족의 반대로 시체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유족 측이 증명책임 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
가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2010다12241,12258), 일부견해는 이에 관하여 증명책임전환설에 기운 판례라고 보고 있으나(李
時潤, 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502-503면), 이 경우는 증명방해의 주체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경우이므
로, 증명방해의 이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조 2항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독일판례로서는: BGH NJW 1990, 3151(3152);
BGH NJW 1996, 315(317) = BGHZ 131, 163.
23) 이에 관해서는 Prütting, in: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d. 1, § 11, Rn. 20.
24) BGH NJW 2008, 982; BGH NJW 2006, 434; BGHZ 99, 391(395 ff.) = NJW 1987,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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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25)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신청서의 진정성은 보험회사
가 그 신청서를 이미 멸실시켰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것으로 판례에서 간주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중고차매수인이 고장 난 공기압축기를 폐기처분해버린 후에, 매도인에
대하여 그 공기압축기의 고장이 위험이전의 시점까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경우로서, 독일법원은 그에 관한 매도인의 항변 역시 이미 입증된 것으로 간주
해버린 바가 있습니다26). 다만 빗물저장탱크가 훼손된 것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웃집의 안전위험 때문에 끄집어내야 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
정되는 이상, 증명방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시된 적도 있었습니다27).

물론 독일의 다수설은 증명방해행위가 객관적 증명책임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
장, 즉 ‘자유심증설’ 내지 ‘증거평가설’28)에 수렴하고 있습니다29). 만약 증명방해에 의해 증명책
임의 전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애초에 증명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사소한 방
해행위 하나로 증명책임을 졸지에 부담하여 사실상 패소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는 불합리가 발
생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30). 그리고 만약 그 방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
실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본의 아닌 방해행위로 인해 증명책임까지 전환될 경우 방해자에게 지
나친 불이익이 가해진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31).
25) BGH NJW-RR 2000, 1471(1472).
26) BGHZ 159, 215(218); BGH NJW 2005, 3490.
27) OLG Braunschweig OLGR 2004, 263(265).
28) 우리나라에서도 통설입니다: 예를 들면 李時潤, 민사소송법, 502면; 鄭東潤/庾炳賢,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463면.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 역시 의사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는 증명방해행위이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41938 판결).
29) Baumbach/Lauterbach/Hartmann, ZPO, 66. Aufl., 2008, § 286, Rn. 27; MünchKomm zur ZPO/Prütting, 3. Aufl.,
2007, § 286, Rn. 85; Musielak/Foerste, Kommentar zur ZPO, 6. Aufl., 2008, § 386, Rn. 63; Zöller/Greger, ZPO,
26. Aufl., 2006, § 286, Rn. 14; Laumen, “Die Beweislasterleichterung bis zur Beweislastumkehr - Ein
beweisrechtliches Phänomen -”, NJW 2002, 3739(3744 ff.); Gerhardt, “Beweisvereitelung im Zivilprozeß”, AcP
169(1969), 289(307, 315); Musielak, Die Grundlagen der Beweislast im Zivilprozeß, S. 139; ders., “Hilfen bei
Beweisschwierigkeiten im Zivilprozeß”, Festgabe 50 Jahre BGH, 2000, S. 194, 221 f.; Peters, “Beweisvereitelung
und Mitwirkungspflicht des Beweisgegners”, ZZP 82(1969), 200(218); Prütting, Gegenwartsprobleme der
Beweislast, S. 188 f.
30) 이에 관한 독일의 학설로는: Musielak/Stadler, Grundfragen des Beweisrechts, Rn. 189.
31) 이에 관한 독일의 학설로는: Handkommentar zur ZPO/Saenger, 4. Aufl., 2011, § 286, Rn. 97; MünchKomm zur
ZPO/Prütting, § 286, Rn. 85;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 114, Rn. 25; Peters,
“Beweisvereitelung und Mitwirkungspflicht des Beweisgegners”, ZZP 82(1969), 200(218); Prütting,
Gegenwartsprobleme der Beweislast, S. 187 f.; Stürner, Die Aufklärungspflicht der Parteien im Zivilprozess, 1976,
S. 237. 국내 견해 가운데서는 자유심증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고의의 증거제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상대방에게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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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피고에 의해 제출이 방해된 증거수단이 원고가 주장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음을 법원이 자유심증(freie Beweiswürdigung)에 의해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
지 가능한 일입니다32). 이러한 점에서 증명방해는 개별사안에서 각 방해행위의 행태, 비난가능
성의 정도, 증거의 가치 등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많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33). 특히 이
번 옥시사건처럼 위해성이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자들의 집단적 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
방해자가 고의적일 때에 그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증명방해행위가 원고 측의 요건사실증명 실패
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피고 측으로 증명책임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견해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는 강력한 징빙(徵憑)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李時潤, 민사소송법, 502면.
32) 이에 관해서는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d. 1, § 37 f.
33) 鄭東潤/庾炳賢,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463면; 宋相現,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2008), 602면; 胡文赫, 민사소송법(제7
판), 법문사(2009), 426면.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토론자료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변호사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백대용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한 권대우 교수님의 좋은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맡아 주신 권대우 교수님을 포함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계경문 교수님, 백경일 교
수님, 서여정 판사님이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운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무
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척 어렵게만 느
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입
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경험하였듯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민사
절차에서 이러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해됩니다. 저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
습니다.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증책임 완화 등 어떤 해결방안이든 간에 전문가
들이 부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의 결론은 다소 공격적인
방식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소비자(피해자)들의 바램과 실제 현실은 상
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232 │ 233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환갑을 맞이하
여 평생 동안 고생만 한 자신의 부인을 위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승용
차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고급승용차였기 때문에 안전성이 다른 차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차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고속도로에
서 주행할 때 갑자기 무거운 물체로 차량을 충격하는 듯한 “쿵”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가 순간적
으로 앞으로 크게 덜커덕거리는 변속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한번 눈을 감고 이들이 느꼈을 변속
충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받았지만 또 다시 고속도로 주행 중 더 심한 변속충격
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에서 경험한 변속충격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인해 그 소비
자는 자동차 판매회사에 차량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이러한 요
청을 거절하고 수리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이에 그 소비자는 법원에 계약해
제 또는 신차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소송에서 변론주의원칙상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구입
한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다거나 본인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쉽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비자들
은 대부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소비자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변속충격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속충격이 발생하면 곧바로
감정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동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차량은 사람의 생
명과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다른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령 TV같은 가전제품은 고장 나
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입니다. 변속충격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
던 소비자가,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하기조차 두려운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차량
을 계속 운행하면서 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입증방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입증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도 이 법이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바, 사랑하는 가족이 가
습기 살균제로 사망하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막막한 이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진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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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소비자를 위한 입증책임의 용이화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민사소송에
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한 국가가 지정한 각종 전문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국가의 비용
으로 하자나 결함 등을 판단해 줄 수 있는(즉, 소비자가 입증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
로 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소비자가 하자
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일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소비자가 차량의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를 주장했는데
회사는 일반적인 하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운전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치부해 버렸
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급발진 사건의 경우 회사들이 차량 운전자의 실수 등에 기인한 것이라
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해당 차량의 구조적
인 문제는 아닌 것인지 등에 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의구심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저는 소비자들의 입증책
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한 한국적 디스커버리제도의 조속
한 도입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심각하게 편재되어 있는 소비자 소송에서 한국의 디스커
버리 제도가 필요적 변론준비절차와 맞물려 도입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
전 사실관계의 규명으로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화해가 유도되어 분쟁 종결 시 당사
자 간에 불만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적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
였다면 이 사건에서 소비자는 본인의 운전습관이 아니라 이러한 하자가 본인 외에 다른 차량에
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지 등에 관해 보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하자의 판
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소비자는 1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동차 구입대금을 성실히 지급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있는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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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입증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변속충격으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똑 같은 문제가 재발했으니 자동차회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가지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도 이 법이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
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입
증책임마저 번거롭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 차례 일반소
비자가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
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는 차제에 소비자
들의 입증책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제조물책임
법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므로 첨언하자면 제조물책임법의 한계는 제조물
의 결함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으로 인해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
지 않고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의 완화는 제품 자체에 대한 하자
를 묻는 소송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
임 완화의 유추적용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앞서 말씀 드린 사례에서 소비자가 실질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용이화 방안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도입부분에서 우리나라 소비자(피해자)들의 바램과 실제 현실이 상당한 거
리감이 있다고 말씀 드린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민사소송에서 소
비자문제에 관한 한 국가가 지정한 각종 전문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하자나 결함 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입증책
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한 한국적 디스커버리제도의 조속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차제에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한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주는 방
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 드린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차
량의 하자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소
비자의 신뢰 파괴를 중요하게 보아 “소비자의 신뢰가 이미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로 인
해 외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그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강
요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에 다
름 아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차량의 하자와 관련하여 해당 부품
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리적인 판단
보다는 소비자의 “마음의 평화”를 중요시 하는 50여년 전의 미국 쉐보레 판결에 대해 한국의 대
법원이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눈높이에
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증책임 용이화 방안이 신속하게 도입되거나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사례: 미국의 쉐보레 사건(1968년)34)>
가. 사실관계
1967년 2월 2일 피고(소비자)는 1966년식 Chevrole Biscayne Sedan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자동차 딜러)에게 124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의 부인은 1967년 2
월 10일 금요일 차 열쇠와 매뉴얼, 보증서를 비롯한 서류 일체를 전달받은 후 차를 집으로 몰고
갔는데, 전시장에서 0.7마일 정도 떨어진 신호등 앞에서 차의 시동이 꺼졌고, 15 피트 가량 진
행한 후에 다시 한번,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 차량이 정지해야 할 때마다 시동이 꺼졌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집으로 차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로 도
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일로 상당히 화가 난 채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4) Zabriskie Chevrolet, Inc. v. Smith, 99 N.J. Super. 441, 240 A.2d 195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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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팔았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그 다음날 원
고는 피고의 집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리센터로 가져왔고, 조사 후 자동변속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알아냈다. 원고는 문제가 생긴 자동변속장치를 전시장에 있던 다른 차의 자동변속장치로
교체하였고, 그 조치내역을 피고에게 알렸다. 그러나 피고는 수리된 차량을 가져가기를 거부하
고, 매매계약의 해제를 재차 주장하였다.

