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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1)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고,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로의 전환 가속화

□ 반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유발,*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Google car, Tesla car 등)의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사고 피해, 2016년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테슬라 Model S를 자동주행 모드로 운전 중이던 운전자가 충돌사고로 사망
* 2013년 8월 22일, 미국 나스닥(NASDAQ)의 시스템 오류(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시스템의 작동
불능)로 인하여 주식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고, 나스닥 내 주식 거래량은 직전 3개월 평균치
대비 약 30% 하락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 야기
* 2011년 4월 12일 발생하여 4월 말에 복구가 완료된 농협 전산시스템 사고(거래 고객의 계좌번호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계좌번호 정당성 체크 프로그램'의 오류)로 금융거래 장부 원본데이터 4억
2천만 건 훼손, 승인 지연된 거래량 7,350건에 전체 액수는 577억 7,800만원, 피해신고 31만1000건
및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전국적인 혼란, 해당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인도 추락, 고객들의 집단소송,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 확산 등 심각한 유․무형적 피해 발생

ㅇ 소프트웨어의

․신체․재산상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확대손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제조물책임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법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2)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
* (국내외적인 주요 논점)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여부, 소프트웨어 결함의 인정 범위, 소프트웨어의 제
조물책임 입증전환,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책임 면책항변 및 입법적 해결방안 여부 등

ㅇ 현행 「제조물책임법」, 관련 판례 및 학술문헌을 검토하여 소프트웨어의 제조
물책임 관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1) 현행 법령상 지능정보기술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6년 12월 16일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
철 의원 대표발의) 제3조 제1호의2에서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자연어처리 능력 등 고차원적 정
보 처리 활동을 연구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기술”로 정의.
2) 이와 관련된 문헌은,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12. 44면
이하; 김윤명·오병철·강일신·장준영·박규홍·이하정·김민주, “SW제조물책임 관련 법제 현황 조사연구”, 소프트웨어정
책연구소, 2017. 4; 권영준·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449면 이하;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아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6, 29면 이하;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
집 제39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71면 이하;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
법학 제19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5;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
역과제보고서, 2012; Nicole D. Berkowitz, Strict Liability for Individuals - The Impact of 3-D Printing on
Products Liability Law, 92 Wash. U. L. Rev. 1019 (2015); Nora Freeman Engstrom, Essay, 3-D Printing
and Product Liability - Identifying the Obstacles, 162 U. PA. L. REV. ONLINE 35, 37 (2013); 平野 晋,
製造物責任（設計上の欠陥）における二つの危険効用基準――ロボット・カーと「製品分類全体責任」, NBL 1040号,
商事法務, 2014. 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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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

소프트웨어 제조물책임 관련 법적 쟁점
제조물책임의 개요

□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한 「민법」
제750조의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

* (제조물책임은 미국의 판례로 발전, 주요국가의 제조물책임 입법화) 계약당사자의 원칙((privity
contract)

에 따라 제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가,
of

the

liability)

of

Law

Second,

1965

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의 확립으로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인 엄격책임(strict

Torts)

으로 전환

ㅇ (법적 성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확대손해의 형태가 복잡․다양하고, 피해
자도 불특정 다수로 매우 많다는 점과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ㅇ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완화)

(증명책임의 전환

IT기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물은 숙련된 기

술자가 개발하며, 그 복잡성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재여부,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해 피해자를 입증의 부담에서 해소
<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비교 >

「민법」불법행위의 입증책임

① 권리침해 ← ② 결함 ← ③ 고의․과실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① 확대손해 ← ② 결함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요구되는 결함의 존재와 더불어 제조자의
고의․과실의 존재와 그 고의․과실이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입증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서의 입증책임에 비해 피해자의

*

.

입증책임이 한 단계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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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절차)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
배상 절차가 효율적
<제조물의 결함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 절차>
ⓓ

↓

A

(직접 청구)
←

부품
제조사

(구상)

ⓒ

↓

B

(직접 청구)

↓

C

←

(구상)

제조사

↑

ⓑ

(직접 청구)
←

(구상)

수입사

↑

(구상)

ⓐ

↓

(직접 청구)

D
판매사
↓

(구상)

(매수자)
(이용자)
(제3자)
피해자

甲
乙
丙

E

(구상)
←

OEM
제조사

ⓔ

(직접 청구)

甲(또는 乙, 丙)과 제조사 B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매수자 甲(또는 乙, 丙)은 제조사 B에게「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 대부분의 경우, 매수자

제조사 B에게 물을 수 있으나, 제조사 B의 과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과

甲이 부담
「민법」 제580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매수자
- 매수자

甲은

판매사 D에게

또는 제581조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 손해에
기인하여 해당 자동차의 교환 정도만을 물을 수 밖에 없음

