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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의해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행정법의 주된 분야로서 발전해왔

다.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뉜다. 과실책임의 

중심에 역무과실 개념이 있다. 

역무과실은 행정의 의무위반이며,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이다. 역

무과실이 인정되면 행정이 책임을 지고 그 역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책임이 없

다. 반면에 공무원의 행위가 역무과실이 아니라 개인과실로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고, 행정은 책임이 없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이 중첩되거나 행정의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중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간에 구상 문제가 발생한다.

20세기 초에 학자들은 역무과실이 민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매우 독자적이

고 고유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이 피용자의 과

실을 대신 책임지는 간접적인 책임이라면, 역무과실책임은 행정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직접책임이다. 민법상 과실이 주관적 과실로서의 피용자의 과실이라면, 

역무과실은 행위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과실이다. 20세기 중반 이

후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대두하였고, 역무과실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 내지 법인의 책임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하

였다. 이에 따라 과실 개념의 독자성이라는 논쟁 자체는 힘을 잃었지만, 역무

과실의 위와 같은 특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역무과실은 객관적 과실이다. 역무과실은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요소, 즉 책

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인인 공무원의 의사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무과실의 판단에도 시간적ㆍ

장소적 상황, 행정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의 한계, 손

해의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인 요소가 고려된다. 역무과실책임은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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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비난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행

정에 대한 제재이자 행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통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무

과실책임에 앞서는 주된 책임제도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위법하면 과실 있다’

는 법리이다. 이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역무과실도 인정됨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반에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역무과실로 인정되며, 예를 들어 절차상 하

자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위법하면 과실 있다’

는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위 법리는 

1973년 드리앙꾸르(Diancour) 판결 이후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 

위법하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법하다고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책임

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가 책임의 감면요소로 작용하며, 

재판작용이나 감독작용에 관하여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한다. 이

러한 요소들이 행정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역무과실책임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가배상책임도 자기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행정활동의 실제에 부합하고, 국가배상책임에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수단으로서의 공법적 성격을 부여하기에 적절하며, 피해자의 구제에도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과실의 법적 성격이나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역무과실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 국

가배상책임제도와 비교하는 작업이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개선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역무과실, 과실책임, 개인과실, 위법성, 자기책임, 과실의 객관성

학  번 : 2005-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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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프랑스의 국가책임제도는 우리 제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매우 흥미롭고 독

특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책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많지 않고,1) 영국에

서는 국가책임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민사상의 일반 불법행위의 틀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대륙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2) 

독일의 국가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전 제839조와 공무원의 직무

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본법 제34조에 의해 규

율되는데,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위책임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민사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3) 프랑스에서는 행정 내부에 행정사건에 

대한 최고재판기관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ㆍ미법과도 다르고 독일

법과도 다른 독특한 국가책임제도가 생성되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 

특징이 인정된다.

먼저, 프랑스의 국가책임은 행정법의 주요 분야 중의 하나이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과 함께 행정소송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완전심

판소송’(le recours de plein contentieux)의 주된 대상이다. 국가책임 법리가 일

반재판소에 맞서 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전의 규정을 배제한 독자적인 

규칙을 만들고자 한 꽁세이데따(Conseil d’État)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꽁세이데따가 형성한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4)이라는 개념 

 1) 연방정부의 책임에 관하여는 Philippe Pradal,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 
l’administration fédérale aux État-Unis, le Federal Tort Claims Act et le pouvoir 
discrétionnair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comparaison internationale, RFAP 
2013, n° 147, pp. 705-717 참조.

 2) 영국의 국가책임에 관하여는 John Bell,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 
l’administration en droit anglais: caractéristique générales, torts et compensation,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comparaison internationale, RFAP 2013, pp. 691-704 참조.

 3) 독일의 국가책임에 관하여는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p. 8-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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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일반적인 ‘과실’ 개념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프랑스의 국가책임은 판

례에 의해 형성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그리고 개별 분야에서 입법에 의해 

인정되는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과실책임이 중심이 된다. 여기서 ‘과실

책임’(la responsabilité pour faute)이란 공무원이 저지른 과실을 국가가 대신 책

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는 개념이다. 이 과실은 자연인인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 요

소가 배제된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 정도로 이해된다. 이것이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역무과실’이다.

‘역무과실’은 프랑스 국가책임제도의 중심 개념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5) 첫째, 역무과실 개념에 대한 연구는 프랑

스 행정법상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국가책임제도에 대한 연구는 국가배상제도 일

반 또는 무과실책임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6) 과실의 성격이나 과실과 위법

 4) 여기서 ‘역무’(le service)는 ‘공역무’(le service public)의 준말이므로, ‘역무과실’과 

‘공역무과실’은 같은 말이다. 최근에는 ‘공역무과실’보다는 ‘역무과실’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역무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만, 과실과 무관하게 ‘역무’ 또는 ‘공역무’라는 표현이 독립적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공역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역
무’ 대신 ‘공역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5) 김동희 교수는 1975년 프랑스 국가배상제도를 소개하면서, 양국의 국가배상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이유로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제도가 우리 국가배상제도와 ‘본질

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점’과 행정법이 매우 발전된 프랑스의 국가책임제도를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김동희,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 손해배

상제도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6권 제1호, 1975, 57-58면 참조). 이는 지금

의 역무과실 연구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역무과실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 

국가책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프랑스 과실책임제도의 연구

를 통해 우리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제도의 체계적 분석과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6) 김철용, 프랑스와 서독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특히 공권력행사로 인한 행정상손

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법조 제24권 제10호, 1975, 82-101면; 김동희, 전게논문, 
57-77면; 김동희, 블랑꼬판결 이래 프랑스의 국가배상 책임의 발달, 공법연구 제6집, 
1978, 231-244면; 강구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제도 : 프랑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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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7)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 개념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역무과실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연구를 집

중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역무과실 개념에 대한 연구는 우리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과 사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큰 틀에서 보면 양국이 유사할 것

이다. 프랑스가 이 유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이해하면 우

리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에서 국가배상책임 분야는 공법과 사법의 경계에 있는 분야이다. 판

례는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과실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8) 반면, 행정법학계에서는 국가

배상책임을 공법관계로 보아 이에 관한 분쟁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지만,9) 이러한 연구가 판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대법원이 2006년 제안한 행정

가배상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집, 1990, 155-174면; 강구철, 프랑

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2집 제2호, 2010, 93-132
면; 이광윤,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고시계 제422호, 1992, 65-72면; 
이순우, 프랑스의 행정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2집, 2009, 237-260
면 등 참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한국, 일본, 프랑스의 비교법적 연구로는 박균성

(Kyune-Seung Park), Étude comparativ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n Corée, au 
Japon et en France, Thèse Aix-Marseille, 1989 참조.