나.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사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기회도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자동차를 인도받기 이전의 검사에 대해서 제조업자, 그리고 어느 정도
는 딜러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제방안이 복잡한 법률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즉 제조업자의 의무는 단순히 계약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는 사회정의 (social
justice)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인정되기도 한다.
(2) 자동차가 일상적인 삶에 매우 보편적이고 또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는, 제조업자가 운전
자, 승객, 그리고 대중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제조, 판매 등에 대한 특
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소비자의 사익과 공익이 공정하게 취급되었는지를 반
드시 살펴야 한다
(3) 신차를 구매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는 큰 투자이며, 그 신뢰성 (dependability)과
안전성(safety)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화에 따라 합리화된다. 그 믿음이 한번 흔들리면(once
their faith is shaken), 차량은 그들에게 그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기구가 되며, 그 운행은 불안과 우려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를 시도하는 것
은 무의미하다.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제3주제『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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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 책임법의 전반적인 개념 및 내용을 망라적으로 정리
해주시고, 입증책임 완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신 권대우 교수님의 발
표를 잘 들었습니다.

Ⅰ. 들어가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대법원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인
과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고35),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결함의 존
재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논리를 꾸준히 적용, 발전시켜 왔다.
35) 이른바 ‘경상사료사건’에서 최초로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하여 사료 제조상의 결함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
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그 후 ‘변압변류기 폭발사건’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결함개념을 정면으로 인정
하고,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였는가’를 제시하는 한편, 내구
연한이 지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결함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텔레비전 폭발사건’에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고가 누군
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만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
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
였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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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에 있어 증명책임의 완화는,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와
결함이 인정될 경우 결함과 그로 말미암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 두 측
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반적인 증명책임 완화 법리는 피해자가 결함을 추정
하는 일정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
계까지 추정하면서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와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
에서 인과관계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36),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결함의 존부와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완화가 어떠한 기준과 요건 하에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 완화
1.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개념 및 증명책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
부에 관계없이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은 주의의무의
이행여부가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에 제조업자의 주
의의무위반 즉, 과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더라도 결함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설
계상의 결함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체설계
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에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가 없었고
만약 그러한 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36)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통권704호)(2015. 5),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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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의 판단기준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른바 ‘공군참모총장 헬기 추락사건’37)에서 최초로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
함의 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담배소송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기준을 설시하였다.

(2) 설계상의 결함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
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
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
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
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38),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39)).

(3) 표시상의 결함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
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
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에
3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38) ‘자동차 급발진 사건’ - 다만, 이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39) ‘담배소송 사건’ -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
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
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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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40),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41)).

3.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
대법원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배배상청구사건’에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
품 설계․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독성물질이 혼합
된 화학제품의 설계․제조로부터 곧바로 설계상의 결함을 추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의 입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
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
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
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
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
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

40) ‘자동차 급발진 사건’ - 원고가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랐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있어서 위의 지시 외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액셀러
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그에 대한 경고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1) ‘담배소송 사건’ - 언론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하여 흡연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담배소비자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을 계속할 것인
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이를 쉽게 끊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담배소
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배제조자인 국가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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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
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
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
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Ⅲ.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
1. 사실상의 추정을 통한 증명책임의 완화
(1) 제조물책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
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
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
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
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
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
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위 법리에 따르면,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이 성공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
여 증명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제조물책임에서 판례상 확립된 법리로서
하급심 판례들도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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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42)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가 수입․판매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사용한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가 집단
폐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
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
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
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
자가 존재하고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에 맞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3)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 가부
앞에서 본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유추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
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42)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통권704호)(2015. 5),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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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대법
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자가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2.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 있어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
한편, 대법원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되
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조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가 HIV에
오염되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 및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의약품의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
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의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
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전제
에서, 일반적인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과 달리 인과관계 추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의약
품의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한층 더 완화하고 있다.

환자인 피해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
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제약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
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그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후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약회사가 제조
한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
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여기서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은, 자연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혈액제제의 사용과 감염의 시간적 근접성, 통계적 관련성,
혈액제제의 제조공정, 해당 바이러스 감염의 의학적 특성, 원료 혈액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방법
의 정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제약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혈
액제제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등 피해자의 감염원인이 자신이 제조한 혈액제제에서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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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피해자가 감염추정기간 동안 다
른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거나, 수혈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3.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 추론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
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최근 대기오염, 담배, 고엽제 등 집단적 유해물질 소송, 의약품의 제조물책임 소송 등에서
역학연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
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43)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증명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
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엽제 사건44)과 담배소송 사건45)에서,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
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46)의 경우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인과관계, 나
아가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
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인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
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
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
43) 이연갑, 역학연구결과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법조 통권 670호(2012. 7); 박도현・유병수,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
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공익과 인권 제15호(2015); 이선구,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
계의 증명: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2015.2.)
4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4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46) 고엽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을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인 TCDD에 의한 특이성 질환이라고 보아 참전군인 중 일부
가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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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
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
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
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
17539 판결).

또한 대법원은 같은 논리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갑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
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를 상
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47)가 크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갑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3) 고엽제 사건의 원심 판단
고엽제 사건의 원심은, 임상의학이나 병리학적으로 고엽제에 함유된 TCDD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에 관한 인체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TCDD와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피
해자에게 TCDD가 도달한 후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부터 개별 피해자의 질병이 TCDD 노출로 인
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에서

47)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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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DD에 노출되어 각 보유 질병에 걸렸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원고들이 증명한 이상, 피고
들이 반증으로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에 복무할 당시 노출된 TCDD가 각 보유 질병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거나, 그 질병에 관하여 실제 TCDD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발
병률이 TCDD에 노출되지 아니한 집단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또는 관련
선정자들의 각 보유 질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
을 면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
고 2002나32662 판결).

4. 비율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이란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정량적·비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확률·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비율로서 인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와 부존재를 all or nothing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몇 % 있었는가 하는 것과 같이 양적·비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비
율적 인과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
결48),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Ⅳ. 마치며
제조물 제조과정의 고도화 및 증거편재 등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
정규정을 신설하자는 입법론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다만, 향후 그와 같은 추정규정이 신설되
더라도 시행 이후에 발생된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은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들의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대법
원에서 꾸준히 제조물 책임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구체화, 확대시켜 왔듯이 앞으로도 증명
책임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반 소비자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48) 비율적 인과관계론은 고엽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상고이유 중 하나로 주장되었다.

