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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사고율을 히 감소시킬 것으로 상된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인간의 실수 는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안 운 불이행, 

신호 반, 안 거리미확보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1)이라는 을 고려하면 교

 * 제1 자, 법학박사, 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원.

** 교신 자, 법학박사, 고려 학교 법학 문 학원 교수.

1) 2015년 우리나라 법규 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국 으로 총 232,035건 가운

데 안 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체의 반을 넘는 130,551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의 원인으로는 신호 반(26,511건), 안 거리미확보(21,708건), 교차로운행방법

반(14,671건), 앙선침범(11,998건), 보행자보호의무 반(7,582건), 과속(593건) 순으

로 많았다[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일반 (2015년 법규 반별 교통사고 발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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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질서의 수가 으로 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  안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련된 기술이 완벽해지리라 기 하기 어렵다. 비록 일반자동차보다는 안 하

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도 교통사고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2) 이

런 이유로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계속

해서 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이 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 에서 차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 로 넘어가게 되

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한 행 

법제도가 그 로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자율주행자동

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 으로 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

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  성립요건인 과실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자동

차 시 가 상보다 빨리 도래하고 있는 3)을 고려하면 련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LrgVioltTfcacd.do?menuId=WEB_ 

KMP_OVT_TAG_LAT>, (2017. 4. 1. 확인).

2) 최근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제조사들이 크고 작은 교통사

고를 일으킨 바 있다: The Guardian, “Tesla driver dies in first fatal crash while 

using autopilot mode”, (2016. 7. 1. 00:1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 

2016/jun/30/tesla-autopilot-death-self-driving-car-elon>, (2016. 5. 10. 확인); The 

Verge, “A Google self-driving car caused a crash for the first time”, (2016. 2. 29. 

13:50), <https://www.theverge.com/2016/2/29/11134344/google-self-driving-car-crash- 

report> (2017. 5. 10. 확인).

3) 한 망에 따르면 2025년에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미화 420억 달러에 달하게 되고, 

2035년에는  세계에서 매되는 자동차 4  가운데 1 가 자율주행자동차가 될 것으

로 측되고 있다[한국일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5. 2. 8. 22:38), 

<http://www.hankookilbo.com/v/51d4aef0d34b4595a4732f060560c5b5>, (2017. 5. 2. 

확인); 한편 Tesla 사(社)의 CEO인 Elon Musk는 2017년 말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사이를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망한 바 있다[TED Talks, Elon Musk: 

The future we building–and boring, <https://www.ted.com/talks/elon_musk_the_ 

future_we_re_building_and_boring/transcript?language=en>, (2017. 5. 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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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사법(私法)의 여러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

이다. 그런데 이 에서는 사법의 범 한 역 에서 책임법에 한정하여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일반법인 민법을 

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련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그 발 단계(II)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그 등장  상용화가 제조물책임법(III),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IV) 그리고 민법(V)에 해서 미칠 향을 차례 로 검토하고

자 한다.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발 단계

자동차 리법 제2조 제1의3항4)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 자 

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여기

서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서 국내에서도 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도로교통안정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STA’)의 자율주행자동차 발 단계 

구분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NHSTA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 단계를 다음의 5단계로 구분5)하고 

있으며 발(가감속), 손(조향), ( 방주시)의 사용여부에 따라 각 단계의 특

성이 정해진다.6)  주행의 자율성이  없는 벨 0부터 인간에 의한 개입 없

이 완 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벨 4까지 발 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벌 0(Level 0, No Automation): 벨 0의 경우 자동화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의 자동차는 엄 히 따지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일

4)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을 통해서 정의규정이 도입되었다.

5)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https://www.nhtsa.gov/staticfiles/rulemaking/ 

pdf/ Automated_Vehicles_Policy.pdf>, (2017. 3. 24. 확인).

6) 문종덕·조 오, “산업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방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014. 12.), 34-35.



364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반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운 자는 발, 손, 을 항시 사용한다. 이 단

계는 차선이탈경고(lane departure warning) 는 사각지 모니터링(blind 

spot monitoring)과 같은 일부 기능이 운행에 한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운 하는 자가 도로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해서 항

상 완 한 통제권을 유지한다.

<2> 벨 1(Level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벨 1의 경우 운

하는 자는 여 히 운행에 한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제한 으로 특정 기

능이 자동화되는 단계이다. 자동화되는 기능은 둘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각각의 기능은 독립 인 지 를 유지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동차를 운

하는 자가 발, 손,  가운데 둘 이상을 사용한다. 

<3> 벨 2(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벨 2는 발과 

손을 사용하지 않지만 항상 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단계이다. 최소한 

두 가지의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조화를 이루며 작동

하기 때문에 운 자가 운행과 련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필요가 없어진

다. 가령, 응형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ACC)과 차선유지

지원시스템(Lane Keeping Assist System, LKAS)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발과 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는 차간거리유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속  이크 페달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며, 후

자는 차선을 유지해주므로 조향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주시는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운 하는 자는 언제라도 완

한 통제권을 행사할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 벨 2 자율주행자동차

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있다.

<4> 벨 3(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벨 3은 특

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완 히 통제된다. 자율

주행일 때 운 자는 발과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방을 주시

하지 않아도 된다. 설사 운행자가 운행에 한 제어를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

도 자동차로부터 통제권을 환 받기 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벨 

3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 후로 상용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5> 벨 4(Level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일정한 조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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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벨3과 달리 벨 4는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개

입도 없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운행 내

내 발, 손,  모두 다 사용하지 않으며 목 지 입력 등 간단한 내비게이션 

조작 정도만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아  운 나 가속

/ 이크 페달이 없어 사람이 원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7) 벨 

4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소 10년 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발 단계 가운데 NHSTA 벨 3부터 일반자동차와 본

질 으로 구분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로 볼 수 있다. 재의 

기술 수 에 비추어 보면 그 상용화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으로 측된

다.8)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시 를 

비하기 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

동차9)  시 에 비한 련 법제도의 정비 작업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

한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 리법에 자

율주행자동차 정의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

행허가를 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 자동차 리법 시행령과 시

행규칙이 개정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운행요건  시험운행 등에 

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규율하는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그리고 민·상법과 련해서는 아직 자율주행자동차 시 를 비하는 

어떠한 개정 움직임도 없는 상태이다. 물론 개정 작업이 없더라도 행 법

제도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그 지 않다면 지 부터라도 개정을 한 비

가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무인자동차(driverless/self-driving car)’라고도 부른다.

8) 실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하는 여러 기업은 아  벨 2를 건 뛰고 바로 벨 3의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Keith Naughton, “Ford’s Dozing 

Engineers Side With Goole in Full Autonomy Push”, Bloomberg Technology (2017. 

2. 17. 08:0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2-17/ford-s-dozing- 

engineers-side-with-google-in-full-autonomy-push].

9) 아래에서는 별다른 언 이 없는 한 ‘자율주행자동차’를 NHSTA 벨 3과 벨 4의 

자동차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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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논의하는 데 행 제도로 해결

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구분에 기 하여 행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해서 어떤 개선책이 요구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하다.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제조물책임법

1. 문제의 소재

제조물책임법은 2000. 1. 12. 제정(법률6109호)되어 2002. 7. 1.부터 시행

되었다. 비록 제정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십 수 년 만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련된 과학기술의 발 이 부신 속도로 진행되어  새로운 

시 가 도래하고 있다. 1990년  말, 2000년  만 하더라도 입법자는 자율

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생각하지 못하 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느새 

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교통 

환경을 행 제조물책임법이 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에 해서 진지하

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소 트웨어(software)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상이 되는지 여

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 트웨어를 제조

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

다면 소 트웨어 버그(bug)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

험의 항변과 법령 수의 항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갖게 되는 의미와 

문제 을 분석하기로 한다.

한편, 이상의 두 문제를 차례 로 검토하면서 해킹(hacking)과 련된 

문제를 같이 다루기로 한다. 일반자동차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해킹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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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실질 인 리스크 요인이 되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발

단계가 높아지고 소 트웨어의 비 이 커질수록 해킹으로 인한 험도 

따라서 커진다. 특히 벨 3 는 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해커에게 자동차 운행에 한 통제권이 완 히 넘

어갈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한다는 을 고려하면 소 트웨어와 

련하여 해킹의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해킹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제조업자가 해킹으로 야기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를 생각

해 야 한다. 한 이와 련하여 해킹이 면책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요하다.