 7) 박균성,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5호, 1999, 35-52면; 박정훈, 국가배상

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

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

회 발표문(미공간), 396-401면; 박현정, 프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에서 위법성과 과실

의 관계,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2012, 1-28면 참조.
 8)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1647-1653면 참조.
 9) 국가배상제도를 국가제도로서 연구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 : 제도 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 행정법연구 제21호, 2008, 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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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개정의견, 법무부가 2007년 제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2013년 입법

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모두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10)11) 행정소송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소

송의 관할 변경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배상소송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반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민

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것과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굳이 행정법원으로 관할을 바꾸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국가배상책임이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다른 공법적인 특징은 무

엇이며, 이를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여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국가책

임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한

편, 입법론의 제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과실 요건에 대한 선택

적 요건으로서 ‘국가 등의 공무수행상 하자’라는 요건 삽입,12) 과실 요건 삭

제,13) 자기책임의 전면적 인정14) 등 과실 요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주장되

고 있다. 프랑스의 역무과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틀로 삼아 우리나라 국

가배상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 과실책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선방

안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백윤기,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

안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405-406면 참조.
11) 법무부는 대법원 개정시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2007년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위 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3년 다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

다. 2013년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12)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

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

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405면 참조.
13) 정하중,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학 제9권, 2007, 126면 참조.
14) 김중권,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인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12. 1. 

26.자(제400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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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방법

프랑스의 국가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과 ‘계약

외 책임’(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으로 나뉜다.15) 계약외 책임이 인정

되려면 손해를 야기하는 사실 또는 행위가 있고, 위 사실 또는 행위와 손해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외 책임은 손해를 야기하는 사실 또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시 ‘과실책임’(la responsabilité pour faute)과 ‘무과실책

임’(la responsabilité sans faute)으로 나뉜다.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과실 또는 무과실책임 분야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꽁세이데따의 판

례에 의해 형성된 과실책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무과실책임은 과실

책임의 설명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과실책임의 기본 요건인 ‘역무과실’에 대하여 개관한다. 관할재

판소(Tribunal des conflits)가 1873년 블랑꼬(Blanco)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민법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칙들에 의해 규율할 것을 천명한 이래, 꽁세이데따

는 ‘역무과실’이라는 독자적인 과실개념을 발전시켰다. ‘역무과실’은 행정16)에

게 직접 귀속되는 행정의 과실로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과

15) 불법행위책임(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16) 여기서 ‘행정’(l’administration)이란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조직, 주체를 의미하는 말이

다. 활동 주체로서의 ‘행정’은, 특히 국가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전제

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법

인격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주로 ‘공법인’(la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이라

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이 국가 등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기 이름

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본 논문

에서는 ‘행정’이라는 용어의 위와 같은 사용례를 존중하여 ‘행정주체’나 ‘공법인’, 
‘행정청’이라는 표현 대신 ‘행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공역무’(le service 
public)나 ‘공권력’(la puissance publique)도 ‘행정’과 마찬가지로 행정활동 주체를 의

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역무과실은 ‘행정’의 과실, ‘공역무’의 

과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행정’의 책임, ‘공권력’의 책임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역무’, ‘공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행정의 과실’, ‘행정

의 책임’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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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구별된다. 하나의 사건에서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를 ‘과실의 중첩’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기한 행위라도 역무

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행정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

을 지는데, 이를 ‘책임의 중첩’이라고 한다. 과실의 중첩이나 책임의 중첩이 있

으면, 피해자는 행정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에,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일반재판

소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

도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것이 역무과실책임제도의 기본틀이다.

역무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소가 재판권을 갖는 계약외 책임 영역에

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의 일반재산관리나 상공업적 공역무 영역에서의 과

실이 문제될 때에는 역무과실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물건으로 인

한 책임이 적용된다. 무과실책임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을 넘어서는 특별한 위

험이나 특별한 손해가 인정될 때 과실의 입증 없이도 행정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무과실책임도 기본적으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무과실책

임이 적용되는 행정활동영역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행

정재판소가 역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에, 무과실책임 인정 여

부의 판단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과실책임은 과

실책임에 대하여 부차적인 성격이 있다.

제2장에서는 역무과실의 성격과 내용 및 인정근거를 검토하고, 무과실책임 

영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무과실책임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살

펴본다. 전통적으로 역무과실은 민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학자들은 역무과실의 이러한 성격을 직접성, 익명성(le 

caractère anonyme), 객관성으로 설명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역무과실의 독자

성과 고유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

여 역무과실의 위와 같은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피용자 개인의 과실책임 인정을 전제로 한 대위책임으로 이해되는 반면, 역무

과실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매개로 하지 않은 행정의 직접책임이다. 역무과실

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의 과실이다. 여기서 과실의 익명성과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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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온다. 역무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직접 행위를 행한 공무원이 특정될 필

요는 없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역무 전체로 보아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이 역무과실의 ‘익명성’이

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역무과

실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능력(분별력)은 필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역

무과실은 자연인인 공무원의 의사나 행위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마지막으로 손해의 ‘예견가능성’(la prévisibilité)이라는 문제

가 남아있다. 역무과실도 행정에게 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론(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견가능성이 

과실의 주관적 요소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 예견가능성은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 외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무과실은 ‘역무의 작용ㆍ조직상의 하자’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의무의 위반’이란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객관적인 개념

이다. 그러나 역무과실의 정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역무과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과실은 개인과

실이 아니라 역무과실의 일종이다. 행정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인정

하는 제도, 즉 중과실제도는 프랑스 행정법의 특징인데, 최근에는 그 적용영역

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원래 중과실책임은 주로 특별히 어려움 행정활동에 

대하여 인정되어 오던 것이다. 최근에는 주된 가해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그

에 대한 감독활동을 담당하는 행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영역 등 소수의 영역으로 중과실책임의 적용범위가 축

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중과실책임이 적용

되는 행정활동영역을 살펴보고 그 적용영역의 축소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적 

결정의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를 검토한다. 전통적으로는 월권소송의 대상

이 되는 법적 결정이 과실로 인정되려면 일정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행정의 법적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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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고 이해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형식 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

으나 결정의 내용 자체는 적법한 경우, 그리고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오류

가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나 인과관계

의 부재, 피해자 과실로 인한 면책 등을 이유로 책임이 부인될 뿐이고 과실 자

체는 인정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행정재판소의 판례도 서서히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꽁세이데따가 1973년 행정결정의 위법성

이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적 평가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도 행정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위 원칙은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 인과

관계와 같은 다른 책임요건, 피해자의 과실과 같은 면책요건, 그리고 중과실책

임제도가 행정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하여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를 살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위와 같은 역무과실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국가배상법 제2

조, 제5조의 책임은 모두 자기책임으로서 역무과실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취소소송에서 처분

의 위법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배상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 개념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프랑스의 역무과실 개념과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국가배상책임에

서의 과실개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역무과실에 대한 판례와 이론의 전개과정을 시대순으로 검토한다. 프

랑스에서 국가책임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그 기본 틀이 완성되었고, 20세기 중반의 비판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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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전개과정을 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책임제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판례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역무과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17) 이 점을 고려하

여 역무과실에 관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는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 그리고 역무과실 개념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위법성의 유형별로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판례로 여겨지

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우선으로 하였다. 또

한 꽁세이데따 판례는 간략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재판연구관18)(le rapporteur 

17) “사실과 판례를 정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들을 정확

하고 적절하게 종합하지 않는 이론은 가치가 없다.” Gaston Jèze, De l’utilité pratique 
des études théoriques de jurisprudence pour l’élabora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a 
science du droit public. Rôle du théoricien dans l’examen des arrêts des tribunaux, 
RDP 1914, p. 313.