제3주제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토론문

법리의 진전을 기대한다. 아울러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비특이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판례를 통하여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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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이점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점인 교수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I. 현대 불법행위와 가해행위 억제필요성
이미 발제자의 주제 발표논문에서도 잘 밝히고 있듯이 현행민법 하에서의 채무불이행 및 불
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
을 손해배상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종래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현행 민법 하에
서는 민․형사책임의 분화사상에 따라서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악성을 추급하여 그 도의적인 책임
을 묻는 것이므로 주관적 사정을 중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응보적․사회방위적․교육적 견지에
서 가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고,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전보가
목적이므로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중시하지 않았다. 즉, 손해의 전보와 제재는 전혀 별개의 제
도라고 이해하여 민사법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이나 억제기능에 대하여는 소극적
으로 이해해 왔다.49)

49) 불법행위이론 중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와 억제의 위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견해는 불법행위법에 요청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회복
과 가해행위의 억제 중 전자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다.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당사자 간의 대등성이 존재하는 고전적 불법행위에
는 보다 잘 합치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대등성이 없고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감행하는 불법행위 유형의 경우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가해행위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사법상의 구제를 전보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고, 그 위법성․반사
회성에 대한 제재기능은 오르지 형사적 제재 내지 행정적 제재에 위임해야 한다는 종래의 일반
적인 주장은 법기능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서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한 제재시스템이 충분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화한 현대사회에서는 공적기관이 시민생활을 위협하거나 심각
한 권리침해 현상들에 대하여 이를 전부 확인하여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적 감시체제’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
용이 지출되지 않을 수 없다.50)
특히 형사절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의 입
증에는 민사절차와는 달리 매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의에 가까운 악질
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그 악성에 적합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51)이러 사태가
계속적으로 방치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옥시레킷벤키즈사(이하 옥시 사건이라 한다)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
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하 폭스바겐 사건 이라한다) 등에서 보듯이 현대사회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대량가해와 대량피해라는 불법행위의 대량화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해행위가 영리추구를 위한 행위과정에서 발생하고 기업 등
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52) 이에 대한 적발이나 형사처벌
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이다.53)
특히,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는 위와 같이 이익추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추구행
위를 지극히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식․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50) 최근 기업범죄의 경우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공적 감시체제에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을 나타낸 것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51) 예를 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으로 처리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처벌 대상이 말단의 하위직에 그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2)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사는 독극물(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판매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영국 본사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독극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망 원인이 자사제품으
로 밝혀진 후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나아가 서울대 조모 교수로
하여금 피해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쳐 쓰러지도록 5년의 세월을 끌어오다가 최근에야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는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오히려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더했다.
53)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판매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11년에야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다시 3년이 지난 2014
년 정부의 1차 피해자 조사판정이 나온 사실에서 보듯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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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인 이상 기업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 목적을 달성한 것이
나 다름없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유명한 Ford사의 Pinto 자동차 사건54)의 경우는 신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주행을 한 결과, 설계당시 가솔린탱크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후미
에서 추돌할 경우 비록 저속이라 하더라도 연료탱크가 차축에 부딪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큰
것으로 판명되어 생산현장에서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연료탱크의 차축을 위로 올리자는 제안까
지 나왔다. 그럼에도 회사 경영진은 설계변경에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발매를 지연시키고
신차의 스타일이 좋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설계변경 시 비용과 설
계변경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철저하게 비교분석한 후 후자가 유리
하다고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 하에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발
매 후 머지않아 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추돌당하여 위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배심
은 평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전보배상액으로 2,516,000달라, 징벌적 배상으로 100,002,500달러
가 인정되었다(항소심에서는 전보배상액 256,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3,500,000달러도
감액되었다)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다면
가해행위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케 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현행법 하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피해자인 원고는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서 구체적으로 (1)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2)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수입 (3) 정액
화된 저액의 위자료에서 (4)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 시 과실상계 후 남은 배상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손해배
상금은 신차출고 당시 손익계산 시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어 회사로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다.55) 따라서 현대손해배상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
54) Gramshaw v.Ford Moter Co. 174 Cal Rptr, 348 참조.
55) 이러한 사례 외에도 예컨대 한 통에 1,000원 하는 우유를 업자가 위법하게 가격담합을 통하여 1통에 1100원씩 1,000만개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부당매매로 인하여 소비자는 1통에 100원씩 손해를 보게되지만 업자는 합계 10억원의 엄청난 이윽을 얻게
된다. 이 사안에서 현행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판매가 위법한 판매라 하더라도 100원씩의 손해배상과 연 6%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업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1통에 100원씩 배상하더라도 본래 업자가 취득할 수 없었던 부분만 반환하면 되며 소비
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은 실손해를 전보받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업자들의 부당판매를 적발하기란 매우 곤란하여 좀처럼
발각되지 않으며 적발되더라도 피해자 1,000만명 전원이 1통에 100원씩 반환청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가 없는 부분은 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만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개별입법 방식에 의해 징벌배상의 예에 의한다면 원고는
피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재량 감액 후 징벌배상으로 우유 한통에 200원 내지 300원 정도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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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질적인 가해행위의 억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손해배상법 하에서는 소위 현대적 유형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비대
등성(거대기업 대 개인)에 기인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불법행위법의 주요 목적인 가해행위의 억
제 내지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위대한 법관은 ‘현명한 약제사’와 같이 적절한 구제를 조합하는 것56)이라는 말처럼 고
도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근대법이 예정한 공・사법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양자의 ‘융합화’ 내지 ‘상호보완’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시민법원리 하에
서 사적자치에 맡겨져 온 영역에 공권력의 개입이 요청되는 경우(전형적으로 노동관계나 경제규
제관련 입법 등)도 많지만, 그 반대로 전통적으로는 오로지 공권력의 적용범위로 간주되어 온 분
야에서 사인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미법에 특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불법행위자를 징벌함으로써 불법행위자
및 제3자가 장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손해배상도 또한 사
적 initiative의 활용에 의한 ‘법의 실현’이라는 특히 현대적인 과제에 공헌할 가능성을 가진 법제
도의 하나로서 인식할 수가 있다.57)

II. 현행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영미의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 토론자는 우리 법제에서의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입법에까지는 이르