2. 제조물의 문제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따르면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

다. 자율주행자동차 는 자동차의 개별 부품 등의 하드웨어가 제조물에 해

당한다는 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소 트웨어이다. 자율주행자

동차의 경우 소 트웨어가 요하다.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

행될 때 소 트웨어는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오작

동으로 사고가 나면 그 원인이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 트웨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소 트웨어를 제

조물책임법 목 상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가 요한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학설 립이 존재한다. 기존의 주요 학설은 소 트웨어

를 제조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설과 제조물로 볼 수 있다는 정설로 나뉜다.

(1)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그 강조 이나 내용에 따

라 다양한 견해로 나뉜다. 소 트웨어가 인간의 지 창작물로서 리가능한 

자연력10)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11), 소 트

10) 민법 제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기 기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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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는 민법상 동산이 아니고 서비스( 는 용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책임을 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2),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

로 ‘포장용기’인 하드웨어에만 을 맞추고 ‘내용물’인 소 트웨어의 특성

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제조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무체물

인 소 트웨어에 해서는 기존의 계약법(가령, 하자담보책임) 논리를 용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견해13) 등이 있다.

(2)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하는 입장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다양하게 구분된다. 

원칙 으로는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볼 수 없지만 민법에서 기를 물건의 

개념으로 포섭한다는 에 착안, 이를 유추 용하여 소 트웨어의 제조물성

을 인정하자는 견해14), 소 트웨어가 디스크나 CD-ROM 등 하드웨어에 담

겨 있는 이상 이를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15),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embedded software)’는 컴퓨터처럼 별도의 

운 체계에서 사용하는 범용 소 트웨어 는 시스템통합 소 트웨어와 달

리 기기에 내장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존재하여 소 트웨어와 기기가 불가분의 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조물로 인

정하자는 견해16)  등이 있다.

11) 이 기·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

요성: 소 트웨어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심으로”, 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6. 4.), 110.

12)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스티스 제35권 제4호, 한국법학원 

(2002. 8.), 10-11.

13) 주지홍, “소 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용여부”, 민사법학 제25권 

(2004. 3.), 454-455.

14) 김민 ,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한 법  책임”, 인터넷법률 제18호 (2003. 

7.), 97.

15)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비교하

여”, 성균 법학 제16권 제1호 (2004), 35 이하;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 (2003), 290-291.

16)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한 민사법  검토”,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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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소 트웨어의 제조물성과 련하여 국내 학설을 정리하면 부정설은 크

게 소 트웨어의 특성에 기 하여 제조물성을 부인하는 견해와 소 트웨어

가 행 법체계 아래에서 일반불법행 법 는 계약법에 기하여 규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로 인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로 나뉜다. 반면 정설

은 크게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어 그 특

성이 사실상 동산과 유사하다는 견해와 제조물을 의로 이해하여 소 트

웨어까지 포섭하고자하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부정설의 입장 로 행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

조물책임이라는 특수불법행 가 확립된 배경을 보더라도 20세기 반 일반

자동차의 보편화와 한 련17)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

은 본질 으로 하드웨어를 제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시 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설 진 에서 지 하듯이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소 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제조물로 해석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자동차는 비교  간단한 소 트웨어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한 보조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일반 이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소 트웨어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

니라 자동차 운행에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

동차의 하드웨어는 소 트웨어 없이 자동차로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소 트웨어를 단순히 무체물이라는 이유로 그 제조물성을 

부인하는 것은 하지 않다. 민법상 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제조물책임법의 목 상 자율주행시스템의 소 트웨어

만큼은 제조물의 범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32. 이와 유사한 견해로 이상수,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용에 

한 고찰”, 법한논문집 제39집 제2호, 앙 학교 법학연구원 (2015. 8.), 91-92 참조.

17) 제조물책임의 연 에 해서는 David DeBusschere·Robert Heft(양창수 역),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스티스 제27권 제1호 (1994. 7.), 2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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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소 트웨어에 해서 과실책임 는 하자담

보책임을 용하자는 제안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이유(“생명, 신체 는 재산상의 손해에 하여 제조업자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수 하드

웨어로 인한 손해에 해서도 과실책임을 용하는 것이 하지 않아 제

조물책임이 특수불법행 로 인정되었다. 하물며 자율주행자동차에 들어가

는 고도화된 소 트웨어로 인한 손해에 해서 일반불법행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제도 발 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의 

용 가능성을 논하는 것 역시 부 하기는 마찬가지다. 역사 으로 제조물

책임이 발 하게 된 이유가 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때문이다.18)19) 

그러므로 기술의 진보에 응하기 해서 법제도  퇴보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궁극 으로는 제조물책임법상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서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법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불확

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3. 결함의 문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

18) Francis Sohn, “Products Liability and the Fertility Industry: Overcoming Some 

Problems in “Wrongful Life” ”, 44 Cornell Int’l L.J. 145, 149 (2011).

19)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계는 계약당사자 계(privity of contrac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으로 자동차 자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유용하다.

20) 이와 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에 인 향을 미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

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3차 Restatement의 제조물 정의규정에 따르면 원칙

으로 소비를 해 상업 으로 유통되는 유체물인 동산이 제조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기를 비롯한 그 밖의 제품도 동산인 유체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 제조물책임의 목 상 제조물로 인정될 수 있다[§ 19 Definition of “Product”: 

For purposes of this Restatement (a) A product is tangible personal property 

distributed commercially for use or consumption. Other items, such as real property 

and electricity, are products when the context of their distribution and use is 

sufficiently analogous to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rules stated in this Re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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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더라

도 소 트웨어의 버그(bug)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험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

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구분하여 결함에 한 유형별 개념정의

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결함을 “통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안 성이 결

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일  개념정의도 포함하고 있다. 

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 을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결

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를 증명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제조물의 경우

에도 인과 계를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 최신 기술이 응집되어 있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이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와 련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결함의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자율주

행자동차에 해서 해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결함의 증명과 

련된 례와 이론을 정리하기로 한다. 그동안 우리 례에서 도입한 법리를 

검토하고 이를 자유주행자동차에 해서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

기로 한다.

(1) 결함의 유형

1) 제조상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

자가 제조물에 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 는지에 계없

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 하지 못하

게 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 트웨어를 “제조·가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하기로 하는 이상 “제

조·가공”이라는 문구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21)

21) 소 트웨어를 제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제조·가공”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이 기·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



372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문구의 해석보다 더 요한 것은 소 트웨어 버그 등의 오작동이 제조상 

결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소 트웨어 버그란 컴퓨터 로그램

상의 오류, 다시 말해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로그램 코딩오류(coding 

error)를 의미한다.22) 소 트웨어 버그는 로그램의 소스 코드(source 

code) 는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로 발생한다는 에서 소 트웨어가 “의도

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버그로 

인하여 소 트웨어가 “안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3)

그 다면 자율주행시스템에 해서 해킹이 발생하면 이를 제조상의 결

함으로 볼 수 있을까? 자율주행시스템의 소 트웨어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달리 만들어진 결과 해킹에 취약하여 뚫린 경우라면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

할 여지가 있다. 한편 소 트웨어가 버그를 일으키리라는 사실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면 그러한 자는 일반불법행

책임, 즉 과실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컨 , 업데이트를 정기 으

로 실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소 트웨어를 최신 버 으로 유지함으로써 

해킹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러한 해킹은 제조물 결함과 무 하다고 야 한다.

2) 설계상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

자가 합리 인 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 더라면 피해나 험을 이

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

도의 정비필요성: 소 트웨어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심으로”, 융법연구 제13

권 제1호 (2016. 4.), 110]. 그러나 제조물의 정의규정인 제조물책임법 제1조에서도 

“제조”  “가공”이 등장하므로 이는 논리 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22) 정완, “소 트웨어의 버그(bug)에 한 법  책임–사용허락계약서의 면책조항을 

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3), 276.