18) 재판연구관은 꽁세이데따의 구성원으로, 재판관(le conseiller)의 바로 아래 단계에 있

는 직급인 maîtres des requêtes 중에서 사건별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은 이전에는 

‘le commissaire de gouvernement’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논고담당관’이나 ‘정부위원’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름이 주는 뉘앙스와는 달리 

재판연구관은 행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며, 당사자나 재판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재판연구관이 위와 같이 사건을 분석하고 결론을 제시한 글을 ‘의
견서’(les conclusions)라고 한다. 재판연구관은 심리(l’instruction)가 종결된 직후에 법

정에서 의견서를 낭독하며, 의견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지는 재판부의 자유이다. 
재판연구관의 공정성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문제되자, 프랑스는 2009년부터 재판연

구관의 명칭을 ‘le rapporteur public’으로 바꾸고, 재판연구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소

송대리인이 구두로 간단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연구관 제도는 지방행

정재판소와 행정항소재판소에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le commissaire de 
gouvernement’과 ‘le rapporteur public’을 구별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이라 번역하였으

며, 그들이 작성하여 낭독하는 ‘les conclusions’은 ‘의견서’라 번역하였다(재판연구관

의 역할을 포함하여 꽁세이데따의 재판과정 전반에 대하여는 Bruno Latour, The 
Making of Law: an Ethnography of the Conseil d’État, 2010 참조). 



10

public)의 의견서(les conslusions)나 학자들의 평석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을 위주

로 선별하였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배상책임제도의 연구도 판례의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셋째, 이 논문은 프랑스의 법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지만,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법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역무과실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

격과 구조, 항고소송(월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책임소송)의 관계, 위법성과 책

임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역무과실 개념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실 개념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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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프랑스 행정법상 과실책임제도의 개관

제1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프랑스 행정법은 ‘적법성 원칙’(le principe de légalité)과 ‘책임 원칙’(le 

principe de responsabilité)을 두 축으로 한다.19) 행정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

서 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0) 이것이 

적법성 원칙이다. 행정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수행하는 활동21)으로 타인에게 손

해를 야기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2) 이것이 책임 원칙이다. 적법성과 

책임은 법치행정의 두 가지 측면이며, 행정이 따라야 할 두 가지 기준이다. 또

한 적법성 원칙과 책임 원칙은 행정소송의 두 축인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

으로 연결된다. 적법성 원칙은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

준이 되고, 책임 원칙은 완전심판소송의 가장 중요한 유형인 책임소송(le recours 

en responsabilit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프랑스에서 행정의 책임은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나 사실’(le fait dommageable), 

손해,23)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되는데, 손

19) “행정책임은 우선, 적법성 원칙과 마찬가지로, 법과 재판소에 의하여 공법인에게 부

과된 규율이다. 법치국가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적법성 원칙과 책임원

칙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책임소송은 적법성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Yves 
Gaudemet, Prolégomènes pour une théorie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Mélanges Jean Gaudemet, 1999, p. 619.

20) Pierre-Laurent Frier et Jacques Petit, Droit administratif, 2013, p. 23 참조.
21) 우리 행정법에서 말하는 권력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행정작용 전체를 아

우르는 것이다. 
22)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28 참조.
23) 학자에 따라서는 행적작용으로 인한 피해(le dommage)와 이를 행정책임의 인정요건

으로서 법적으로 평가한 손해(le préjudice)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

서는 ‘le préjudice’를 ‘손해’로 번역하고, ‘le dommage’는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피
해’로 번역하였다. 다만, 꽁세이데따의 판례나 학자들의 문헌에서 양자가 의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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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의 성격에 따라 과실책임(la responsabilité pour 

faute)과 무과실책임(la responsabilité sans faute)으로 나뉜다. 무과실책임은 행

정작용이 행정상대방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특별한 희생을 야기한 경우에 행정

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 법상의 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제도에는 우리 손실보상제도의 중요한 부

분인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의 ‘공익성 인정’24)(la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 등의 행정절차가 이

루어지고 나면, 일반재판소가 사유재산권의 수호자로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보

상가액을 산정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에 따른 보상은 행정의 책임과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된다.25) 반면에 의도되지 

않은 행정작용이라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도,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독일이나 우리 행정법상 

손실보상제도에서 볼 수 있는 보상의 흠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위와 같은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수용유사침해 이론이나 수용적 침해 이론과 같은 별도의 

이론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26)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인 과실책임

의 요건으로서의 역무과실 개념의 형성,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관계를 살펴보

고, 무과실책임 등과의 관계에서 과실책임의 적용영역을 확인하기로 한다.

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le 
préjudice’와 ‘le dommage’ 모두를 ‘손해’로 번역하였다.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에 

준하는 것이다.
25) 프랑스 행정법상 책임제도와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문헌으로

는 이광윤, 한국과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고시계 제37권 제4호, 1992, 66- 
68면 참조.

26) 적법한 공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근거로 제시되는 수용적 침해

는 프랑스에서 공공시설(공사)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유사하다. 
위법ㆍ무과실인 공용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근거로 제시되는 수용

유사침해 또한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의 무과실책임과 유사하

다.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침해와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의 비교에 관하여는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p. 57, 219-221, 224-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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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실책임 요건으로서의 역무과실

Ⅰ. 책임제도의 기원

1. 행정책임부인 원칙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한동안은 국가가 그 이름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

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국왕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

다.”(Le loi ne peut mal faire) 이는 국왕과 국가가 구별되지 않던 시대에 국가

의 책임부인 원칙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었다.27) 프랑스 혁명으로 인민주

권 사상이 힘을 얻었지만, 이것이 책임부인 원칙에 변화를 줄 수는 없었다. 주

권과 책임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28)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5조는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행정활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여, 공무원의 개인

책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29) 그러나 공화력 8년(1799. 12. 13.) 헌법 제75조

는 “장관을 제외한 정부 공무원은 꽁세이데따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들

의 직무와 관련한 사실을 이유로 피소30)(la poursuite)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

27) Benoît Delaunay,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droit comparé,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50 참조. 

28) 뒤기는 국가를 주권자와 동일시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전제에서 국가책임 부인론

을 비판하였다. 그는 주권사상에 근거한 국가책임 부인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가는 법률을 이유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법률은 주권 자체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집행, 사법 또는 행정활동에 있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 이 행위들이 법률에 반한다 하더라도, 법을 만들고 법이 집행될 것을 의

도한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이 집행되지 않

거나 위반되었다면, 공무원 자신의 의사가 주권자인 국가의 의사를 대체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하는 의사는 공무원의 의사다.”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e droit public, 1913, p. 225 참조.