56) Morton J. Horwitz,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aw, 1870-1960 : The Crisis of Legal Orthodoxy, 192(citing
Benjamin Nathan Cardozo,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162(Yale Univ. 192))(1994).
57) 미국에서 거액의 징벌배상으로 유명한 소위 말하는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 사건[McDonald’s Restaurants, P,T,S., Inc., 1995
WL 360 309(N.M Dist.1994)]에서 맥도널드 사가 제조물 책임소송을 제소당한 뒤 배심원이 거액의 징벌적 배상판결을 선고하자
그 다음날 위 맥도널드 패스트푸드점은 온도를 158F로 하여 커피를 제공했고, 인근의 던킨도우넛 패스트푸드점은 “제공되는 커피
가 뜨거우니 조심하라” 는 문구를 평결즉시 게시하였다고 한다. 즉, 가해자 측에서 소비자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취한
사례에서 보듯이 가벼운 벌금형 등의 형벌보다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해행위 억제효과가 가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용대,
미국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재판자료 제119집, 법원행정처(1999), 43면 주 81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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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의 폐해나 기업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높이자
는 정책적, 정치적 요구에서 일반법인 민법이 아니라 개별법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하 하도급법 이라한다)’의 개정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도
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행위, 부당한 대
금감액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한다)’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한다)’에서 역시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별입법 형식으로 재량적 3배 배상 형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와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와 개별법58)으로 도입하더라도 어느 분야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철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내지 정책적 고려에 터 잡아 도입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첫째, 개별 입법 방식에 의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할 당시 현행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자거나(일반규정화 방식)59) 개별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었다.(개별규정화 방식).60)
개별입법에 의할 때 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일
부 개정하거나, 소비자보호법과 기타 환경, 식품, 위생 관계법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계되는 현대 불법행위사건으로서 집단적, 대량적, 반복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민법의 태도가 전보
58)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는 법경제한을 위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할 수 있고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헌법, 노동관계법,
제조물 책임법이나 각종 소비자 보호법, 환경법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5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949년 필리핀 민법에 수용되었고(동법 제2197조, 2229조 내지 2235조), 브라질 민법은 명예훼손 또는
불법감금의 경우 형사벌금의 최고한도액의 2배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47조, 제1550조). 윤정한 교수나
시민단체들도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위 입장을 취하고 있다.(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
1.org 참조)
60) 김성천, 전게서, 10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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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체제하에 있어 불가능하여 일반규정화는 곤란하므로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 특히 부당거래
행위 내지 금지행위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
여 기존의 행정제재 및 형사제재 외에 민사 제재수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징벌배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61)하고 있었는데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오늘 발제자께서도 상세히 발표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 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
입하는데 법체계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특별한 장애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개별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첫째, 각 개별 법률마
다 인정요건이나 보호의 정도, 인정철차가 서로 달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징
벌적 배상제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둘째,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
를 포함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기대할 수 없으며,
셋째, 불법행위 피해자 간에도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
다. 이는 개별입법이 없는 분야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
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식품, 위생 침해관련사건이나 제조
물 책임, 소비자피해, 대규모 불법행위, 기업의 사기행위, 악의적인 성차별 등과 같이 새롭게 대
두되는 현대적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악의적인 명예훼손사건 등
의 경우 당초 불법행위법이 예정하고 있던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물론 가해행위의 재발억제도 기
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러한 민법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별입법을 통해서라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에도 옥시 사태나 폭스바겐 사
건에 직면해서 피해자들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법정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 법정에까지 가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인 옥시가 오직 한국에서만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이나 폭스바겐이 미국과 달리 허술한 리콜계획서를
내고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애플, 퀠컴, 오라클 등 글러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중국62)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도 우리 손해배상 법체계나
징벌적 배상 시스템의 허술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61) Id.
62) 중국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무제한의 징벌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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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 입법 방식을 통한 징벌배상제도 도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단순한 땜질방식이 아닌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시도할 때
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별도의 실정법이 없더라도 악성이 강한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인정되는
Common law상의 제도이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기만 하면 당연한 권리로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전보배상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사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에
충분한 위법적 상황(circumstances of aggravation or outrage)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
즉 가해자 측의 악의(malice), 사기적 또는 사악한 동기(fraudulent or evil motive), 의식
적(conscious)이고 계획적(deliberate)인 타인의 권리 내지 이익의 무시라고 할 만한 객관적 상
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배심(법관)이 이를 인정하는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나친 부주의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과실, 즉 단순한 부주의(mere inadvertence)
나 착오(mistake), 판단의 착오(errors of judgement) 등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가 단순히 법규에 위배된다(unlawful)하여 그 자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위가 법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
사 행위자가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중과실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다만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의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어 왔다. 판례 중에는 과실이 그 정도가 지나쳐 의도
적 무시(conscious disregard)나 그로 인한 행위결과에 대한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을 나타낼 때라고 밝히고 있으며,63) 어떤 판례는 과실이 중대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추측할 정도의 악의적인 행위나 전적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동 배상책임을 논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초과 주관적 요소가 필
요)64)
63) Stewart & Stevenson Servs. v. Packard, 749 F.2d 635 (11th Cir. 1984); Toomer v. United Resin Adhesive, Inc.,
652 F. Supp. 219 (1986); Jardel Co. v. Hughes, 523 A.2d 518 (De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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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엄격책임 하의 제조물 책임사건에서 소비자는 (1)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2) 손
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3) 손해발생과 제품의 결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도 가중적 정
상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허용된다.
또한,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명목적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
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미국 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이 피
해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자를 제재하여 동종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입
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 예컨대 명예훼손, 경미한 폭행, 민권소송(civil action) 등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불법행위 요건 외에 추가적인
위법상황이 필요한데, (1) 위법행위의 의도적 수행, (2) 중과실을 넘어선 행위이지만 위법행위의
의도적 수행은 아닌 행위, (3) 중과실, (4) 그 외 여러 가지의 법적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여 기술자료 유용사실과 현실 피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
증하면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달리 추가적인 가중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 없이도, 특히 과실의 경우에도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에서는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
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
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신용정보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요건이
제각각으로 되어 있어 통일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벌배상의 인정요건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통일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5조 제3항의 배상액 결정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체로 미국과 일치한다.
다만, 동 항 제1호에서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발생의
64) Medina v. Meilhammer, 62 Md. App. 239, 489 A.2d 35 (1985); Cohen v. Allendale Coca-Cola Bottling Co., 351
S.E.2d 897 (S.C. App. 1986); Pulliam v. Dreling, 839 P.2d 521 (Colo. Ap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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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의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실의 정도인 비
난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의 또는 과실의 심각성의 정도’ 라고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위 3법 모두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없는 명목적
손해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 그 손해배상은 대체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정도이고,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위자료는 고작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이며, 그것도 위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지에스 칼텍스 주유 관련 보
너스 카드 회원들의 개인정도 1,1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
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65)
다음으로, 배상청구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Common law의 일반원칙상 피해당사자(injured
person)만이 책임 있는 피고(culpable defendant)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을 받을 자격(standing)을 갖는다.
개인이 아닌 법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권 즉 원고적격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적절한 상황에서는 법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의 재산
(property)에 대해 악의적이고 강압적인 범법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배상책임자 역시 원칙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징벌적 배상책임이 부
과된다. 그런데 현행 징벌 배상법에서는 영미법과는 달리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지시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징벌
배상을 추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해행위 억제효과가 반감되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용자의 대위책임과 관련하여 법인의 피용자나 그 대리인(servant or agent: 이하 피용자
등이라 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용자나 본
인(master or principal: 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가? 즉, 대위책임의 법리(doctrine of vicarious liability)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다수의 주 법원은 직무범위 내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위