23) 자율주행자동차의 소 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오작동하는 경우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경우, 즉 

(후술하는) 설계상 결함이 아니라면 의도했던 설계와 달리 작동하는 주행시스템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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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 결함은 비록 ‘결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제조업자가 피해나 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게 하지 않은 과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단하는 기

은 바로 합리 인 체설계의 존재  채택가능성이다. 우리 법원은 설계

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제품의 특성  용도, 제조물에 한 사용자의 

기 와 내용, 상되는 험의 내용, 험에 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험회피의 가능성, 체설계의 가능성  경제  비용, 채택된 설계와 

체설계의 상  장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통

념에 비추어 단”24)한다. 이는 기본 으로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에서 

채택하고 있는 험효용기 (Risk-Utility test)에 기 하고 있는데, “제조물

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의 상가능한 리스크가 합리 인 체설계의 채택

으로 감소할 수 있었는지(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by the adop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를 단하는 것이 요하다.25) 

한편 자율주행자동차가 해킹을 받았다면 합리 인 체설계의 존재 여

부  그 채택가능성에 따라 설계상의 결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합

리 인 체설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제조업자 입장에

서는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무 용이해지고 피해자는 제조물책임

법상 배상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 로 합리 인 체설계 요건을 무 

완화하면 피해자의 배상은 수월해지겠지만 제조업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은 양 극단 사이에서 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자

율주행자동차의 발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동차 운행에 한 인간의 통제가

능성이 감소하므로 그 발  정도에 따라 합리 인 체설계 요건의 해석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결 (일명 헬리콥터 추락사건).

25)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2(b) (1998). 제3차 Restatement에서 

설계상의 결함을 단하는 기 에 한 자세한 논의는 David C. Vladeck, Machines 

Without Principles: Liability Ru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89 Wash. L. Rev. 

117, 134-135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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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상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

리 인 설명·지시·경고 는 그 밖의 표시를 하 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험을 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

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으로 표시상의 결함 역

시 설계상 결함과 마찬가지로 결함 그 자체보다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결함 그 

자체로서도 요한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경고시스템이 특별히 요한 기능을 한다. 자율

주행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경고를 보내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

나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벨 2 이하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라도 

자동화되어 있는 특정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를 실로 운행하고 있

는 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 한 로 재 

오토 일럿(autopilot) 기능을 제공하는 한 자동차제조사는 운 을 하는 자

가 운 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경우 세 번의 경고가 이

루어질 때까지 운 를 다시 잡지 않으면 오토 일럿 기능을 강제로 종료

시켜 수동모드로 환26)하는 방식 등의 경고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벨 3의 경우에도 경고시스템이 요하다.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에

는 물론이고 특별히 기능상 문제가 있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

태가 종료되어 수동주행으로 환할 필요가 생기면 시에 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시·청각 으로 운 석에 있는 자가 충분히 

인식할 정도의 경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제조물책임법에서 요구하는 합

리 인 경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완 한 자율주행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동차의 실  운행에 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행 에는 경

26) Tesla의 ‘스트라이크아웃(Strike out)’ 략에 따르면 운 자가 경고를 3회 무시할 

경우 오토 일럿 기능이 제한되어 자동차를 주차모드로 환하기 까지는 수동운행

(자동차 계기 에는 “Autosteer Unavailable for the Rest of This Drive, Hold 

Steering Wheel to Drive Manually”라고 뜬다)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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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이루어질 특별한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해킹 는 자연재해 등 

자동차 내외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승객에게 한 

경고를 표시하여 운행 단을 비롯한 하차 는 기타 한 처를 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

해가 발생하 다면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 다면 해킹의 경우에는 어떤가?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한 경

고가 항상 있을 것으로 기 할 수는 없다. 해킹을 통해서 경고시스템을 포

함한 자동차의 운행시스템 반에 한 통제권이 해커에게 넘어갈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해킹 시도가 이루어지는 기 단계에서 가장 기본 인 경고라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경고시스템이 제 로 

작동할 겨를조차 없이 포 인 성격의 해킹이 즉각 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제조상 결함 는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여지는 남을 수 있다.

4) 통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안 성의 결여

제조물책임법에서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 유형의 결함 외에 통

일  개념정의를 두고 있어 “통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안 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결함이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제2차 Restatement에서 설계상의 결

함과 련하여 채택한 소비자기 기 (consumer expectations test)과 유사

한 근이다. 이 기 이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이 사용자 는 소비자에게 

비합리 으로 험한 경우”(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a user or consumer)[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1) (1965)] 설

계상의 결함을 인정하며, 여기서 ‘비합리 인 험’이란 보통의 상식을 가진 

통상인으로서의 소비자가 기 하는 정도 이상의 험(dangerous to an 

extent beyond that which would be contemplated by the ordinary 

consumer who purchases it, with the ordinary knowledge common to the 

community as to its characteristics)을 의미한다.27)28) 다만 우리 제조물책

27)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 cm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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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에서는 소비자기 기 이 설계상의 결함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용범 가 한편으로는 제2차 Restatement에서보다 상 으로 더 넓은 측면

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례29)에서 소비자

기 는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격하되어 있다는 에서 

여기에 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30)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하여 언제 ‘통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안 성의 

결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 이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자

율주행시스템에 해서 이루어지는 해킹은 그 잠재  험성 때문에 제조

물책임법 목 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해킹이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의 세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를 으로 신뢰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하

는 소비자의 기 의 내용, 험에 한 인식  상되는 내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통상 으로 기 할 수 있는 안정성의 결여’로 인정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2)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의 증명

소 트웨어의 버그 등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정하더

라도 손해에 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소 트웨

어에 버그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증명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물책임과 련된 그동안의 법원 례를 살펴보면 결함의 존재 

28) 미국의 제3차 Restatement에서 소비자기 (consumer expectations) 개념의 추상성을 

이유로 험효용기 을 채택하 으나 몇몇 주에서는 여 히 소비자기 기 을 용

하고 있다[Douglas A. Kysar, The Expectations of Consumers, Yale Law School 

Faculty Scholarship Series, Paper 384 (2003), 1715-1717].

29)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결.

30)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단기 –합리 체설계(Reasonable 

Alternative Design)의 입증책임문제를 심으로-”, 법조 통권 제583권(2005. 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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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지 않다. 법원은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 부터 결함  인과 계를 추정한 바 있

으며31)  제조물책임법 아래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한 경우가 많다.32) 이와 

같이 법원이 결함을 추정하는 것은 미국의 ‘기능 이상 법리(malfunction 

doctrine)’33)의 향에 따른 결과하는 견해가 있다.34) 기능 이상 법리에 따

르면 제조물이 기능 이상을 보 고(malfunctioned), 그러한 기능 이상이 올

바른 사용(proper use) 에 발생하 으며, 제조물을 변경하 거나 오용한 

결과에 따른 기능 이상이 아니라는 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구체 으로 결

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35)36) 

다만 법원이 일반자동차에 해서 항상 결함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31) 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결.

32) “제품이 정상 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해서는 달리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

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  지배하에 있는 역에서 발생하 다는 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결).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결로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결;  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

88870 결 등이 있다.

33) 이는 ‘결함추정의 법리’로도 불린다[최동구, “자동차 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결험

추정  설계결함을 심으로-”,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례실무연구 VII (2004) 참

조].

34)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  –최근의 논의를 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제3

호 (2011. 9.), 48. 

35) David G. Owen, “Manufacturing Defects”, 53 S.C. L. REV. 851, 873 (2002).

36) 미국에서는 자동차사고와 련하여 기능 이상 법리의 세 요건 가운데 기능 이상의 

존재는 자동차 사고사실 그 자체로써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Dietz v. Waller, 685 P.2d 

744, 747-48 (Ariz. 1984). 올바른 사용 요건은 자동차가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행되었

다는 사실을 보여 으로써 원칙 으로 충족되며 특정 환경에서 자동차 운행을 지할 

것을 제조업자가 경고한 경우에는 외를 이룰 수 있다[Gary E. Marchant & Rachel 

A. Lindor, The Coming Collision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Liability 

System, 52 SANTA CLARA L. REV. 1321, 1327 (2012)]. 제조물의 변경 는 오용이 

없었던 은 자동차가 출고 당시의 원상태(original condition)를 유지하 던 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Jeffrey K. Gurney, “Sue My Car Not Me: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2 Journal of Law, Technology & 

Policy, 247, 259-26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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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인 가 자동차 발진과 련된 경우이다. 

아직까지 법원은 발진을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정한 이 없다. 