29) Léon Duguit, op. cit., p. 223 참조.
30)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로 소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것도 



14

의 결정이 있으면 제소는 일반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1) 

이는 일반재판소가 공무원을 재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을 재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일반재판소에 대한 불신도 그 제정에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사법소추에 꽁세이데따의 허가를 요구

하는 위 제도는 사실상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1870년 위 제도

가 폐지될 때까지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다.32) 그 밖에 권력분립원칙과 1790. 8. 16-24.자 법률(제2편 제13조)33) 등 몇

몇 법률이 일반재판소의 행정작용 재판 권한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34)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가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전부터 공공시설공사로 인하여 노동자나 재산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

사시행자를 통하여 권리나 과실인정과 무관하게 보상을 하던 관습이 있었고, 

공화력 8년 우월(雨月) 28일(1800. 2. 17.)자 법률 제4조에서도 공공시설공사로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35)

2. 독자적 책임법리 천명 : 블랑꼬 판결

원칙적으로 국가는 책임이 없고 꽁세이데따의 허가가 없이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일반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이러한 구

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그로부터 손해

를 입는 사인이 증가하였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보호 요구도 높아졌

포함된다.
31) 1789. 12. 14.자 법률 제61조는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일반재판소에서의 제소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8 참조.
33) 위 법률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는 Pascal Binczak, Un silence fondateur (réflexions sur 

la loi des 16-24 août 1790), in Regards sur l’histoire de la justice administrative, 2006, 
pp. 73-102 참조.

34) David, conclusions sur TC 8 février 1873, Blanco, D. 1873, 3, 20 참조.
35) Georges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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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따라 꽁세이데따는 공공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이외의 재산상 손해나 

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36) 한편, 일

반재판소에서 1804년 제정된 민법전(Code civil)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37) 국가의 책임인

정 문제는 이제 일반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 문제와 맞물리게 되었다. 

일반재판소에 책임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 문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행정재판소에 재판권이 있다면 민법전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행정소송, 특히 책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판결”38)이라고 평가되는 블랑꼬(Blanco) 판

결39)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나왔다.

⑴ 블랑꼬 판결의 내용

보르도에 있는 국영담배공장에서 네 명의 인부가 담배를 실은 화차를 밀고 

길 건너의 창고로 건너가다가 아녜스 블랑꼬(Agnès Blanco)라는 다섯 살 된 

아이를 치어 상해를 입혔다. 아이 아버지인 블랑꼬가 보르도 민사재판소에 국

가와 위 4명의 인부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권이 일반재판소와 행정재판소 중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되자, 

관할재판소는 꽁세이데따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재판권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40)

36) Georges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11-12;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84 참조.

37)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1 참조.
38) René Chapus, op. cit., 1954, p. 85.
39) TC 8 février 1873, Blanco, D. 1873, 3, 20, conclusions David.
40) 꽁세이데따는 위와 같이 재판권을 인정받아 위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

였다(CE 8 mai 1874, Blanco, Rec. 416). 원래는 꽁세이데따가 제1심이자 최종심으로

서 책임소송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책임소송의 제1심 재판관할은 1953년 지방행정

재판소가 설립되면서 꽁세이데따에서 지방행정재판소로 이전되었으며, 꽁세이데따

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책임소송이 오늘날과 같이 

3심제로 운영된 것은 행정항소재판소가 설립된 1989년부터이다. 프랑스 행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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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역무에 고용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

담하는 책임은 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위해 성립된 민법전의 규칙들에 의

해 규율될 수 없다. 이 책임은 일반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위 책임

은 역무의 필요, 그리고 국가의 권리를 사인의 권리와 조화시킬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한 규칙들에 의해 규율된다.

⑵ 블랑꼬 판결의 의의

블랑꼬 판결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41) 먼저, 위 판결은 공역

무활동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됨을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책임 인

정이 원칙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공익과 역무의 필요성을 고려한 특별

한 규칙들’이라는 책임인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꽁세이데따에 의한 행정

책임법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블랑꼬 판결은 국가배상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행정재판권과 사법재판권의 관할분배 기준으로 ‘공

역무’를 제시하였다. 이후 상공업적 공역무가 일반재판소에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공사법 및 재판관할의 기준으로서 공역무의 독점적 

지위가 상당히 약해지게 되었고, 이에 관한 블랑꼬 판결의 중요성도 약해졌

다.42) 그러나 공법상 책임제도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서 블랑꼬 판결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형성의 역사에 대하여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747-756 참조.

41)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Droit administratif: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2007, pp. 4-19 참조. 

42) 블랑꼬 사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산업재해로서 상공업적 공역무에 관한 것이

거나, 견인차로 미는 화차나 손수레도 교통수단(le véhicule)에 해당한다는 판례(CE 
25 juillet 1986, Curtol, Rec. 177; CE 16 octobre 1964, Brillet, JCP 1965, 2, 14007, 
note C. Blaevoet)에 따라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재판소

에서 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하여 자세히는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op. cit., p.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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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무과실 개념의 기원

1. 역무과실 개념의 토대

블랑꼬 판결은 행정의 책임이 민법과 다른 독자적 책임법리에 따름을 천명

하였지만, 그 법리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독자적 책임법리로서의 역무

과실 이론의 출발점이 된 것은 같은 해 선고된 뻴르띠에(Pelletier) 판결이다. 

⑴ 뻴르띠에 판결

도 계엄사령관이 1873. 1. 18. 계엄법을 근거로 뻴르띠에가 출간할 예정이던 

잡지를 압수하였다. 뻴르띠에는 지방 일반재판소에 압수를 명한 계엄사령관과 

압수에 협조한 시장 및 경찰서장 개인을 피고로 삼아 압수된 잡지의 반환과 

2,000프랑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할분쟁이 발생하자 

관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재판소의 재판권을 부인하였다. 잡지의 

판매금지와 압수는 계엄사령관이 공권력의 대표로서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행

사하여 행한 것이고, 그 책임은 계엄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한 정부에 귀속된

다. 원고의 행위는 오로지 이러한 ‘고위 경찰행정 행위’(l’acte de haute police 

administration)에 근거한 것이고, 이 행위 이외에 피고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

을 지울 만한 어떠한 ‘개인행위’(le fait personnel)도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

에, 행정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행정재판소에 관할이 인정된다는 것이다.43) 

⑵ 뻴르띠에 판결의 의의

1870년 제2제정 붕괴 이후 정부는 그동안 반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비판받던 

공화력 8년 헌법 제75조와 그 밖에 꽁세이데따의 허가 없이 공무원을 일반재

판소에 소추할 수 없다는 원칙의 근거가 된 법률들을 폐지하는 ‘데끄레ㆍ법

률’(le décret-loi)을 제정하였다.44)45) 그에 따라 한동안은 일반재판소가 공무원

43) TC 30 juillet 1873, Pelletier, Rec. 1er supplément 117, conclusions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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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여부를 재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

졌다.46) 그러나 관할재판소는 뻴르띠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생각에 제동을 걸

었다. 

블랑꼬 판결에서는 국가에 대한 책임소송의 관할만이 다투어졌기 때문에 관

할재판소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47) 그러나 뻴르띠에 판결은 원고가 국

가가 아니라 장군과 시장 등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

에 위 데끄레ㆍ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관할재판소는 위 데끄

레ㆍ법률이 일반재판소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 꽁세이데따

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을 뿐이며,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일반

재판소가 행정행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1790. 8. 16-24.자 법률 등 다른 

법률의 효력까지 없앤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공무원 개

인에 대한 것이라도 그것이 행정의 행위를 재판하는 것이 되면 일반재판소는 

재판관할이 없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을 일반재판소와 

행정재판소에 분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4) 데끄레(le décret)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다. 데끄레는 개별결정으로

서의 데끄레와 행정입법으로서의 데끄레로 나눌 수 있다(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p. 326-328 참조). 데끄레ㆍ법률(le décret-loi)은 원래는 입

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으로 정하고 이후 의회의 승인을 얻

어 법률로서의 효력을 얻도록 한 것으로, 1958년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이다

(데끄레ㆍ법률에 관하여 자세히는 Marcel Waline,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administratif, 
1952, pp. 22-28 참조).