65)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 5983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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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비록 동의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보상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이는 기관에 의해서만 행위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66)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고 판시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억제적 효과
에 주목하였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등이 피용자 등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
저히 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근거로 충분하
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그 행위를 지시․감독․추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배심원)이 향후 사용자의 그러한
지시․감독․추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
하여 사용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보상적 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
다.” 라는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재량적 3배 배상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형사벌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상한
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상한에 제한이 없고 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이 없다. 단지 배심(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 없다는 비판이 있고, 이점은 현행법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
운 쟁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고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특유한 문
제라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
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67)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무원칙적으로
인정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고, 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고액이 되거나 전보적 손해배상액과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경우 미국에서처럼 적법절차위반 등의
위헌 시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6) 판결 중에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와 자연인인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 동의 또는 추인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법원이 있다. State ex rel. United Factories v. Hostette, 344 Mo. 386, 126 S.W.2d 1173 (1939).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State ex rel. Coffelt v. Hartford Acc. & Ind. Co., 44 Tenn. App. 405, 314
S.W.2d 161 (1958).
67) 田中英夫, 前揭論文, 164-16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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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제도 도입 시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였으나 현행법
에서는 공히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제자께서는 “원사업자, 사용자, 신용정보관리자 등은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거
나 막는데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법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 하에서 피해자들
에게 현실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 줌으로써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높여 적발가능성을 높임으
로써 법위반행위의 억지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었다.” 라고 주장하여 사적인 initiative의 활
용에 의한 법의 실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발제자도 “3배를 상한으로 하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해 감액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재량적 3배 배상은 실제로 적절한 집행력을 담
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전보적 배상액의 3배 이내로 상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잠재
적 피고인 대규모 기업활동을 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장래의 손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상대방에
게 전가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 강력한 무
기68)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전보적 손해와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징
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명목상의 피해 내지 무형의 피해(모욕 등 정신적
인 피해)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69)에서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피고 행위의 악성, 둘째, 보상적 손해와의 비율, 셋째, 유사행위에 대한 민・형사 제재와의 균형
성, 넷째, 피고의 수익 의도와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법관(또는 배심)이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피고 행위의 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첫째, 손해가 신체적인가 경제적
인데 불과한가? 둘째, 불법행위가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분별한 무시를 포
함하고 있는가? 셋째, 피해자가 경제적 약자인가? 넷째, 불법행위가 반복되었는가 아니면 일과
성에 그치는가? 다섯째, 손해가 의도적인 악의, 기망, 사기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아니면 단
순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
개별 법률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70)
한편, 징벌배상액 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해당 불법행위의 악성, 가해
자가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가해자의 자력 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68) Pacific Mutur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499 U.S. 1, 42 (1991).
69) BMW North America, Inc. v. Gore, 517 U.S. 559, 574-575(1996).
70) State Farm Mutual Auto Ins Co. v. Campbell, 123 S. ct. 15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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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이 피해보상액보다 많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징벌배상법처럼 미리 손해의 3배 이내로 상한을 정한 뒤 이마져도 재량으로 감
액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3배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 억제기능을 사
실상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며 응모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팔아 232억원
을 챙긴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 후 소송에 참여한 1074명이 소송에서 이겨도 위자료 30만원씩 총 3억
2000만원만 받는다. 그런데 올해 1월 제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2심이 진
행 중인데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이유는 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1㎜ 깨알 크기
로 써서 미리 알렸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가해행위로 인한 이익이 손해배상액과 과징
금을 합한 금액보다 30배가 넘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홈플러스가 패소하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별
로 없다. 이런 법 제도 하에서 가해기업이 불법행위를 억제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
연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서 고속철도·4대강 사업·가스저장시
설 등 대형 국책 공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강원 삼척과 경남 통영, 경기 평택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한 13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올 해 4월 26일 3516억 원의 과징금 부
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들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3조 2269억 원으로 최
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의 과징금 4355억 원의 뒤를 이었다
고 한다. 2013년 4대강 공사 입찰 담합도 11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됐지
만 과징금 최종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3.55%로 1155억 원에 그쳤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강 담합조사 결과에서 이들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득금은 1조 6635억
원에 달했다.71)
건설사로서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도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셈이어서 담합은 뿌리
치기 힘든 유혹이다.
나중에 불법행위가 탄로나 배상을 하더라도 훨씬 이득이 되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 업체들은
71) 담합 입찰의 경우 대부분 예정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낙찰된다. 경쟁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할 경우 70%대 낙찰이 많은 점과
비교하면 20% 이상 이득을 보는 것이다. LNG 저장탱크 공사도 담합 전에 56%~79%인 낙찰률이 담합기간에는 78%~97%까지
높아졌고 답합제재 뒤에는 6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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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제2, 제3의 담합이, 제2, 제3의 옥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하도급법의 경우 대기업이나 원청기업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하고 신고나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재와 같은 재량적 3배 배상제도
는 실효성이 없다.
제2의 옥시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촉구활동을 하고 있는 변
호사 교수 등 1000명에 의하면, 최소 10배 정도의 징벌적 배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도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배상액을 한정하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10배를 초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5개주에서는 주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으므
로 징벌적 배상액으로는 10배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징벌적 배상금 전부를 피해자가 갖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금의 일정부분(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징벌배상액의 50% 정
도)을 주정부 차원에서 ‘범죄희생자보상기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작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배상액 산정주체로서 배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이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
상액의 고액화가 문제되자 미국 몇몇 주에서는 배상액의 산정을 법관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자의 반사회성에 착안하여 부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가 가지는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크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가장 잘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들 수밖에 없다. 즉, 지역사회의 대표인 배심에 의한 배상액의 산정제
도는 단지 역사상의 유물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대적 기능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할
것이다. 평균적 시민이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역할을 통하여 각 시대에 있어서 특별하게 보호할
만한 사회적 평가를 정립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과정에서 민주적 요소’의 도입
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주체를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에 의할 경우 ‘과대한 징벌적 손
해배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은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으나 이는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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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도)가 형사소송 외 민사소송에
까지 도입되어 배심원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나아가 배상액 산정에 일정한 구속
력을 인정한다면72) 징벌적 배상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관이나 전문
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가해행위의 악성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로서 잠재적 피고에 대한 억제력
발생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에게 징벌배상액 산정을 위임하는 것은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즉 배심원은
직업법관이 빠져들기 쉬운 ‘전문가로서의 직업적인 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으므로 가
해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동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
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정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승인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집행 신청 시 승인 집행을 거
부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상 사전 증거개시 제도 내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범위 확대 필요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미의 사전 증거개시제도
(Discovery)를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증거개시제도를 통하여 가
해자 측의 내부분서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규
모, 자산이나 재정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책의 강구가 절실하다. 나아가 법
원으로서도 가해자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
는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72) 일본의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을 재판원에 위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다. 司法研修所, ｢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ける損害額の算定｣, 判々 1070号 (2001) 4, 10面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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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소송 사건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 특히 설계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수천 또는 수만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제조물 책임 사고에 있어서 개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판단의 일관성 유지 및 소송경제 차원
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엽제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대규모 제조물 책임사고 발생 시 집단소송
제도가 없다면 당사자 선정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 별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
함과 추가소송 시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집단소송제도는 즉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징벌적 배상제도는 우리 불법행위법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
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수단은 아니며,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
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법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서의 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불법행위법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나
아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및 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억제기능이
과잉발휘될 경우, 사회에 유용한 활동까지도 억제하게 될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사실,
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하여 언론활동의 위축이나 산업계에서 법적비용(legal cost)의 폭등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73)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특별히 ‘법경제학’의 그룹에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징벌
적 손해배상의 억제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배상액의 폭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들의 시도는 전통적인 법 이론에서는 해명
하지 못했던 문제를 법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 부분은 징벌적 배상제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73)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87-288(1964). 동 판결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인정요건으로서 ‘현실적 악의’의 존재를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
로 인하여 공인(公人), 공적(公的)인 문제에 대한 언론활동에 미치게 하는 '위축효과｣를 최소한 범위내로 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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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재량적 3배 배상액)에 대하여는 배상액을 3배 이상 10배 이내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적 3배 배상제도는 사적인 initiative의 활용에 의한 법의 실현이
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발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이 “3배를 상한으로 하고 법
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해 감액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재량적 3배 배상 제도는 실제로 적절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부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전보적 배상액의 3배 이내로 상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잠재
적 피고인 대규모 기업활동을 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장래의 손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상대방에
게 전가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 강력한 무
기74)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전보적 손해와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징
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 역시 명목상의 피해 내지 무형의 피해(모욕 등 정신적
인 피해)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징벌배상액 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해당 불법행위의 악성, 가해
자가 불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가해자의 자력 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피해보상액보다 많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징벌배상법처럼 미리 손해의 3배 이내로 상한을 정한 뒤 이마져도 재량으로 감
액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3배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 억제기능을 사
실상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행 징벌 배상법은 물론 향후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개별법
을 통하여 추가로 징벌배상을 도입할 시 배상액은 최하 3배 이상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배심원이 징벌 배상액의 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자의 반사회성에 착안하여 부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가지
는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크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들 수밖에 없다. 즉, 지역사회의 대표인 배심에 의한 배상액의 산정제도는 단지

74) Pacific Mutur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499 U.S. 1, 4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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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의 유물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대적 기능에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할 것이다. 평균
적 시민이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역할을 통하여 각 시대에 있어서 특별하게 보호할 만한 사회적
평가를 정립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법과정에서 민주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측면
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은 직업법관이 빠져들기 쉬운 ‘전문가로서의 직업적인 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으므로 가해행위의 악성에 대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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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 박지영

도입방안 (토론문)

박지영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변호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발제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 달성과 피해자의 손해전
보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의 법률요건으로서의 초과주
관적 요건(악의적 동기, 해의 등)은 오로지 가해자가 자연인이고 그 자연인의 법위반행위가 사회
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어 반드시 막아야할 때에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해서는, 「민법」을 개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개별입법을 통하여 특정 불법행위 또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한정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법집행에 필요
한 각종 주요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기 손쉬운 법위반행위의
경우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의 불법
행위유형은 사후 제재에 따른 억지력의 확보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형태의 권익으로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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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법위반행위자 및 법위반행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적은 비용으로 입수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 의한 법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을 인정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발제문을 읽으며 드는 의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지력과 초과주관적 요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해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비용을 증가시켜 이를 억지하겠다는 목
적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면 가해자는 법위반행위에 앞서 법위반행위로 인한 편익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
지력은 적어도 고의 이상의 주관적 요건이 존재할 때에 발생하고, 전보적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
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 불법행위요건인 고의보다는 악의적
동기 또는 해의 등으로 표현되는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구하
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기준에
기초해서 검토해 보면, 제조물 책임은 일단 금전적 유인에 반응하기 손쉬운 법위반행위라는 점에
서는 도입이 가능한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그와 손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에 관한 증거 역시 대부분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
하며 제조물 책임분야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완화 및 증거수집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제조물 책임분야를 피해자가 법위반행위사실에 관한 정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제조물 책임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자
료 유용 등으로부터의 보호나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신용정보의 보호 등과 같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인가를 살펴보면, 제조물 책임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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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큰 피해를 무릅써야 한다거나 침해 이후 재가공을 통해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등 그 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라기보다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
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유형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추가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그
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 및 제4조)으로써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제조물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법」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일반적으로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주관적
요건의 배제라는 수단을 채택한 「제조물 책임법」의 태도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익 귀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에
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민사적 책임에서 징벌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징벌적 배상의 부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
전이 아니라 우연한 횡재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남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
판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제재적 기능을 부인할 수 없고, 일
정한 조건 하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다른 공적 법집행보다 적정하고도 꼭 필요한 법집행방법이
될 수 있으며, 억지적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유인을 챙기
는 것이 꼭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전적 유인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 박탈을 통하여 그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박탈한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
하냐의 측면에서 사회방어와 일반예방을 위한 이익의 박탈이라면 박탈된 이익 역시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다면 그 이익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발제자 역시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받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
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소송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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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엄격한 행정절차 등을 통하여 직접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박탈한 이익의 공적 귀속이라는 결과에 보다 부합한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
고,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
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취지에 동감하나 법체계적인 문
제, 이익 귀속 주체의 문제, 남소의 위험성,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우려 등 그 도입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제조물 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 달성과 피해자의 손해전보 보완은 과징금·과태료 등
의 부과 및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등 기존의 민·형사 또는 행정절차 정비를 통하여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진정한 ‘소비자 중심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진정한
‘소비자
중심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 경실련
소비자 운동경험을
바탕으로
- 경실련 소비자 운동경험을 바탕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박지호 간사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1. 일정한 가중 사유
□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함에 있어 일정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임.

