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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

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

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



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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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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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

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

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

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다1330 판결 등).” 

 

2.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의 제한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곳의 보행로는 좁

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위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법원은 기획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인솔자가 여



행객들을 전 일정동안 동행하면서 여행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여행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리에서 벗어난 다음 돌아오다가 사

고가 난 점, 여행객 스스로도 낭떠러지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책임범위를 전체 손해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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