45) 1870. 9. 19.자 데끄레ㆍ법률로, 1872. 2. 24.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로서의 효력을 

얻게 되었다.
46)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21-22 참조. 
47) 도지사(le préfet)는 소송의 관할이 행정재판소에 속한다고 판단하면 일반재판소에 

관할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재판소가 관할 없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관할분쟁 

명령’(l’arrêté de conflit)을 할 수 있다. 관할분쟁 명령이 있으면 일반재판소는 관할

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여야 한다. 관할재판소는 관할분쟁 명

령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블랑꼬 판결에서는 도지사가 국가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관할분쟁 명령을 하였다. 도지사의 관할이의와 그에 따

른 관할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하여 자세히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993-1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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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재판소는 ‘행정행위’(l’acte administratif)와 ‘개인행위’(le fait personnel)의 

구분을 해답으로 제시하였다.48)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역무에 관한 행

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행위와 달리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

고, 여기에 대하여는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

가 문제되면 일반재판소가 공무원을 재판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책임은 자

동적으로 부인되게 된다. 

뻴르띠에 판결은 ‘과실’(la faute)49)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역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역무과실에 대하여는 행정

이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역무로부터 분리

되는 개인과실(la faute personnelle)에 대하여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고 그

에 대한 소송은 일반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는 법리의 토대가 되었다.50)51)

48) 관할재판소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 것은 아니고, 개인행위라는 개념이 이

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517-158 참조.

49) 본 논문에서 ‘la faute’는 모두 과실로 번역하였다. 프랑스 법학에서 ‘la faute’라는 단

어는 사실 고의와 과실 양자를 합친 말이다. 그 중에서 전후사정을 인식하면서 자

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고의적 과실’(la faute volontaire), 악의(intentio maliciosa)로 행

하는 것을 ‘악의적 과실’(la faute intentionnelle)이라 구분하거나, 가해의사 유무에 따

라 ‘악의적 과실’ 또는 ‘비악의적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

법상 책임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중과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해자

의 과실을 이유로 한 책임감면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la faute’를 ‘고의 또는 과실’이라 번역하게 되면 프랑스에서도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a faute’를 ‘과실’이라 번역하

되, 그 속에는 우리가 ‘고의’라 부르는 것도 포함됨을 밝혀둔다.
50)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Droit administratif: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2007, pp. 768-777 참조. 
51)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1884년부터 관할재판소의 위 견해에 따르고 있다고 한

다(Cass. civ. 25 mars 1884, Marc, D. 1884, 1, 136). 이에 대한 설명으로 Maryse 
Deguergue, op. cit., p.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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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무과실 개념의 등장

꽁세이데따는 점차적으로 ‘행정행위’ 대신 ‘역무과실’, ‘개인행위’ 대신 ‘개인

과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개인과실’(la faute personnelle)이라는 단

어는 1877년 관할재판소의 판결52)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로도 두 표현이 혼용되다가 점차 개인과실로 정착되었다고 한다.53) 사실 공

무원이 개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인행위와 개인과실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역무과실’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판결문에 등장한다. 그 전

에는 ‘역무행위’(le fait de service), ‘직무의 행위’(le fait de la fonction)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54) 꽁세이데따는 1904년 니바지오니(Nivaggioni) 판결에서 

최초로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55) 1905년의 

또마조 그레꼬(Tomaso Greco) 판결56)과 옥세르(Auxerre) 판결57)에서 ‘역무의 

과실’58)(la faute du service publ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59)

52) TC 15 décembre 1877, De Roussen et About, S. 1877, 2, 307. 
53)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521 참조.
54) ‘행정행위’라는 표현에서 ‘역무과실’이라는 표현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에 관하여 자

세히는 Maryse Deguergue, op. cit., pp. 517-523 참조. 
55) “역무과실만이 그러한 과오가 행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국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역무과실이다.” CE 1er juillet 1904 Nivaggioni, Rec. 536(판결 내용은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24 참조).

56) CE 10 février 1905, Tomaso Greco, S. 1905, 3, 113.
57) CE 17 février 1905, Auxerre, S. 1905, 3, 113.
58) 학자에 따라서는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과 ‘역무과실’을 구별하여 사용하

기도 한다. ‘역무과실’이 공무원이 행한 직무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무

의 과실’이란 행정활동 조직, 활동 주체로서의 ‘공역무’가 행한 과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Maryse Deguergue, op. cit., pp. 163, 521-523 참조). 꽁세이데따도 

초기에는 ‘역무의 과실’이라는 표현을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주로 사

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자의 구별에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양자의 성격, 
인정요건,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특별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역무과실’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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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책임의 점진적 확대

1. 권력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라페리에르(Laferrière)는 블랑꼬 판결에서 나온 ‘일반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은, 역무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국

가의 작용이 고차원적인 것이 될수록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국가의 주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작용들(예를 들면 입법, 전쟁 등)과 좁

은 의미의 행정활동 중에서 ‘권력행위’(l’acte de puissance publique)에 대하여

는 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관리행위’(l’acte de gestion)에 대하여는 책임

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60) 라페리에르의 이론은 19세기 행정법학자

들의 이론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권력행위가 문제될 때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일부 꽁세이데따 판례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지만,61)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권력행위와 관리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고 구별

이 쉽지 않으며,62) 권력행위라는 것도 넓게 보면 모든 행정작용을 포함할 수 

59) 재판연구관들은 이전부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재판연구관 로미유

(Romieu)는 1895년에 의견서에서 ‘공역무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conclusions sur 
CE 21 juin 1895, Cames, n° 82490, S. 1897, 3, 33), 재판연구관 떼씨에(Teissier)도 

1903년에 “잘못 작용된 공역무의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conclusions sur CE 29 mai 
1903, Le Berre, Rec. 417). 이에 관한 설명으로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p. 532-533 참조.

60)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2, 1896, pp. 184-190 참조. 

61) 라페리에르의 이론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Georges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166-169 참조; 라페리에르와 동시대 

학자들의 이론에 대하여 자세히는 Paul Tirard,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59-71 참조.

62) 권력행위는 재산권행사나 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행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

도 하였다. 예를 들어, 블랑꼬 판결의 의견서에서 재판연구관 다비드는 공권력으로서

의 국가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의 국가를 반대개념으로 보았다(David, conclusions 
sur TC 8 février 1873, Blanco, D. 1873, 3,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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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63) 

꽁세이데따는 20세기에 들어 학자들이 권력행위라 생각한 경찰,64) 공무원 징

계,65) 군사훈련 등66)이 손해의 원인이 된 일련의 사건에서, 권력행위와 관리행

위의 구별 없이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이로

써 통치행위(l’acte de gouvernement)와 같은 예외적인 분야67)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행정의 책임인정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 공공단체의 책임 인정

한편, 블랑꼬 판결에 따라 국가에 대한 책임소송의 재판권이 행정재판소에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관할재판소는 블랑꼬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국가

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일반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68) 당

63) Georges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 173 참조.
64) CE 31 janvier 1902, Grosson, S. 1904, 3, 136(시장이 권한 없이 내장판매상인의 도살

장 출입을 금지하자, 내장판매상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꽁세이

데따는 시장의 개인과실이 문제된 사건이라고 보아 행정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

다. 판결 내용은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II, 1929, p. 22 참조).
65) CE 29 mai 1903, Le Berre, S. 1904, 3, 121(장관이 하사관인 원고를 사병으로 강등

하였다가, 이후 위 강등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일실수입 상당액의 지급

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강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책임소송을 제기하였

다. 꽁세이데따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배상되었고 그 밖에 원고에게 무

공훈장이 수여되고 원고가 예비역 장교로 임명되는 등 정신적 손해도 회복되었음

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Maurice Hauriou, op. cit., 
pp. 16-31 참조). 