□ 국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
간제법」)을 제외하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을수록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
음.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등에 대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시 다양한 유
권해석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한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음.(이는 발제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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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실련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험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소송
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느끼
는 것 이외에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실제로는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행사를 위
해 나아가야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제기되었을 시를 대비하여 일정한 가중 사유에 따른 공
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다만 과도하게 ‘고의’ 등으로 과도하게 한정하는 것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앞서 언
급한 경실련이 소비자들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상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여전히 해킹에 따른 불가항력이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과잉 구제? 과소 보상 !
□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선 “피해자의 실손
해를 넘어 과잉구제”라는 주장이 존재함.

□ 하지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시 과잉구제를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제기하는 주장인
지 의문임. 예를 들어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배상액이 과도하게 과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언제부턴가 기업의 부실관
리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신적) 피해배상액이 10만원으로 고정됨.

□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없음. 소비자는 유출 자체를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은
유출 자체를 피해로 보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또 다른 재산적 피해 등 2, 3차 피해
가 발생했을 시만 피해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소극적인 피해구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과잉구제를 받을 수나 있는 것인
지 의문임. 오히려 제대로 된 정당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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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가장 최근 경실련이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1,000
여명의 소비자들과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해당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
험회사에 제공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이 드러난 것만 232억에 달함.

□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10만원. 이
를 기준으로 기업이 거두어들인 부당이득을 모두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23만명
이 소송에 참여해야 함. 현재까지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
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단 3,000명에 불과.

□ 해당 기업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약 3억원에 대한 금액
만을 배상하면 됨. 정부가 부과한 4억여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더하더라도 약 7억원. 불법행
위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이 부당이득의 4%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
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 실제 현실에서는 소비자의 과잉구제보다 가해자의 과잉부당이득 문제가 더욱 심각함.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록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배상액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피해 소비자들의 적
극적인 소송 제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3.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 20대 국회 개원 첫 날 백재현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12배 이하를 골자로 한 「제조물책
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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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와 소비자, 특히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염려하는 마
음은 공감함. 하지만 이미 19대 때 동일한 법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12배는 구체적인 산
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운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회 검토보고서도 존재함.
□ 뿐만 아니라 발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 3배 이하 역시 “실증적 연구자료를 활용한 바가 전혀 없이 비교법적인 검토와 입법과정에
서의 직관적 결정이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정확한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증적인 배상액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함. 하지만 다양한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해 명확한 피해금액, 기업 등이 불법행위로 인해
거두어들인 부당한 이익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됨.

□ 다만 개인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발제문에서도 여러차례 언급되
었듯이) “장래 같은 비행을 억지하기 위”함이고 “사회 방어를 위한 일반예방적인 억지 목적
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라면 지금 보다 더욱 강한 수준으로 배상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됨.

□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업체의 자정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책임성을 안겨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또한 개인적으로는 (실증적 연구를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과거 입법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비
교법적인 측면과 현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 플로리다 주 등 15개 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배 이하
로 기준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또한 현재 행정수반이 과거 당선인 신분일 당시 중
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대 10배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실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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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액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 경실련이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며 느낀 점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전혀 소비자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임.

□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시작되면 가해 기업 등은 법정에서 ‘형사소송
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시간끌기에만 몰
두하며 책임을 회피함.

□ 결국 집단소송제도 역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소
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담긴 방향으로 제도의 도입
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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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안』

토론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방안』 토론문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신석훈 기업연구실장 │ 한국경제연구원 │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제학적 근거와 쟁점
- 불법행위 억제기능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만큼만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 이상을 배상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경제학적 논리
로 설명될 수 있음.
- ‘제재(sanction)’를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최적 제재(optimal
sanction)」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을 모색함.

□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제재 목적을 불법행위의 억제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
법행위로 행위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benefit)은 손해배상으로 지급될 가능성
있는 비용(cost)보다 일반적으로 커 불법행위를 행할 유인이 초래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
(social cost)발생
Ÿ 불법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초래한 손해 외에도 징벌적 성격의 추가적 금전 부담을 지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Ÿ 실제의 손해 이상의 금전적 부담을 불법행위자에게 지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행위자에게 인식시켜주어 사전적으
로 불법행위의 유인을 억제
Ÿ 불법행위로 지불하게 될 비용(cost)을 높임으로써 개별 행위자 차원에서의 비용-편익(cost-benefit)
과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비용-편익(cost-benefit)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Ÿ 불법행위에 대한 과소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행위자들이 완전히 내부화(cost
internalization)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불법행위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 민사상 실손해배상 + α= 최적 제재(optimal sanction)
-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금액 이상의 금액 α는 징벌적 성격의 배상(punitive
damage)임.
- 전통적으로 α의 기능은 형사적 제재(벌금)가 담당해 왔음.
Ÿ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사적 실손해배상만으로
는 최적 억제력을 제고할 수 없을 경우 민사와 형사의 ‘중간 수준의 제재수단’을 활용해
최적 제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Ÿ 이러한 ‘중간 수준의 제재수단’ 중 하나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임.
Ÿ 이러한 ‘중간 수준의 제재수단’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적 제재, 즉 우
리나라의 ‘과징금’
<금전적 제재수단 유형>
민사상 손해배상(私)

중간 수준의 제재수단(middle law)
징벌적 손해배상(私)

형사상 벌금(公)

과징금(公)

□ 불법행위의 억제 또는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과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으로 구분됨.
-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과 같은 형사소추기관에 의한 공정거래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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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이란 피해자들이 배상(compensation)을 청구하거나 위
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사인(私人)의 적극적 소제기(private suite)인센티브를 제고
해 법위반 억제(deterrence)를 담보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은 형법이지만 외형은 민법이므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부과됨.
-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임.
Ÿ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거의 없는데도 과연 도입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쟁점
- EU는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유럽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도입하
지 않았음
Ÿ 유럽은 미국과 달리 행정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 중심의 공적집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적소송을
보완하며 공정집행과 조화를 이뤄 불법행위의 최적 억제와 배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처벌 논란 초래
- 징벌적 손해배상 + 과징금
Ÿ 2007년 영국법원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여기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Devenish and others v Sanofi-Aventis
and others (2007)
Ÿ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이 동시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책임의 중복부담으로 인해 과
잉규제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
Ÿ 동 판결에서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경쟁제한적 행위의 처벌 및 억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중처벌금
지원칙(ne bis in idem)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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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 형벌
Ÿ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조항은 적용되므로 비
례원칙은 유지되어야 함 (미국)
- 과징금 + 형벌
Ÿ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 지원행위(제23조 1항7호)에 부과되는
과징금조항(제24조의2)에 대한 위헌성 판단(2001헌가25)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 5
소수의견 4로 합헌 결정
Ÿ 위헌이라고 본 소수의견은 과징금이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대
한 응징 내지 처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제재로 보았음.
- 과징금 + 형벌 +징벌적 손해배상
Ÿ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3중 처벌의 위험성 존재, 위헌 가능성은?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 논쟁과 쟁점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사절차를 통한 징벌을 우회하는 것 아닌가?
□ 징벌적 손해배상은 18세기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공법질서가 확립되지 못했
던 영미법 국가들에서 형법이 수행해야 할'징벌'을 특정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확대
로 보완하기 위해 사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 헌법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섬. 그러나 공법과 헌법질서가 이미
확립된 현재에는 위헌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Ÿ 국가권력을 통제해 국가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와 제14조상의'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
Ÿ 이 규정에 근거해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자의 위법
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엄격한 입증'을 해야만 함.
Ÿ 반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가해자의 위법성이 의심되는 '우세
한 증거'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징벌을 할 수 있음
Ÿ 사회적 이익을 위한 징벌효과는 형법과 동일하면서도 징벌을 당할 위험성이 형사소송보
다 훨씬 커지므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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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논쟁의 핵심
- 형사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러한 복잡성과
위헌성 논쟁 때문에 미국 4개주(루이지애나,네브라스카,워싱턴,매사추세츠) 대법원는 판
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뉴햄프셔주는 법률로 징벌적 손해배
상제를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주(州)에서도 일반 민사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우세한 증거'
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논란
Ÿ 형사소송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상의 일반적 입증 정도보다는 강화된 '명백하고 설
득력 있는 증거'를 피해자가 제시해야만 헌법상 보장된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
는 것 아니냐는 것
Ÿ 이 문제는 아직까지 개별 주(州)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데 상당수의 주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 입증하도록 함.
Ÿ 콜로라도주에서는 아예 형사소송 수준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
Ÿ 이것은 징벌적 배상이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

- 이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 대한 논
란은 계속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보다는 엄
격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Ÿ 그리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Ÿ 형사적 요소와 민사적 요소가 혼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질상 이렇게 운용되어야 하
는 것이 상식일 것

□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한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불법성을 엄격히 입증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을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적 법논리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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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에서는 과실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입
증도 일반 민사소송상에서의 입증보다 쉽게 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전환하여 원사업자한
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
Ÿ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깎으면 일단 부당한 것으로 봄
Ÿ 그러한 행동이 정말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깎았는지 등은 일단 중요하
지 않음.
Ÿ 다만 감액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거나 부당하더라도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음
Ÿ 입증을 못하면 손해액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 대금 2배의 과징금, 하도급 대금
2배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음.
Ÿ 하나의 부당행위에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민사·행정·형사적 제재수단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없음.