오히려 자동차사고와 련해서 발진은 액셀러 이터 페달의 오조작 없이

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 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본 인 입장

이다.37)

결국 우리 례는 제조물책임법을 용하는 데 결함  그 인과 계에 

해서 추정의 법리를 일 되게 용하지 않고 있다. 만일 자율주행자동차

의 소 트웨어 버그에 해서 발진과 마찬가지로 추정의 법리를 쉽게 인

정하지 않는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규율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러나 최근에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38)이 신

설되어 2018. 4. 19.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해당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용할지는 재로서 알 수 없지만 개정배경으로 “제조물의 부

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

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 ·기술 으로 입증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이라고 제시39)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와 련

된 결함을 증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 해본다.

4. 면책사유의 문제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네 가지의 면책사유를 규정한다.40)  

37) 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결.

38)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 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 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 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 인 지배 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래되었다

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W/lsInfoP. 

do?lsiSeq=193381&ancYd=20170418&ancNo=14764&efYd=20180419&nwJo 

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7. 7. 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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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특별히 요한 의미를 갖게 될 면책사유

로 개발 험의 항변과 법령 수의 항변을 들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 하

듯이 자율주행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상당한 수 으로 발 하

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완 해지리라

고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 두 면책사유가 제조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결정 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해석  용과 련해서 주의할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제조

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물계속 찰의무가 갖게 될 의미에 

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개발 험의 항변

개발 험의 항변과 련하여 과학·기술의 수 을 높게 설정할수록 제

조업자가 개발 험의 항변 뒤에 숨어서 면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개발

험의 항변을 엄격하게 용할 경우 제조업자는 실 으로 극복하기 어려

운 과학기술  한계가 있더라도 결함을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와 무 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수 을 엄격

하게 요구할수록 무과실책임의 성격이 그만큼 강해진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요

구하는 과학·기술 수 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 로 이를 다소 낮추어 설정할 경우 무과실책임의 성격이 

완화되어 책임의 인정근거로 제조업자의 과실이 실질 인 의미를 갖게 될 

40)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 하지 아니하 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 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 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 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

을 수함으로써 발생하 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는 제작에 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 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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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생긴다. 상품 개발 당시의 과학·기술 수 으로 결함을 발견하여 이

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게 하지 못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41) 바로 이런 경우 제조물책임의 성격은 상

으로 무과실책임보다는 과실책임에 더 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조물책

임법상 개발 험의 항변과 련하여 요구되는 과학·기술 수 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하여 제조물책임법상 과학·기술의 수 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해

서 단정 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 않은 제조업자들이 자사의 자

율주행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공

언42)하고 있는 ,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을 

최 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면 개발 험의 항변

을 상 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3)

(2) 법령 수의 항변

제조물책임의 성격은 법령 수의 항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에 부합하기 해서는 제조업자가 이를 한 주의의무

를 이행해야 하는데 수되어야 하는 기 이 법령에서 지나치게 낮게 설정

되면 제조업자는 쉽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반 로 기 을 무 

41) 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결에서 법원은 고엽제를 생산한 피고가 

“베트남  참 군인들이 고엽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TCDD에 반복 으로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험이 있음을 견하거나 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반하 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이 고엽제

를 제조· 매한 때의 과학·기술 수 으로 고엽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시한 바 있다. 이 결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본질 으로 그 주의의무 반에 있었다.

42) Digital Trends, “Volvo, Google, and Mercedes-Benz will accept liability in 

self-driving car accidents” (2015. 10. 8. 09:43), <https://www.digitaltrends.com/cars/ 

automaker-responsibility-in-self-driving-car-accidents-news/> (2017. 5. 15. 확

인).

43) 같은 취지의 로 권 ·이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제75

호 (2016. 6.), 476-4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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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세우면 제조업자는 이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을 단하는 데 법령에서 설정

하는 기 이 양 극단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결국 개발 험의 

항변과 마찬가지로 법령 수의 항변도 상 으로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

를 극 화할 필요가 있다.

(3) 제조물계속 찰의무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 한 후에

도 그 결함 여부를 찰할 의무를 부담한다.44)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

우 공  이후 제조업자가 자동차의 운 에 직 으로 여한다는 을 고

려하면 제조물계속 찰의무가 갖는 의미는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조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사

유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의무를 강조할수록 제조물책임이 험

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45)

5. 소결

이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율과 련된 여러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 로 행 법제도 아래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

과 그 지 못한 부분을 나 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으로 행 제조물책임제도는 굳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율주

행자동차의 도입  상용화를 규율하는 데 별다른 법  흠결이 존재하지 않

44)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 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

기 한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45) 제조물책임법 제정 당시 제조물계속 찰의무가 추가된 것은 제조업자의 책임확장을 

해서라기보다는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결함을 알고도 별다른 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조업사의 면책을 막기 한 것[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2012년도 법무부/공정거래 원회 연구용역과제보고서 (2012), 175]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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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를 규율하기 해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자

동차의 핵심인 소 트웨어가 규율 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한 소

트웨어 버그를 비롯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련해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결함 역시 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결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 행 제조물책임법상 개발

험의 항변과 법령 수의 항변 역시 별도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

학·기술의 수 과 법령에서 정하는 주의의무의 수 을 비롯하여 제조물계

속 찰의무의 성격을 균형감 있게 해석하고 용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행 제조물책임법은 당장 특별한 개정작업 없이도 

자율주행자동차 시 를 맞이할 수 있다고 단된다. 다만 소 트웨어를 제

조물로 해석하는 데 지 않은 비 이 존재하고 이와 련하여 앞으로 법원

의 례가 어떻게 발 할지 모른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법상 제

조물 개념을 수정하여 21세기의 소비환경에 부합하는 정의를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계에 

해서 추정의 법리를 안정 으로 용하기 하여 입법  해결책이 요구되

었으나 최근에 ‘결함 등의 추정’이라는 표제의 조문이 제조물책임법에 신설

됨에 따라 일단은 이와 련된 개정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요컨 , 제조물책임법은 행 제도로도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규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1963. 4. 4. 제정

(법률 제1314호)되어 1963. 6.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당시 자배법의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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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

송의 건 한 발달을 진”(제1조)하는 데 있었다. 이후 지 까지 자배법은 

30회 이상 개정되었으며 목 규정인 제1조도 2008. 3. 28.과 2013. 8. 6. 두 

차례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개정(법률 제9065호)에서는 인  피해

뿐만 아니라 “재물이 멸실 는 훼손된 경우”에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보호의 범 가 확 46)되었으며, 두 번째 개정(법률 제12021호)에서는 자

배법의 목 으로 “사고로 인한 사회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의 개정 이유로는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 인 해결을 하

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 ”47)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목

규정이 개정된 을 보면 입법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련하여 기본 으로 보호의 범 를 확 하는 등 양  개선을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이 지 까지는 바람직했을지 모르지만 자율주행자동

차 시 를 비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는 자배법이 양  발 은 

물론 질  발 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해서 자배법상 운행자성과 타인성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운행의 성격과 운행의 주체가 변하는 새로운 실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기 해서는 우선 자배법상 운행자성 요건을 살펴 야 한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자배법상 핵심 개념인 운행자와 운 자를 계속해서 그 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야 한다. 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인정

되는 운행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잘 맞지 않는다면 이를 체할 다른 

개념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 비교법  고찰을 진행하기로 한다.

46) 구체 으로는 2003. 8. 21. 법률 제6969호에 따라 물배상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47) 법제처, 법률 제12021호 개정이유  주용내용, <http://www.law.go.kr/lsInfoP. do?lsiSeq= 

142684&ancYd=20130806&ancNo=12021&efYd=20140207&nwJoYnInfo=N&ef 

Gubun=Y&chrClsCd=010202#0000>, (2017. 3. 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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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타인성의 문제도 다루기로 한다. 행 제도 아래에서는 손해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는 원칙 으로 자배법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자율

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타인성 개념

이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 와 련된 논의를 하기로 한다. 형 제도 

아래에서도 지나치게 제한 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손해배상의 범 가 자

율주행자동차 시 에 할지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운행자성의 문제

(1) 운행자, 보유자, 운 자의 개념

1) 운행자

자배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바로 ‘자기를 하여 자

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이다. 자배법에는 ‘운행자’에 한 개념을 직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운행’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사람 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거나 리하는 것”(제2조 제2호).48)  여기서 ‘운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에 해서 다양한 학설49)이 존재하는 가운데 례의 입장은 ‘운행’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 이다.50)  례는 한 운행자 역시 넓게 이해하여 “‘자

48) 1999. 2. 5. 법률 제5505호로 자배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운행에 한 정의개념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거나 리하는 것’으로 확 되었다. 