甲이 「민법」 제390조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판매사 D에게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D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나,

-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수자

D에게는 해당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

甲은 제조사 B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묻게 되며, 확대손해 피해를 입은 매수자 甲(또는 이용자 乙,

- 따라서, 매수자

결함책임을
제 3자

丙 )은

제조물책임에 기인하여 판매사 D, 수입사 C, 제조사 B, 부품

제조사 A 또는 OEM 제조사 E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물론 제조업자인
판매사 D, 수입사 C, 제조사 B, 부품제조사 A 또는 OEM 제조사 E 간에는
구상권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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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결함’을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

①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 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제조상의 결함

·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2조 가목)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
설계상의 결함

거나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
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2조 나목)

·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조 다목)

ㅇ (제조물책임법의 면책) 제조물책임법 제4조는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 준수의
항변을 규정하여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을 통해 산업진흥적
내용을 규율

ㆍ

- 제조물을 공급한 시점에서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해당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인정
*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함.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

ㆍ

으로서 고도의 과학 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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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로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상 민법상의 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며, 국내외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여부에 대한 입법례 , 학술문헌 , 판례를 검토 한 결과 , 찬

․ 반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적 관점의 연구를 통한 결론 필요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견해
ㅇ 원칙적으로 무체물인 소프트웨어는 제조물로 볼 수 없으나 「민법」제98조
에서 전기를 물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유추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물건
으로 포섭하고 제조물 개념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네트워크를 타고
오는 중의 디지털 정보는 물리적으로 전기신호이므로 이 디지털 정보는 물건
이라고 보는 견해

ㅇ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담고 있는 저장매체와 경제적으로 분리 할 수 없는
일체를 이루므로 제조물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 하드웨어와 결합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ㅇ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에 IC회로 칩, CD-ROM, DVD 등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확대손해까지 야기
할 수 있으므로

ㅇ

「제조물책임법」상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

대량생산 여부가 제조물의 대표적 특징임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업을 상대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제조

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ㅇ

「민법」

소프트웨어는 현행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정의에 따르면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가능한 자연력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해석하려는 논의는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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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의 경우) 판례에서 소프트웨어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시(Winter v. G.P. Putnam's Sons, 938
F.2d 1033, 1035 (1991))

ㅇ (독일,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유체물인 디스켓이나 CD-ROM에 체화
되어진 경우에는 제조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부정 견해
ㅇ

학설상으로는 동산이 아니고 일종의 서비스(또는 용역)일 뿐인 정보 또는

「민법」상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과실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정보인 소프트웨어까지 무과실적 제조물책임의 적용 필요는 없다는 견해

ㅇ「민법」의

해석상 정보인 소프트웨어는 물건성을 갖기 어려우며 물건성을

갖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저장매체(CD, DVD, 디스켓 등)에 저장되었다고 하여
물건성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

ㅇ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동산이 아닌 서비스(용역)라고 보아야 하며 서비스는

․

타인의 편의를 위한 유 무형의 노력을 제공하므로 물건과는 달리 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기가 곤란하고 계약상 합의된 매수인의 기대치가 적용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

ㅇ (독일,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령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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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포함 여부
ㅇ 이론 해석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대한 견해가 명확치 않으므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범위에 소프트웨어의 포함 여부를 제시할 필요

「제조물책임법」에 소프트웨어를 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 명시
최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과는 별개로 「소프트
웨어책임법 가칭 」의 제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대두
해외 입법사례)

* (
*

년, 에스토니아

2002

,

(

)

ㅇ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정책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전면적인 제조물책임
적용이 부담스럽다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범위 포함 여부의 검토 필요

*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설계 제작 단계부터 범용성의 컴퓨터 이외에 특정 기기의 특정
기능을 수행토록 개발된다는 점에서 범용 소프트웨어와는 차별성을 갖게 되므로, 본래부터 특정
제조물에서만 특정한 기능의 지시 명령 체계로 존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해당 제조물에
특유한 부품적 성질을 본래부터 갖는다고 보아야 타당.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화체되어
물건성을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부품으로서의 제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

□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입법
ㅇ「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의 존재여부,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

*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확대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사고가 제조업자 또는 제3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로 인한 확대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

□ 대안적 분쟁조정 기능 신설
ㅇ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소프트웨어 제품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책임 분쟁조정 기능 신설과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을
규정*하여, 제조물책임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

*

현행

「소비자기본법」제

68

조의3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과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규정

- 소프트웨어 제품과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에 기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제조물과 달리 결함에
대한 입증의 곤란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상의 제조물책임을 근거로 본안소송의 제기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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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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