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

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

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

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

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

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

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

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즉 위 사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적으로 필요한 조치(자유시간 중 물놀이 +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한 점)



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행 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