49) 원동기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출입설, 험성설에 한 자세한 논의는 한기

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9.), 219-222 참조.

50) 법원은 일반 으로 고유장치설을 따르면서도 보충 으로 차고출입설에 입각하여 

선고한 례도 지 않으며, 최근 일부 결에서는 험성설을 취한 바 있다[박 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의미”, 법학논총 제27집 제3호 (2010),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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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 에 있는 자를 의미”51)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법원이 운행자성을 단하는 기 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

는 두 개념요소를 모두 인정(이원설)하고 있음을 보여 다.52)  여기서 운행

지배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실로 이를 리·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간 지배 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

53)하며, 운행이익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으로서 경제  

이익은 물론 정신  이익(만족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54) 이처럼 우리 

례는 운행자성을 단하는 데 이원설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운행자성의 두 

개념요소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넓게 이해한다.

2) 자동차보유자

자배법에서 사용하는  다른 요한 개념으로 ‘자동차보유자’가 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하여 자동차를 운행자는 자”(제2조 제3호)이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 차나 사용 차 기타 자기를 하여 자동차

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55)  결국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운행자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 이다.56)  그러나 역으로 운행자라

고 해서 모두 자동차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무단

운 자 는 도운 자일지라도 자기를 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51) 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결.

52) 이에 반해 일원설은 운행이익은 운행지배의 징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운행지배만 

고려하여 운행자성을 단한다.

53) 법원 2004. 4. 18. 선고 2004다10633 결 참조.

54) 서울 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

국사법행정학회 (2005), 43.

55) 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결.

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실 으로 보유자와 운 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 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 이거나 제3자의 리

를 통한 념상의 지배 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167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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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목 상 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57) 그러므로 운행자는 자동차

보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처럼 자배법에서 운행자와 보유자를 구분

하는 실익은 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반면 후자는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58)라는 데에 있다.59)

3) 운 자

운행자와 자동차보유자 외에 운 자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배

법상 운 자란 “다른 사람을 하여 자동차를 운 하거나 운 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제2조 제4호)이다. 자배법상 운 자는 앞에서 언 한 자

동차 리법상 운 자60)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비록 자동차 리법은 운

자  운 에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능이나 목 이 유사

한 도로교통법상의 운  정의[“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에 기 하여 단해보면 

자동차 리법상 운 자는 최소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는 자’라고 좁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요한 것은 자동차 리법에서 운

자를 단하는 데 운 행 의 양상이 핵심을 이룬다는 이다. 이에 반하

여 자배법상 운 자는 ‘다른 사람을 하여’ 운 하는 자(가령, 고용 계 

는 임 기타 계약 계에 의해서 운 하는 자) 는 운 보조자로서 원칙

으로 운행자가 되지 않는 자이다. 운행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향유하

여야 하므로 항상 ‘자신을 하여’ 운 한다. 이런 면에서 자배법상 운 자

는 ‘driver’보다는 ‘chauffeur’ 개념에 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배

법에서는 운 행  그 자체가 아니라 운 의 목  는 동기가 결정 인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61)  

57) 서울 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

국사법행정학회 (2005), 42.

58) 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

할 의무가 있다.

59) 박 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의미”, 법학논총 제27집 제3호 (2010), 

152.

60) 자동차 리법 제2조 제1의3호: “‘자율주행자동차’란 운 자 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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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운 자’라는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  안 을 규율하는 자동차 리법이나 교통질서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과 달리 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를 규율하는 데서 비롯된

다. 무엇보다도 자배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특정하기 해서 운행자 개

념에 ‘자기를 하여’를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이에 응되는 개념으로 운 자 

개념에는 ‘다른 사람을 하여’라는 특수한 의미를 포함시킨 것으로 단된다.

(2)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  운 자

그 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행 자배법상 운행자  운

자 개념에는 무리가 없을까?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에 해

서도 운행자와 운 자 개념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우선 벨 0～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본질 으

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

다. 자동차보유자는 특별한 사정(가령, 도난 등)이 있지 않는 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계속해서 향유하기 때문에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의 주체가 된다. 한편 벨 2 이하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해서는 운 자

도 “다른 사람을 하여” 자동차를 운 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

다음으로, 벨 3의 경우 특정 환경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에

서 자동차의 운행을 통제하는 것은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

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

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 상태에 있더라도 자동차보유자

는 운행을 제어할 최종 인 권한을 그 로 유지한다. 자동차보유자가 직  

운행을 재개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이를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환 받

을 수 있다. 한 자동차가 자율주행 인 경우에도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

하여 자율주행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유자는 궁극 으

61) 운 자는 일반 으로 보수를 받고 타인을 하여 자동차를 운 하는 자이지만 보수의 

존재여부는 운 자 개념의 요건이 아니며, 보수 없이 타인을 하여 운 하는 자도 

운 자로 이해할 수 있다[박세민, “ 례를 통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의 분석”, 

비교사법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1999),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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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행에 한 통제권을 자신의 의사와 무 하게 반드시 행사해야만 한다. 

이처럼 벨 3에서는 행 자배법상 운행자 개념을 그 로 유지하더라도 문

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62) 한편 벨 3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

된다고 해서 운 자 개념도 본질 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실 인 운 행

 자체가 바 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서” 운 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다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행 자배법상 운행

자와 운 자 개념의 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의 운행이 

시작되면 목 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상의 모든 상황을 

으로 통제한다. 자동차보유자는 목 지 입력 등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가속/

이크 페달이나 운 가 아  없기 때문에 설사 자동차보유자가 원하더

라도 운행을 제어할 수 없다.63)  이런 이유로 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해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한다고 야 하지 않을까? 이

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는 운행자의 지 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써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운행자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자율주행자

동차가 완성되는 최종 발 단계에 도달하면 행법 아래에서 용하는 운

62) 다만 외 으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구에게 운행지배가 있는지에 해서는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

로 자율주행에서 수동 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 어도  단계에서는) 최소 수

가 걸린다는 , 더 나아가 (기술 으로 빠른 환이 가능하더라도) 안 한 수동조향 

환을 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할 때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지배의 귀속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63) 혹자는 이 경우에도 운행을 아  단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운행지배를 인정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로 운행할 수 없는 승객으로 하여  박한 상황에 

비해서 언제든 운행 단 명령을 내릴 비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완 한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운행 

단에 한 통제권에 기 하여 자동차에 한 운행지배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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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개념을 어도 지 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벨 4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배법상 운 자의 개념도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  운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운 이 개념 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로 운 행 가 없는 상황이라면 

“다름 사람을 해서”라는 운  동기나 목 도 성립할 수 없다.64)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하여 운행자 개념이 하지 않다면 자

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는 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3) 운행자 개념의 안으로서 자동차보유자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는 행 자배법상 운행자 개념 신 자동차보유

자를 책임주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동차보유자, 즉 소유자 는 자동차

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해서 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 자배법상 자동차보유

자 개념에서 ‘자기를 한 운행’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이는 결국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기존의 운행자성이 아니라 자동차에 한 본권에 

기 하여 인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수의 외국 법제에서 오래 부터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다. 련 제도를 독

일,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법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일: 자동차보유자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StVG) 제7조(Haftung des Halters, 

Schwarzfahrt)상 손해배상책임 주체는 자동차보유자(Fahrzeughhalter)이다. 동

법 제18조(Ersatzpflicht des Farhzeugführers)상 과실책임을 지는 운 자

(Führer)와 달리 보유자(Halter)는 자동차와 같이 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자로서 그 운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해서 험책임을 진다.65)  독

일의 확립된 례에 따르면 보유자66)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

64) 비슷한 취지의 로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독일에서

의 논의를 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64호) (2016. 12.), 98 참조.