3. 결론
□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음. 논쟁의 쟁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에 관한 것임.
-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발달한 나라이고 우리는 유럽처럼 행정부가 발달한 나라로,
불법행위 억제 기능을 미국은 법원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은 행정부의
과징금제도를 통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법집행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함
Ÿ 현 상태에서 미국의 사적집행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잉집행을 초래할 위
험이 있음.
Ÿ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업들이 나쁜 짓 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면
중복제재나 과잉제재를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반론이 가능
Ÿ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아무리 강화한들 아무 문제
가 없겠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불공정한 기업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결
코 쉽지 않아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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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컨대 90년대, S라면이 미국에서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투서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8년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타격을 입음.
고기 이외의 내장이나 사골 등을 공업용으로 구분하는 미국적 기준을 따른 해프닝
Ÿ 이 이외에도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중소업체
20~30개가 도산. 유출된 포르말린은 자연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 판결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보다 현행 손해배상제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히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불법행위 억제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필요성이라면 제도도
입에 앞서 현재의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Ÿ 현재 우리나라법은 미국과 달리 적극적 손해, 기대이익 상실(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위자료,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이자에 상당한 지연손해 등을
배상해 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법제의 운용의 묘를 살려 충분한 실손해 배상을 해 주고
과징금 제도를 보완한다면 법체계상 혼란을 피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Ÿ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판결전 이자와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이 배상범위에 원
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손해배상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추구하는 목적인 불법행위 ‘억제’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형
사적 처벌, 행정적 규제, 민사적 배상이라는 3개의 바퀴가 상호 보완하며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이럴 때만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위축시키지 않고 소비
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확실히 제재할 수 있을 것임

제4주제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토론문

5
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민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 방안 (토론문)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국회도서관)
·심의 민주주의와 민사배심 (토론문)
유재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변호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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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민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 방안 (토론문)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박지원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 국회도서관 │

먼저 발표 주제에 관하여 귀중한 발제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여 주신 정준영 부장님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고 그 방안으로
서 배심재판보다는 민사배심조정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발제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부 법원에
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사배심조정에 대하여, 구체적 실시방안까지 고민하여 주셔서 학
계와 실무에 모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정준영 부장님이 시간상 설명하여 주시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일부 부연설명을 드리고,
더불어 발표문을 읽으면서 드는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앞으로의 관련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킨다는
차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 이해가 부족하여 저의 질문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였더라도 새로운 제안에 대한 활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도 양해해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제5주제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 토론문

1. 민사사건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한가? - 민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천명하면서도,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헌법이 법원의 독점적 사법권 행사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원의 사법권도 근본적으로 국민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국민은 그 행사를 법원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법원의 사법권 행사도 위임자인 국민의 신뢰없이는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위 “사법의 민주화” 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사회적 탈권위의 경향으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불신 풍조는 이러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사법에 있어서는
아직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
권에 관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민사사건은 당
사자들 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민사사건에까지 직접적 사법참여제
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민사사건에서 구현할 정의가 형사사건에서
구현할 정의보다 낮은 수준의 정의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뿐더러, 오늘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와 민사사법에서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즉, 기업과 같은 법인의 경
우에는 인신구속형에 의해 형사적 제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벌금형이나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고
액화가 현실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민사에도 사회적 정
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정한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민사와 형사의 역할에 관한 전
통적 구별도 일정 한도내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사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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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사건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가?
민사배심은 시기상조? - 논리나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정책적 선택의 문제.
소위 “사법의 민주화” 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는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구현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사법참여만이 이에 대한 대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포함하여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넓
게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재판절차 또는 분쟁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참
여 가능성만을 “사법 민주화”로 이해할 가능성은 다분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국한하여 논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법절차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미 우
리법원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법원소속의 비법관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각종 조사관제도로부
터 감정인제도,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발제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에 의해 일반국민의 민사재판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원칙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직접적 사법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발제자의 견해대로 간접
적 사법참여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국민의 사법불신은 법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며, 사실인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도 사실인정과정에 제한적으로라도 국민의 직접적 사법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발제자는 이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우리의 교육수준과 형사사건에서의 참여재판의 오랜 시행 등을
보면 우리 시민사회도 배심이 추구하는 동배(同輩, peer)에 의한 재판이 가능할 정도로 성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기존 배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배심재판에만
적용되는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한다든지, 기피제도의 활용, 요건사실을 특정하여 요건사실별로
사실을 확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전체적인
소송비용의 증가 등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많을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국민이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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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민사배심조정은 직접적 민사사법참여방안으로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현재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근거하여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다양
한 조정제도를 전면적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 위주 조정의 단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며, 발제하신 바와 같이 장흥지원이나 인천지법에서와 같이 민사배심조정이 시험적으
로 실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발제자는 민사배심조정을 직접적인 민사사법참여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계
십니다. 그 배경과 근거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에 회
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근의 경향도 조정에 의한 민사분쟁의 해결비율이 높아지면서 법원연계
형조정(court-annexed mediation)도 민사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조정의
특성상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율적 절차 구성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다는 점(물론 민사조정법
에 의한 민사조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만)을 고려하면 민사배심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4. 민사배심조정의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가?
가. 기존 절차와의 구별과 새로운 절차 설계의 필요성
현재 우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사배심조정에 있어서도 형
사 참여재판이 참고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더불어 국가의 재판권의 행사와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분쟁해결기제로서의 기본적
속성의 차이로 보건데 기본적으로 민사배심조정절차의 설계에 있어서 기존의 참여재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사조정법」도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ADR의 본질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들
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심조정위원의 구성이나 대상사건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 등 규정이 미비한
점도 많다는 점과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기존의 민사조정과 조정위원의 수가 6인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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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증가된다는 것 이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므
로 민사조정법을 기초로 설계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의 약식배심재판(Summary Jury Trial, 이하 ‘SJT’라고 함)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질적으로 실제 배심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약식배심심리
를 통해 미리 결과를 당사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하는 SJT와는
사법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배심조정은 도입의 취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75)
따라서 기존의 절차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발제자의 의견
도 같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 방향은 제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배심조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재판과 유사한
“determinative”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
도록 하는 “facilitative”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발
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 구체적 절차의 설계
(1) 배심조정위원의 구성
배심조정위원의 구성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jurisdiction에 따라 local rule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마다 각각 상이한 SJT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사배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
위 동배(同輩)에 의한 재판으로 그 사회의 평균적 정의와 상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를 “Fair Cross-Section of the Community”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배심원
을 선정합니다. SJT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며, 일부의
경우에 전문가를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사법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는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직업법관과 마찬가지의 거리감이 있는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
회의 평균 상식을 반영하기에는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민사조정법」에 의