66) CE 10 février 1905, Tomaso Greco, S. 1905, 3, 113; CE 17 février 1905, Auxerre, S. 
1905, 3, 113(군사훈련 중의 총격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

67) 예를 들어,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에 대하여 국가책임부인 원칙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로 CE 23 juillet 2010, Touax, n° 328757 참조.
68) George Teissier, conclusions sur TC 29 février 1908, Feutry, Rec. 208, S. 1908, 3, 

97(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79, 떼시에의 의견서 전문이 573-584
면에 소개되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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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꽁세이데따가 행정책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였기 때문에, 관할재판소가 민

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막

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는 부당한 것이었다.69) 

관할재판소는 1901년부터 판례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의 과

실책임이 문제된 사건의 재판권이 행정재판소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70) 

이로써 행정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가리지 않고 모

두 행정재판소에서 꽁세이데따가 확립한 책임법리에 따라 판단되게 되었다.

제3절 역무과실과 개인과실

Ⅰ. 과실과 책임의 중첩

뻴르띠에 판결 이후 한동안은 ‘역무행위’와 ‘개인행위’, ‘역무과실’과 ‘개인과

69) Paul Tirard,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 74; George Teissier, 
conclusions sur CE 29 février 1908, Feutry, Rec. 208, S. 1908, 3, 97(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79) 참조.

70) TC 16 novembre 1901, Baltardive c. Cadéot, Rec. 808(꼬뮨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

다. 판결 내용과 사실관계는 Georges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 106 참조); TC 29 février 1908, Feutry, S. 1908, 3, 97, conclusions 
G. Teissier, note M. Hauriou(끌레르몽 도립 정신병원에 수용 중이던 정신병자가 탈

출하여 원고의 볏짚과 곡식에 방화하였다. 원고는 일반재판소에 도의 불법행위책임

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 관할분쟁이 발생하자 관할재판소는 원고의 주장이 공무

원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개인과실이 아니라 역무의 조직과 작용을 문제삼는 것이

라 판단하였고, 역무의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과실의 판단은 사법재판권에 속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판결 내용과 사실관계는 

Maurice Hauriou, op. cit., pp. 573-575 참조); TC 11 avril 1908, De Fonscolombe, Rec. 
448, S. 1909, 3, 49, note M. Hauriou(홍수 피해에 대한 마르세이유 의 책임이 문

제된 사건, Maurice Hauriou, op. cit., pp. 589-590 참조); TC, 23 mai 1908, Joulié, 
Rec. 509, S. 1909, 3, 49, note M. Hauriou[폭풍우가 치는 동안 운하의 개폐문을 닫

지 않아 수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운하관리조합(Syndicat du canal de Gignac)의 책임

을 물은 사건, Maurice Hauriou, op. cit., p. 5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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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역무과실이 인정되면 행정만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과실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이 민사재판소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은 책임이 없다. 하나의 행위가 역무

과실인 동시에 개인과실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주로 피해

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과실이 개인과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력이 불충분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손해회복에 어려움이 있

었다.71)72) 꽁세이데따는 이른바 ‘과실의 중첩’과 ‘책임의 중첩’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1. 과실의 중첩

하나의 사건에서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이 손해의 공동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을 상대로 역무과실에 기한 책임을 묻고, 공무원 개인을 상

대로 개인과실을 이유로 한 민사상의 책임을 일반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 이러

한 상태를 ‘과실의 중첩’(le cumul de fautes)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앙게

(Anguet) 판결이다. 

⑴ 앙게 판결

앙게는 우체국에 들어가 볼일을 보던 중 우체국 정문이 원래 업무시간보

다 일찍 닫히는 바람에 직원이 일러준 대로 직원용 출입구인 우체국 뒷문

으로 나가다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다. 앙게는 

국가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원들이 개인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손해가 “공역무의 

잘못된 작용의 탓”73)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74)

71)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7 참조.
72)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피용자의 직무상 과실이 역무

과실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73) CE Sect. 3 février 1911, Anguet, S. 1911, 3, 137, note M. Hauriou(Maurice Haur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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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앙게 판결의 의미

우체국 직원들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업무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은 것은 역무과실에 의한 

것이다. 두 가지 과실은 구별되지만 병존한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을 각각 고려하여 소송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

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국가나 공공단

체의 책임을 묻게 마련이다. 앙게 판결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

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책임의 중첩

⑴ 책임 중첩의 인정

‘책임의 중첩’(le cumul de responsabilités)이라는 표현은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재판연구관 블륌(Blum)이 1918년 르모니에(Lemonnier) 

판결의 의견서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일반재판소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인정 근

거인 개인과실로 평가한 행위를 행정재판소가 역무과실로 평가하여 행정의 책

임을 인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블륌은 단순히 양 재판권의 판단

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책임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75) 그

는 과실이 “역무 중에 행해진 것이거나 역무의 기회에 행해진”76) 경우, 그리고 

공무원이 공역무 수행의 기회에 개인과실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는 

경우에 책임의 중첩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우 “과실은 역무로부

Notes d’arrêts I, 1929, pp. 627-635).
74) 꽁세이데따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한 우편부장관의 묵시적 결정을 취소하

고, 원고에게 20,000프랑(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포함)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75) Léon Blum, conclusions sur CE 26 juillet 1918, Époux Lemonnier, Rec. 761, D. 1918, 

3, 9(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643, 블륌의 의견서 전문이 637-658
면에 소개되어 있다) 참조.

76) Léon Blum, op. cit., 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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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리된다. 이것은 일반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역무는 과실로부

터 분리되지 않는다.”77) 

과실은 역무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무, 즉 행정은 과실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을 진다. 이것

이 블륌이 제시한 책임의 중첩 이론이다. 꽁세이데따는 점진적으로 블륌이 제

시한 방향으로 책임의 중첩을 확대하였다. 책임 중첩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책임의 중첩이 꽁세이데따의 판례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⑵ 책임의 중첩에 관한 꽁세이데따의 판례

1) 역무수행 중의 개인과실과 책임의 중첩

꽁세이데따는 공무원이 역무수행 중에 과실을 저지른 경우 그것이 개인과실

로 평가되더라도 행정의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르모니에(Lemonnier) 판결이다. 