65) 반흥식, “표 증명 -독일도로교통법상에 있어서의 표 증명을 심으로-”, 원 법학 

제25권 제2호 (200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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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Verfügungsgewalt)를 갖는 자이며, 이러한 처

분권을 일정 기간 동안 상실함에 따라 보유자로서의 지 도 상실한다.67)  일

반 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그 보유자가 되며, 타인이 며칠 동안 소유자로부

터 자동차를 빌린 경우에도 소유자가 그 로 보유자의 지 를 유지한다.68) 

독일에서 보유자의 지 는 안정 으로 유지되는 편이며 자동차에 한 법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실  처분권을 고려하더라도 소유자가 상당한 기

간 동안 이를 상실해야 보유자로서의 지 도 상실한다.69) 다만 도운 자

가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는 (과실로 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70) 결국 독일에서 자동차 보유자를 

단하는 데 요한 기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자동차에 한 처분권

의 행사가능성이다.71)

2) 미국: 자동차 소유자(owner of motor vehicle)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owner of motor vehicle)가 자동차 운행으로 야기되는 손해에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州) 자동차법(California Vehicle 

Code, 이하 ‘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제9장 제1  제2조 §17150 

66) 보유자(Halter) 개념은 험책임규정인 독일민법 제833조[동물보유자(Tierhalter)]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67) BGH, 26.11.1996 - VI ZR 97/96; Ius Commune Casebooks for the Common Law 

of Europe: Cases, Materials and Text on National, Supra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 Tort Law, 587/4, <www.casebooks.eu/documents/tortLaw/heading6. 2.1. 

A.pdf>, (2017. 3. 29. 확인).

68) 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유자가 된다[Cees Van Dam, European 

Tor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62].

69) Ius Commune Casebooks for the Common Law of Europe: Cases, Materials and 

Text on National, Supra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ort Law, 587/5, 

<www.casebooks.eu/documents/tortLaw/heading6.2.1.A.pdf>, (2017. 3. 29. 확인).

70) F.H. Lawson & B.S. Markesinis, Tortious liability for unintentional harm in the 

Common law and the Civil law, Volume I: 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75.

71) 독일 도로교통법에도 운행(Betrieb)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운행자’라는 개념은 사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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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9 Chapter 1 Article 2 Section 17150)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operation)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상해 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72)  소유자는 명시  는 묵시  허락(permission) 

하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가 야기한 손해에 해서도 책임을 지지만 책임한

도액이 규정되어 있어 1인의 사망 는 상해는 최  $15,000, 2인 이상은 최

 $30,000, 재산  손해에 해서는 최  $5,000까지만 부담한다.73)74) 자동

차법상 자동차 소유자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

유자는 다수가 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일반 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의 모든 

권원을 다 향유할 필요는 없다.75)

3) 러시아연방: 고도(高度) 험원 보유자

러시아연방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에 한 본권, 

즉 법률상의 권리를 향유하는 자가 된다. 자동차 운행은 주 에 하여 고

도의 험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의 원천, 즉 고도(高度) 험원(источник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으로 인정되므로 험책임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민법 (이하 러시아민법) 제1079조(주 에 고도의 험을 래하는 활

72) 1 Vehicle Code 17150. Every owner of a motor vehicle is liable and responsible 

for death or injury to person or property resulting from a negligent or wrongful 

act or omission in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in the business of the owner 

or otherwise, by any person using or operating the same with the permission, 

express or implied, of the owner.

73) 17151. (a) The liability of an owner, bailee of an owner, or personal representative 

of a decedent imposed by this chapter and not arising through the relationship 

of principal and agent or master and servant is limited to the amount of fifteen 

thousand dollars ($15,000) for the death of or injury to one person in any one 

accident and, subject to the limit as to one person, is limited to the amount of 

thirty thousand dollars ($30,000) for the death of or injury to more than one person 

in any one accident and is limited to the amount of five thousand dollars ($5,000) 

for damage to property of others in any one accident.

74) 다만 제3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소유자가 그의 무면허운 , 음주운 , 과속운

과 같은 교통 반 사실을 아는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한도가 용되지 않는다

[Fremont Compensation Insurance Co. v. Hartnett (1993) 19 Cal.App.4th 669, 

675-676].

75) Campbell v. Security Pacific Nat. Bank (1976) 62 Cal.App.3d 379, 385 [133 Cal.Rptr.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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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입힌 손해에 한 책임)에 의해서 규율된다. 이에 따르면 고도 험

원 보유자(владелец источника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는 소유권 등 

본권에 기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항 제1단락)76). 다만 타인의 법

행 로 인하여 고도 험원에 한 유가 이탈된 외 인 경우에는 보유

자가 아닌 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항 제1문)77).

(4)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미국, 러시아연방은 각각 자동차보유

자,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고도 험원 보유자를 험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세 법제의 공통 은 책임을 인정하는 기 이 자동차에 한 정당한 

권원의 향유 여부이다. 운행지배와 직 인 련이 없는 기 을 인정하는 

법제의 최  이 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보 되더라도 기존의 책임주체를 어

느 정도 그 로 유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독일은 자율주행자동

차의 발 과 상용화에 비하여 2017년  도로교통법을 지 않게 개정78)

하 지만 책임의 주체[자동차보유자(Fahrzeughhalter)]는 그 로 두었다.79)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보유자를 자배법상 책임주체로 인정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행 자배법에서 제가 되고 있는 보상

76) Обязанность возмещения вреда возлагается на юридическое лицо или гра

жданина, которые владеют источником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на праве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раве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ведения или праве оперативного уп

равления либо на ином законном основании (на праве аренды, по доверенн

ости на право управления транспортным средством, в силу распоряж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ргана о передаче ему источника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

ти и т.п.).

77) Владелец источника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не отвечает за вред, причин

енный этим источником, если докажет, что источник выбыл из его обла

да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тивоправных действий других лиц.

78) 이와 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한 연구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강원법학 제51권 (2017. 6.), 46 이하 참조.

79)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모델에 따라 자동차를 단독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아  소유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것으로 측되고 있는데, 더 이상 운행지배를 논하기 어려워진다는 을 고려하면 

책임주체는 소유권 는 사용권 등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본권에 기 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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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원리와 험책임의 원리에도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보유자가 자율주

행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면서 운행이익을 린다는 을 고려하면 그

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 한 운행지배가 없

지만 험원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험을 지

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험책임의 

원리로도 정당화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련하여 혹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 일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에 면책되는 데 반해 자율주행자

동차의 보유자는 애 부터 운행지배를 향유할 수 없음에도 단지 소유권 기타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배법상 험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

로 이는 형평성에 어 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지는 않다.

행 법제도에 따르면 일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 배상책임은 우선 으로 자동차의 운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손해가 제조

물책임법에서 인정하는 유형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면 제조업자에게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해서는 우선 으로 제조업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최소한 제조업자가 보유자와 연 책임을 지도

록 하여 운행지배를 향유하지 않는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자동차법에서와 같이 보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의 조

치를 취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운행자에서 보유자로 바 다고 하더

라도 그 지 가 반드시 더 불안정해진다고 할 수 없다.

3. 타인성의 문제

(1) 타인성의 개념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행자 는 운 자(운 보조자)가 자배법상 타인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라서, 

그리고 운 자(운 보조자)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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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호 상자인 타인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80)

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

람’이란 ‘자기를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당해 자동차의 운 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실로 운 하거나 그 

운 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1)  

다만 운행자와 운 자 모두 외 으로 자배법 목 상 타인으로 인정되기

도 한다. 운행자가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향유하기 

해서는 운행이익  운행지배를 상실하거나, (수인의 공동운행자가 있고 

1인의 운행자에 의해서 다른 1인의 운행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를 야

기한 운행자가 손해에 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운행자보다 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더 주도 이거나 직 이어야 한다.82)83) 한 운 자나 운

보조자도 “사고 당시에 실 으로 자동차의 운 에 여하지 않고 있었다

면 그러한 자는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84)  

물론 이러한 논의는 자배법에 국한된 것이다. 운행자나 운 자(운 보

조자) 모두 일반불법행 로 돌아가서 과실책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자율주행자동차와 타인성

그 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타인성의 개념 용에는 문제

가 없는 것일까? 벨 0～3의 경우 운행자  운 자 개념을 유지한다고 할 

때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해서 일반자동차와 다를 것이 없다. 운행자는 특별

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운

80) 서울 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 (교통·산재), 한

국사법행정학회 (2005), 80-81.

81) 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58 결.

82) 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결, 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결.

83) 일본에서도 운행자의 타인성에 한 논쟁이 있다가 1975년 일본 법원이 운행자도 

타인이 될 수 있음을 처음 인정하 다[김상찬, “일본 자배법상 ‘타인성’에 한 례의 

동향”, 법학연구 제25권 (2007. 2.), 한국법학회, 190].