75) SJT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니 실제 배심재판에서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문제 때문으로 파악되어 SJT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도입의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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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심조정위원을 선정할 경우에 기존의 조정인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며(경우에 따라서
는 전문심리위원을 조정인으로 활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는
조정인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76)
발제자도 착안점에서 전문가나 법원조정위원활용보다는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가 바람직하
다고 보고 계시는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새로운 배심조정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저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선정 및 배심조정회부
현재 시행중인 장흥지원의 배심조정은 주민들 사이의 개별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와는 달리 보다 대규모 법원인 인천지법에서는 통상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선정하
면서 대규모 복잡사건을 배심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배심조정제도를 설계
하고 배심조정위원을 일반국민으로부터 선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사건 선정과 관련하
여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평균인임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사건에 적합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는 적
합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발제문에서 배심조정 적합사건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 “제조물책임 사건”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
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77) 그렇다면 일정한 유형의 사건으로 제한하
는 것 보다는 구체적 사안별로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2트랙으로 나
누어 사건을 2개로 분류하여 일반인 배심조정위원과 전문가배심조정위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한 발제문에서 예시하고 계시는 “사회적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건”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아닐 뿐더러 공공갈등 또는 공공분쟁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할뿐더러 소송에 의한 해결이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78) 그런데 현재의 배심조정제도는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도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79)
76) 기존 인천지법에서의 배심조정제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7) 물론 미국에서 최초로 SJT가 적용된 사건도 하자있는 미식축구헬멧에 대한 제조물책임 사건이었습니다.
78) 이에 대하여는 졸고, “공공분쟁의 법률적 함의와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1호, 2011, 95면 이하 참조.
79) 소송의 경우 민사사건이든지 행정사건이든지 결국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배심조정제도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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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론준비절차와의 관계
발제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완결된 이후에 배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절차를 제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배심조정이 일정한 타임라인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며 배심
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의 SJT의 경우에도 사전
증거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가 완료된 뒤에 SJT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pretrial
conference까지 마친 상태에서 SJT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미
국 SJT에서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 2002년의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당시에 변론준비절차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바 있으나, 2008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해 임의적 절차로 되면서 본래의 도입취지가 많이
희석된 바 있고 실무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무의 경향과 배심조정절차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향후의 논의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민사배심조정에서 법관의 역할
발제에 의하면 배심제도의 문제점이 “목소리 큰 배심원에 의한 편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조정배심에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수소법원 법관이 조정장임으로 인하여 다른 배심조정위원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9조에 의하면 조정장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수소법원의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선입견
배제를 위하여 조정절차와 재판절차의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수소법원
의 법관(특히 주심)은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수소법원 조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사배심조정의
설계에 있어서 수소법원 법관은 가급적 배제하고 그 역할도 제한적으로 절차의 운영에만 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발제자의 의견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수의 당사자가 포함된 소위 공공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해관계인도 이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연계형 조정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이해관계인을 조정절차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
니다. 환경관련 분쟁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환경단체 등이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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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재수단
SJT의 경우에 어차피 배심재판받을 것이므로 평결을 예상하기 위해 약식배심재판을 해보는
것이므로 SJT의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
우에 손해배상액 등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예측가능한 점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조정위원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고 하
여도, 실제 소송에서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을런지요? 특히 항소심이 속심성격의
사실심이므로 항소심에서의 감액가능성은 조정안의 수용가능성을 더욱 낮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
니다.
또한 인천지법에서의 배심조정을 보면 배심조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설계에 의하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이의자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제재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재는 영국 민사소송제
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의에 의해 다시 소송으로 이
행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료되게 된 경우에 이의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보다 더 유리한 판결
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가 발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며 제재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
적 근거는 물론 적절한 제재를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토론을 마치며
많이 공부가 부족한 저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학문적 관심의 폭을 넓혀주셔서 발제자 및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주신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조사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사배심
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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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심의
민주주의와
- 심의민주주의와
민사배심민사배심 (토론문)
유재원(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80))

유재원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변호사 │

I. 끝머리의 시작
뜻 깊은 심포지엄에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를 도입하는 논의에 대하여 심도있는 발표 잘들었습니다. 발제자께서
는 그동안 민·형사·행정·특허 등 재판경험도 많으시고 법원행정처에서 보직을 맡아 선진적인
재판제도를 연구하신 분으로서 ‘민사배심제도, 특히 민사배심조정제도’에 관한 소개와 그 제도적
의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행제도에서 실현가능한 국민참여방안으로서 “민사배심조정제도”를 말씀해주시는 점
을 인상 깊게 들었고 미국의 효율적 민사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는 SJT(약식배심재판)을 모티
브로 했다는 점도 잘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배심조정제도의 발전적 설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
범운영된 민사배심조정이 민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국민참여제도로서 발전해가야 하는 점을 기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언이 앞으로 우리 사법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 서기관, 변호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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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제도가 우리와 다른 것은 철저한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와 국민참여
배심제도(Jury System)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사에서 배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7조(“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에
따른 헌법상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심재판은 사실관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고 합니다.
민사배심재판의 의의와 그 가치, 운용례, 제도수용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발표문에서 충분히
다루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제를 민사사건에서의 국민참여라고 한정하지 않고 민사배심재판
의 영역까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입법공무원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에 민사배심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입법적 가능성), 어떠한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입법적 설계), 이러한 제도도
입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입법영향분석) 등의 관점에서 접근
해보려 합니다.

II. 민사배심제도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의문점과 제언
이에 따라, 오늘 주제와 관련 부분, 발표 관련 부분에 대해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미국의 배심제 쇠퇴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미국의 민사배심제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의문입니다.

(1) 제도적 쇠퇴현상
실제로 제도가 기원한 영국에서는 이미 민사배심재판이 사라졌고, 지난 30년간 미국 민사배
심재판 사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지방법원 사건 뿐만이나라 주법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연방민사사건의 경우 1962년 11.5%에서 2002년 1.8%로 낮아졌고, 주민사사
건의 경우에도 1997년 1.6%에서 2011년 0.6%로 낮아짐81)). 이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그 현

81)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2011년 접수된 민사사건 29만건 가운데 배심이 이용된 사건은 2,083건에 불과했고, 주법원의 경우 2005년
에 접수된 민사사건 740만건 가운데 배심이 이용된 사건은 18,404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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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석이 활발한데, 대체로 민사사건 자체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82). 또한, ADR의 활성화, 증거개시제도를 통한 화해 등
이 이러한 감소추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배심재판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입니
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도 민사배심재판의 ‘활성화’,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는데, 그 이유는  국가나 대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강자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점,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해법으로서 민
사배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배심원 복무기간조정·보수인상, 배심재판 변론절차 개선, 배심사
건 난이도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 의문점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취지와는 달리 연방, 지방을 불문하고 대부분
의 사건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활성화가 모색될 정도로 침체가
확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현상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사배심재판을 적극 수
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완되거나 정비된 시스템으로 수정하여 수용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덧붙여 발제자께서 언급하셨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
고 있다는 SJT(약식배심재판)제도로서 ‘민사배심제판의 쇠퇴 경향’이 대체되거나 상당히 보완되
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사배심재판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요?
우리 헌법상으로 민사배심재판을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배심제 or 참심제, 사실결정 or
법적판단)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입니다.
(1) 한국형 민사배심재판의 가능성은?
이 부분은 발제문에서 압축적으로 다뤄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실무와 학계에서 많
은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할 영역 같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헌법에서 법관
82) 반대로 말하자면, 민사배심재판이 고비용과 지연을 초래하고 비전문성을 보여준다는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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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6.29.선고 99헌가 9 결
정, 변호사법 징계 위헌결정).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민사배심재판을 하게
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이에 관하여는 미국식배심제가 제도적 모델에 불과하다는 비관적 입장
도 있습니다).

(2) 의문점
제 의문점은,  미국식 배심제의 룰(방식)을 그대로 도입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
재판에서의 국민참여 형식대로 참심형 배심제, 권고형 배심제 등으로 제도구상을 할 수 밖에 없
는 것인지,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한국형 민사배심재
판)이 구상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도 민사배심재판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기업의
제조물·용역 등에 대하여 대규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등), 의료과실사건, 임대차사건, 소비자분쟁사건, 교통사고사건 등에서 민사배심재판을 활용하자
는 여론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 또는 발제자께서  작금의 ‘민사배심조
정제도’를 제언하시는 것 외에 본격적인 민사배심재판의 형태를 구상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
떠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3. 배심제도의 오류가능성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심제도의 오류가능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1) 비합리적인 결정
배심제의 도입은 재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하고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공방을 충분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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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살펴보면서 판결을 내리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르고, 일말의 오
류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심제도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결정
Irrational decision making”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법률문외한인 배심원들이 중대하
고 복잡한 사건에서 사실관계결정에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배심
원선발과 배심원교육이 엄격해지고 강화되고는 있지만, 전문직업법관이 주도하는 통상의 민사소
송에 비해 그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어떤 경우에는 JNOV 또는
Judge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나 New Trial 절차가 진행되어 배심원의 평결과 다
른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발제자께서도 민사배심제도가 ‘사실판단에서 여론이나 감성에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2) 의문점
결국 이러한 점은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고 민사배심제도 자체를 둘러싼 비판(의혹)이라 하
겠는데, 우리나라에 민사배심재판이 도입된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
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대립당사자가 있어 공정성, 객관성에 극도로 민감해

질 수 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한쪽으로 휩쓸린  섣부른(성급한)  대중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러한 것을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민사배심제도의 기피현상 우려).

III. 시작의 끝머리
1. 민사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의 가치
이러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민사배심재판은 민주주의의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재판으로부터 일반국민에 의한 재판’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중 ‘사법’의 영역은 선거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부
담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에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보이지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충
실히 따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부의 판
단에 따르게 되는 국민들이, 사법서비스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법부에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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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종 각급법원의 어떤 판결은 일반 국민들의 법인식·법감정
과는 다르게 오인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재판이 전문성, 공익성, 윤리성이라
는 법조의 세 가치를 충실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재판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국민 누
구나가 일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점에서 민사배심제도의 도입은 민주주의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들이 재판에
일말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사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심의민주주의의 구현
이제 사법부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변화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민사배심재판의 도입은
그 제도적 당부를 떠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심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By 롤스, 하버마스)를 구현할 단초가 생겼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
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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