르모니에 부인은 남편과 함께 강의 왼쪽 연안에 있는 공로(公路)를 산책하다

가 축제를 위하여 강 반대쪽에 설치된 사격장(부표를 강에 띄워서 맞추게 되어 

있었다)에서 날아온 탄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르모니에 부부는 시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시장의 개인과실이 인정

되어 손해액 전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78) 원고 부부는 꼬뮨79)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꼬뮨은 위 소송에서 시장의 개인과

실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일반재판소에서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77) Léon Blum, conclusions sur CE 26 juillet 1918, Époux Lemonnier, Rec. 761, D. 1918, 
3, 9(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643) 참조.

78) 민사소송에서 관할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79) 꼬뮨(la commune)은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 2014년 현재 프랑스는 

36,681개의 꼬뮨, 101개의 도(le département), 27개의 주(le région)로 구성되어 있다

(www.insee.fr/fr/methodes/nomenclatures/cog/documenta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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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권력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

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꽁세이

데따는 시장의 행위가 개인과실로 평가됨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행정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행정청은 공로의 안전을 보호할 임무가 있음에도, 사격장

의 시설과 부지가 위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하지 않은 

채 사격장을 허가함으로써 ‘중대한 과실’(la faute grave)을 저질렀다. 꼬뮨은 

이러한 과실을 이유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80)81) 

이 사건에서는 시장이 사격장 설치에 따른 위험의 중대성을 예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부주의가 개인과실로 인

정되었다. 다른 한편, 꼬뮨은 축제를 조직한 자이고 시장을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역무과실로도 평가된

다.82) 르모니에 판결은 사실 시장의 개인과실로부터 역무과실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꼬뮨의 경찰역무상의 별도의 역무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책임의 중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더 정확한 

것 같다.83)84) 

80) CE 26 juillet 1918, Époux Lemonnier, Rec. 761, D. 1918, 3, 9, conclusions Blum, S. 
1918-1919, 3, 41, note M. Hauriou(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p. 
636-654).

81) 꽁세이데따는 원고 부부의 민사재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실제로 항소심에서 선

고된 금액은 12,000프랑이다) 중 위 판결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가 

대위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꼬뮨에게 12,000 프랑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Maurice Hauriou, op. cit., pp. 636-654 참조).
82)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Droit administratif: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2007, p. 799 참조. 
83)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527-528 참조.
84) 오리유는 책임의 중첩, 즉 공무원의 개인과실을 동시에 역무과실로 인정함으로써 

행정이 사실상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
는 이 사건도 책임의 중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서 시장의 개인과실

과 다른 공무원들의 역무과실이 중첩된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축제를 조직하

고 공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무는 시장만의 역무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의 역무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Maurice Hauriou, op. cit., pp. 651-6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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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무수행의 기회에 행해진 개인과실과 책임의 중첩

공무원이 역무수행 중은 아니지만 역무수행의 기회에 과실을 범한 경우 위 

개인과실이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행정의 책임도 같이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뫼르(Mimeur) 판결85)이다. 

휘발유를 배달하는 임무를 맡은 군용트럭 운전사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경

로를 이탈하여 우회했다가 건물에 충돌하여 벽을 무너뜨렸다.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벽이 무너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운전자가 국가

의 차량을 임무와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역무를 위해 

운전자에게 맡겨진 차량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개인과실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역무로 인하여 용이해진 개인과실과 책임의 중첩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역무수행의 기회에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역무로 인하

여 과실의 수단을 제공받았다면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행정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두디(Sadoudi) 판

결86)과 라쥬스키(Raszewski) 판결87)을 들 수 있다. 

사두디 사건은 경찰관이 숙소에서 총기 오발로 동료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

게 한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경찰관이 (직무규칙상) 역무 외에

서 총기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사고는 역무와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서 개인과실은 파리 를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판

85) CE Ass. 18 novembre 1959, Mimeur, RDP 1950, 183(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Marcel 
Waline, Notes d’arêt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p. 301-302 참조).

86) CE 26 octobre 1973, Sadoudi, RDP 1974, 554, note M. Waline(Marcel Waline, op. cit., 
pp. 303-306). 

87) CE 18 novembre 1988, Raszewski, Rec.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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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88)89) 

라쥬스키 사건은 헌병이 역무시간 외에 개인 소유 무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헌병이 수개월 전부터 자동차 절도, 강도,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헌병이 수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꽁세이데따는 이 점을 고려하여 헌

병의 개인과실이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책

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⑶ 책임중첩의 의미

책임의 중첩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행

위를 개인과실인 동시에 역무과실로 평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개인책임과 행정의 

책임이 중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90) 두 번째는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역무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이 위 개인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는 것이다.91) 

르모니에 판결에서는 꽁세이데따가 시장의 개인과실 이외에 행정의 과실을 

88) 숙소는 시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니었고, 직무규칙상 총기를 각자가 보관하도록 되

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파리 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사두디

에게 10,000프랑의 위자료, 피해자가 부양하고 있던 여섯 동생에게 1인당 3,000프랑

씩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89) 개인과실이 역무 외에서 행해졌더라도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조건

으로, 가해자가 역무를 통해 과실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 수단이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Droit administratif: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2007, p. 
804 참조). 

90) Marcel Waline,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 505 참조. 한편, 
트루셰는 책임의 중첩을 역무 중에 발생한 개인과실을 이유로 역무와 공무원의 책

임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면서, 현재는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본다

(Didier Truchet, Droit administratif, 2013, p. 398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책

임의 중첩을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91)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op. cit., p. 798;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 189; Jacq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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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개인과실이 역무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역무와의 관

계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미뫼르, 사두디, 라쥬스키 판결에

서 꽁세이데따는 ‘역무과실’이나 ‘행정의 과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고, 위 

개인과실이 역무과실로 평가된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 역무작용이 아닌 행위

에 대하여 역무과실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측면도 있다. 

책임의 중첩에서 개인과실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하여는 오당(Odent)의 설

명이 적절하다. “오늘날의 책임은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역무로부터 분리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역무의 책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과실이 역

무의 기회에 또는 역무를 매개로 일어났다면, 역무는 형평을 고려한 법적 의제

에 의하여 스스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하

여야 한다.”92) 공무원이 행한 개인과실이 역무과실로도 평가된다고 말하는 것

은 의제에 의한 것이다.93) 이러한 의제는 유사한 경우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

는 민사판례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94) 다만, 이 경우의 역무과실은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필요 없이 역무에만 귀속되는 엄밀한 의미의 ‘역무과실’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

다.95) 즉, 공무원의 과실을 특정된 공무원이 저지른 과실이지만 역무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과실, 역무과실과 공존하는 공무원의 개인과실, 공

무원의 개인과실이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무

원이 저지른 전적으로 개인적인 과실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의 

92)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71 참조.
93) Delphine Costa, Les fictions juridiques en droit administratif, 2000, pp. 329-332;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16 참조.
94) Marcel Waline,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 305(발린은 공무

원의 개인과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을 행정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55 참조.

95) 이러한 의미에서 모로는 개인과실이 행정책임의 단독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f, in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2, p. 664 참조(CE 2 mars 2007, Banque commerciale de l’Océan Indien, Rec. 
703, 1072를 그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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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과 두 번째의 역무과실만이 진정한 의미의 역무과실에 포함된다.96) 

이 논문의 제2장 이하에서 분석하는 역무과실도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대하여 

역무과실이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한 엄밀한 의미의 역무과실이다.