84) 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5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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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실로 자동차 운 에 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원칙 으

로 자배법상 타인이 되지 않는다.

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자 개념 신 자동차보유자가 면

에 등장하더라도 자배법 제3조상의 ‘다른 사람’에 한 해석이 달라지지 않

는다. 벨 3 이하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달리 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보유자는 애 부터 자동차에 한 운행지배를 향유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시

스템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행된다는 을 고려하면 보유자 역시 피해자로

서 손해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가 배상받는 것은 자배법이 아닌 제조물책임법에 기 한다. 그러므로 벨 

4의 경우에도 타인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 한 완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공동소유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물론 자동차

보유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에게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손해배상의 범

(1) 승객 ·비승객 구분의 문제

행 자배법은 손해배상의 범 를 상당히 제한 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객과 승객이 아닌 자(이하 ‘비승객’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승객에 해서

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보행자 등 비승객의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반

하지 않았다는 , 피해자 는 제3자에게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는 , 자동

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다는 85)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여한다(자배법 제3조 제1호). 승객과 달리 비승객은 세 가지 요건

이 모두 충족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 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배법이 단순히 과실책임  요소를 도입한 

85) 자배법상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설계

상·표시상 결함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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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 사실상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86) 

이처럼 비승객에 해서 사실상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법 으로 

보더라도 이례 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승객과 비승객을 

구분하는 경우87)가 드물 뿐 아니라88) 설사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객보

다는 오히려 비승객에 해서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89)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그 발 단계가 상승할수록 과실을 

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벨 4의 자율

주행자동차에 이르면 운행지배를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운행통제권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하기 해서 주의의무 반을 논해야 하는 것은 부 하다. 더욱

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내는 

경우 승객뿐만 아니라 비승객도 동일한 정도의 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양자를 구분하여 차별 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인 ․물  손해 구분의 문제

자배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범 는 물  손해를 배제하고 

인  손해(“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만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  손해는 특별법인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로 돌아가서 

86) 책임의 완화를 하여 입증책임의 환이 이루어지고 과실이 추정되지만 과실이 성립

요건이라는 에서 비승객에 한 책임은 과실책임에 해당한다. 이런 에서 법원

이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동차사고에 하여 일반불법행 책임과 달리 험책

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 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결)이라고 시한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87) 승객과 비승객을 구분하고 승객에 해서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법제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 자배법이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 1955)에 의해서 향을 받았다는 을 잘 보여 다.

88) 앞에서 살펴본 독일 도로교통법과 러시아민법은 물론 랑스 자동자손해배상법(Loi 

Badinter, 1985) 등 주요 법제는 손해배상과 련하여 승객과 비승객의 구분을 알지 

못한다.

89) 네덜란드 도로교통법(Wegenwerkeerswet, 1994)은 행인 는 자 거 탑승자 등 비승

객에 해서만 험책임을 인정한다. 승객에 해서는 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네덜란드 

민법이 용된다[이제우, “우리 민사법상 험책임에서의 손해배상범 에 한 비

 고찰”, 민사법학 제70호 (2015. 3.),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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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 배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부분의 외국 법제에서 인 ·물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 으로 배상하는 것

과 차이가 있다.90)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험책임이라는 , 

다시 말해 신체이든 재산이든 손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자동차의 운행이라

는 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인  손해와 물  손해를 구분하

여 자배법으로 하여  자만 규율하게 하는 것은 어색하다.

물론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사실 자체를 비

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험책임을 최 로 규정했던 1838년 로이센 

철도법(Gesetzüber die Eisenbahnunternehmungen)에서 조차 신체와 재산

에 한 침해를 구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지 처럼 물  손해에 해

서 과실책임을 용하는 것이 더 부 해진다. 자동차보유자는 사실상 승

객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운행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며, 이런 으로 

인하여 그에게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게다가 자율주행자

동차의 경우 최첨단 과학기술이 탑재되어 차체를 비롯하여 각종 부품의 가

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자배법상 인  손

해와 물  손해의 구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유자의 부담이 지나

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물  손해에 한 별도의 책임한도액을 설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3) 불가항력의 항변 가능성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회피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91) 

불가항력을 면책사유로서 인정하는 것은 험책임이 책임이 아니기 때

90) 외국 법제에서 인  손해와 물  손해를 항상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

니아 주 자동차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분하더라도 책임한도액을 달리 하는 만 

다를 뿐 손해배상의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91) 견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우연과 달리 견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항

력이다[이제우, “ 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강원법학 제43권 

(2014. 10.), 527]. 불가항력에 한 자세한 논의로는 윤용석, “불가항력에 한 일고

찰”,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2016. 5.), 13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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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런데 자배법은 불가항력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어

도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륙법에서는 이례 인 일이다. 독일 도로교통

법은 보유자로 하여  원칙 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신 책

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로 제7조 제2항에서 불가항력(‘ 자연 인 힘’, 

höhere Gewalt)을 인정한다. 이는 보유자의 책임이 험책임이기 때문에 

험이 아닌 회피불가능한 외  요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서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는 을 의미한다. 러시아민법도 제1079조에 따라 고도 험원 

보유자는 면책사유로 제3자의 고의와 더불어 불가항력(непреодолимая си

ла)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 법제에서는 불가항력 항변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정하게 제한한다.

우리 사법(私法)도 불가항력 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표 으로 

상법에 불가항력 규정(제796조 제2호, 제877조, 제913조 제1항 제5호, 제931

조 제4호 등)이 많으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도 불가항력을 면책사유로 

인정(제5조 제1항 제1호92))한다. 한편 우리 민법에는 불법행 와 련하여 

불가항력 규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93)  례는 일반불법행 의 경우 불가항

력을 면책사유로서 인정하며, 가해자 법성설에 따라 불가항력이 기여한 부

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해에 해서만 가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다.94) 그러므로 자배법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을 면책사유로서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가해자 법성설에 따라 불가항력 외에 가해자의 

과실이 손해를 야기한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

아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도 마찬가지다. 벨 3 이하는 물론 벨 

4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을 면책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벨 4의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에 해서 운행지배를 향유

92) “ 쟁·내란·폭동 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93) 민법에서는 세권(제308조, 제314조)  질권(제336조)과 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94)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 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 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하여 자연력이 기여하 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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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지만 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원칙 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불가항력  요인으로 손해가 발생하 다면 그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 아래 가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에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험이 기여한 부분에 해서

는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자동차는 빠르게 운행

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험을 지배하는 보유자

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지 까지 행 자배법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율과 련된 논의를 

하 다.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자배법은 행 법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

를 맞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제조물책임법과 

반 로 자배법은 그 개정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분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벨 4를 달성하게 되면 자배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운행자를 그 로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법의 해석 는 용의 범

를 넘어서 입법  해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차

가 운행되기 때문에 운행자성의 단 기  가운데 운행지배를 더 이상 고려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실 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자를 손해배상책임

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체할 주체로 자동차 보유자를 인

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독일, 미국, 러시아 등 많은 법제에서 오래 부

터 자동차 보유자 는 소유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해왔듯이 우

리 자배법도 운행자 개념보다는 보유자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정이 요구되는 문제로 손해배상의 범 도 들 수 있다. 이는 자

율주행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자동차에 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법  흠결 정도가 증폭될 수 있다. 자배법 제3조에서 승객과 

비승객을 구분하고 비승객에 해서는 사실상 과실책임을 용하는 것은 

일반자동차에 해서는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에 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험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배법이 과실을 논하기 어려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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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동차에 해서 사실상 과실책임을 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개정방안은 승객과 비승객의 구분을 제거하고 험

책임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 ·물  손해의 구분도 마찬가지다. 

인  손해에 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자배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는 물  손해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상됨에도 

계속해서 인  손해와 물  손해를 구분하여 자에 해서만 험책임을 

용하는 것은 합리 인 근이 될 수 없다. 다만 인 ·물  손해의 구분을 

삭제하되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가해자 측의 부담은 책임한도액의 설정과 

자동차보험제도95)의 개발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배법과 련해서 입법  해결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바로 

타인성의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해서 설사 운행자를 신하여 자동

차 보유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더라도 운행자가 원칙 으로 타

인이 되지 못하 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자도 타인이 되지 못할 사

정은 변하지 않는다. 운행자든 보유자든 원칙 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손해를 입더라도 자배법에 기하여 이를 배상 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피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에 해서는 일반불법행 에 기하여 과실책임

을 인정하면 족하다.

Ⅴ.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법

자동차사고로 야기되는 손해는 기본 으로 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밖에서, 즉 험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책임법과 자배법에 의해서 규율된

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발 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어들기 때문에 행 민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크

95)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에 한 내용으로는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

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64호) (2016. 12.), 12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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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제조물책임법

이나 자배법이 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해서는 민법이 

용된다는 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과 

련하여 민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법 역시 인

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 에 따른 변화를 제 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과실책임을 제로 하는 민법의 

역할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련해서 실질 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손해배상의 범 이다. 제조물책임법과 자배법 모두 손해배상의 범 를 직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63조(제393조)를 용해야 한다.96) 이에 따

라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율주행자동차, 특히 벨 4의 경우 보유자는 일반

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없다.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도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행 

민법에서처럼 특별손해의 기 으로 손해의 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는데97)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부

하다. 최소한 손해배상의 범 와 련하여 험책임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한 입법을 하거나 민법의 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

96) 민법 제393조 자체의 입법론  타당성에 해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학설이 있으며, 

이에 해서는 명순구, “손해배상의 범 에  한· ·일 법규정의 계통”, 아세아민상

법학 제2호(2009. 1.), 89 이하 참조.

97) 이에 한 비  논의로는 이제우, “우리 민사법상 험책임에서의 손해배상범 에 

한 비  고찰”, 민사법학 제70호 (2015. 3.), 275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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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 한 노력

을 보이기 시작하 다. 다만 손해배상제도를 규율하는 제조물책임법, 자배

법 그리고 민법에 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이제 막 이루어지

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 에서 행 법률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율 가능

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이상 

행 법률의 근본 인 개정이 없이도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한 비가 가

능하다고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핵심을 이루는 소 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련하여 재 학설 립이 존재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임베디드 소 트웨어의 특성은 물론 

그 기능  측면에 을 두어 제조물을 의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벨 3 는 4까지 발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규율이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장기 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닌 입법  해결을 

통해 소 트웨어 시 에 부합하는 제조물의 개념정의를 제조물책임법에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배법은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 시 의 도래와 더

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행 법률은 운행자성 개념을 

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자성의 단기

 가운데 하나인 운행지배를 논하는 것이 부 하게 된다. 벨 3, 특히 

벨 4를 달성하면 으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운행 여부를 기 으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운행자를 신하여 외국 법제에서 일반 으로 

손해배상책임 주체로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유자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운행지배와 무 하게 자동

차에 한 정당한 권원의 향유 여부가 요해진다. 보유자 심의 자배법 

재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자동차와 자율

주행자동차에 해서 동일한 기 의 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까지 갖

는다. 그러므로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에 의해서 운행되는 먼 미래가 아

니라 일반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에서 공존하는 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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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규율을 수월하게 해 다. 

이밖에 자배법과 련하여 손해배상의 범 도 개정이 필요하다. 행 

법률 아래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자배법이 실질 으로 험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에 근 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승객과 비

승객, 인  손해와 물  손해를 구분하여 이를 차별 으로 규율함에 따라 

자배법은 사실상 험이 아닌 과실에 기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련하여 과실이 갖는 의미가 

하게 축소된다는 을 고려하면 자배법상 손해배상의 범 와 련하여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하여 승객과 비승객, 그리고 인  

손해와 물  손해에 한 책임의 근거를 통일시키되 가해자의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해서 책임한도액의 설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보험제도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타인성 개념은 행 자배법상에서처럼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도 

그 로 유지할 수 있다. 자배법은 본래 피해자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를 보호하는 데 목 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외 으로 발생하더라도 자배법이 아닌 제조물책임법에 기 해서 손해를 배

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법은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  자배법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

를 직 으로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지 않다. 제조물책임법과 자배법 모두 손해배

상책임과 련하여 민법을 용하기 때문에 민법 제763조(제393조)에 따라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

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

담하는 특별손해의 인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부합하지 않는 법

규범이다. 특별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운행지배가 없는 보유자에게 손해발생

의 사정과 련하여 실질 으로 과실을 요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와 련해서는 민법을 용하지 않고 특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  속도와 법제도의 발  속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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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이 아니다. 기차가 빠르게 보편화되던 19세기 후반 법률가들

은 기존의 과실책임주의에 한 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

쟁을 벌 다. 이후 20세기 반 자동차가 일반 에게 본격 으로 보 되

면서 험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의 도입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과학 기술이 부신 발 을 보이면서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에 큰 향을 미칠 때마다 이런 변화를 반 하고 규율해야할 법제도는 

기껏해야 더딘 걸음으로 뒤따라갔을 뿐이다. 비록 입법과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발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

고 있는 21세기에는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실하다. 특히 자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을 감안할 때 이

에 한 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자동차 시

장에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국내기업들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서 앞서가는 해외자동차제조사들이 국

내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에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다

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행 법제도가 앞으로 자율주행자동

차 시 가 도래 할 경우 새로운 환경을 제 로 규율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

 변화가 요구되는지 더 극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 그러한 논의에 조 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기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 이 제 우·명 순 구

수령 날짜 심사개시일 게재결정일

2017.08.15. 2017.08.25.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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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 으로 자

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던 시 에서 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이 통제되는 

시 로 넘어가게 되면 운행의 주체, 더 나아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행 법제도에서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

율주행자동차의 제조는 물론 그 운행에 직 으로 여하게 될 제조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가 요하다. 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자동차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의 주  성립요건인 과실

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한 해답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

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그리고 민법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제조물책임법과 련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

트웨어가 제조물책임법상 규율 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소 트웨어를 제

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제조물로 인정할 수 있

다면 소 트웨어 버그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

히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요하

다. 다음으로, 면책사유의 문제이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

험의 항변과 법령 수의 항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 갖게 되는 의미와 

문제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래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의 상이 된

다. 우선,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행 개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심 개념인 운행자와 운 자를 계속해서 그 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야 한다. 행 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인정되

는 운행자가 자율주행시 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체할 다른 개념을 제

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타인성의 문제도 다 야 한다. 행 제도 아래에

서는 손해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는 원칙 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

인이 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고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바뀔 

경우에도 타인성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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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 와 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형 제도 아래에서도 지나치게 

제한 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손해배상의 범 가 과연 자율주행자동차 시

에는 할지 살펴 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발 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과실

이 문제될 여지가 어들기 때문에 행 민법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크게 련

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조물책임법

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해

서 민법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자율주행자

동차로 인한 손해배상과 련하여 민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용될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율하는 데 과실책임을 제로 하는 민법의 

역할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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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is deemed to occur in 

the near future. With human beings no longer solely in charge of motor 

vehicles, it is inevitable that we rethink the concept of the operator of 

vehicles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Also whether 

manufacturers of automated vehicles will be held liable and how big the 

burden will be are also important questions. Lastly, one must ponder 

upon the future meaning of negligence, a subjective condition required in 

civil liability. All of these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given the 

advent of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oftware can be regarded as a product for the purposes of PLA.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whether a software bug can be 

understood as a product defect. Especially, it is imperative that one 

resolve the issue of hacking. Also, defences against liability are 

important. The state-of-the-art defence and the compliance-with- 

regulation defence need to b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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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MVDGA) three 

issues are of significance. First, the concept of operator needs to 

reconsidered. Unlike ordinary cars, automated cars redefine the meaning 

of operation, thereby making the concepts of operator and chauffeur 

inappropriate. Second, the concept of ‘other’ is also important. Under the 

current MVDGA the operator of a vehicle is not regarded as an ‘other’ 

person, as a result of which the operat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based on MVDGA. Third, there is a need to revisit the 

problem of the scope of damages.

In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one may argue that the Civil Code 

may be irrelevant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civil liability since it is 

based on fault. However one must not forget that both PLA and 

MVDGA apply the Civil Code when these special acts do not regulate 

certain issues.

주제어(Keyword) : 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민사책임(civil liability), 제조

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Motor Vehicle Damages 

Guarantee Act), 민법(Civil Code), 제조물(product), 소 트웨어(software), 운행자

(operator), 타인성(other person), 과실(negli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