책임의 중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건 간에, 책임의 중첩이 인정되면서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개인과실에까지 행정의 책임이 확대

되었다. 개인과실이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행

정재판소에서 행정을 상대로 역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무원 개인을 상

대로는 민사재판소에서 민법전 제1382조 이하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 문제는 단순히 재판관할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결정하고, 행정과 공무원 사

이에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종국적으로 분배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Ⅱ.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

1. 구별기준 설정의 어려움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라페리에르

(Laferrière)가 1877년 관할재판소의 로모니에-까리올(Laumonnier-Carriol) 판

결97)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그에 따르면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것은 역무과실이다. 반면에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가 “나약하고 격정적이고 경

솔한 사람”98)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과실이다.99) 

96)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54-56 참조.

97) TC 5 mai 1877, Laumonnier-Carriol, Rec. 437.
98)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1, 1896, p. 648(라페리에르는 의견서의 내용을 자신의 교과서에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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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리에르의 기준은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무원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는 못

한다. 역무과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개인과실에 대

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학자들은 책임의 중첩과 관련지어 

개인과실을 유형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분류에 따라 개인

과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0)

2. 개인과실의 분류

⑴ 역무수행 중의 개인과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실을 저지르는 경우 대부분은 역무과실

로만 평가되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개인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01) 

르모니에 판결에서 시장의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는 가해의사를 가지고, 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 음주, 

욕설, 폭행 등의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에 공무원의 행위를 개인과실로 

인정한다.102) 과실의 중대성이 개인과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

나, 중과실이 곧 개인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무과실 또한 단순과실과 중

과실로 나뉘고,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도 있기 때

문이다.103) 또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개인과실이 인정되는 것

99)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1, 1896, p. 648 참조. 

100) 이하는 샤쀠(Chapus)의 분류방식을 따른 것이다(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387-1394 참조).

101) René Chapus, op. cit., p. 1387 참조.
102) René Chapus, op. cit., pp. 1387-1391; Jean-François Lachaume et Hélène Pauliat, Droit 

administratif: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2007, pp. 768-769;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 187 참조.

103)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3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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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다.104) 

⑵ 역무 밖에서 행해졌으나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개인과실

역무 밖에서 행해졌으나 역무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개인과실은 역무수행

의 기회에 행해진 개인과실과, 역무로 인하여 공무원이 개인과실을 저지르는 

것이 용이하게 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5) 그 구체적인 예는 앞서 본 미

뫼르, 사두디, 라쥬스키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⑶ 역무수행과 전혀 무관한 개인과실

공무원의 행위가 역무 외에서 일어났고 역무수행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과

실은 공무원의 개인과실로서 공무원만이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기동헌병이 

업무에 사용하는 권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업

무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106)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직업

상의 경험으로 화약제조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역무 외 시간에 위 지식

을 이용하여 방화를 한 경우107)에는 역무수행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개인과실

만이 인정된다. 

Ⅲ. 행정의 책임과 공무원 개인책임의 관계

공무원의 행위가 역무과실로 인정되면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행정에 

104) TC 14 janvier 1935, Thépas, Rec. 1224, S. 1335, 3, 17, note R. Alibert(군용트럭이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사건. 운전병은 운전상의 과실로 25프랑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관할재판소는 운전병의 과실을 역무과실로 인정하였다).
105)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391-1393 참조.
106) CE 12 mars 1975, Pothier, Rec. 190(사두디 판결과 달리 권총을 공무원 개인이 보

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헌병이 권총을 휴대한 데 대하여 행정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107) CE 13 mai 1991, Société d’assurance Les Mutuelles unies, RDP 199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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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과실의 병존이나 책임의 병존이 인정되면 행정

도 공무원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행정과 공무원 그리고 

피해자 3자 사이에서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 분배가 어떠

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된다.

1. 행정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⑴ 구상제도의 변천

원래는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민법에

서와 같은 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앙

게 판결로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병존가능성이 확인되었고,108) 꽁세이데따의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시장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판결이 있었던 르모니

에 사건에서 이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이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피해

자가 같은 사건을 이유로 행정재판소와 일반재판소 양쪽 모두에서 승소함에 

따라 피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임무

가 행정재판소에 있다고 판시하였다.109) 꽁세이데따는 원고의 공무원에 대한 

민사판결에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을 꼬뮨이 ‘대위’(la subrogation)하는 것을 조건으로, 꼬뮨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르모니에 판결의 법리는 이후 행정의 책임과 공무원의 책임

이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유지되었다. 

판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행정과 공무원 사이의 구상은 양자 사

이에 최종적인 책임을 분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중배상을 막는 

장치로서만 이해되었다.110) 행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사판결로 확

108)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만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109) CE 26 juillet 1918, Époux Lemonnier, Rec. 761, D. 1918, 3, 9, conclusions L. Blum, 

S. 1919, 3, 41, note M. Hauriou(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p. 636-654).
110)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254;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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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을 때에만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고,111)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구할 수 없었

다.112) 따라서 공무원이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좌

우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확실히 자력이 있는 행정을 상대로만 책임소송

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행정이 피해자의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을 대위하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판례의 법리가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113) 꽁세이데따는 1951

년 선고된 라루엘(Laurelle) 판결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꽁세이

데따는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이 피해자의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

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114) 

⑵ 책임의 분담 기준

행정과 공무원 사이의 종국적인 책임분담은 각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115) 이것은 여러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경합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세 판결이 책임 분담에 관한 전형적인 예를 보

여준다. 

라루엘 사건에서는, 하사관인 라루엘이 개인적 용무로 역무시간 이외에 군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제기한 책임소송에서, 군용차량을 

차고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차량의 출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국가의 역무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게 되었다. 국가의 과실은 공무

원의 차량 무단사용을 막지 못한 데 있었고, 여기에는 라루엘이 차량의 무단사

용을 위해 차량관리자의 실수를 유발한 사정도 인정되었다. 꽁세이데따는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면 라루엘이 국가의 과실을 원용하여 국가에 대한 책임이 감

11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99 참조.
112) CE 28 mars 1924, Poursines, RDP 1924, 601, note G. Jèze.
113) René Chapus, op. cit., p. 1399 참조.
114) CE Ass. 28 juillet 1951, Laruelle, Rec. 464, RDP 1951, 1087, note M. Waline.
115) René Chapus, op. cit., p. 14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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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라루엘이 손해액 전액을 부

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유사한 사건인 델빌

(Delville)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개인과실과 브레이크의 상태불

량에 따른 국가의 역무과실이 경합되었는데, 꽁세이데따는 양자가 같은 정도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와 공무원에게 손해액의 50퍼센트씩

의 책임을 인정하였다.116)117) 쟈니에(Jeannier) 판결은 군인 여섯 명이 군용차량

을 역무외의 목적으로 타고 가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의 

중첩 법리에 따라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 후 군인들에게 구상한 사건이다. 꽁세

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차량 관리자이자 운전자인 쟈니에에게 손해액의 1/4, 다

른 한 명에게는 1/12의 부담을 인정하는 등, 군인 각각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였다.118)

⑶ 구상권 행사 방법

행정은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구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상환명령을 발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l’état exécutoire), 공무원은 이에 따라 상환을 하거나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

기하여야 한다.119) 라루엘 판결은 이러한 구상방식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위 사건에서 장관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라루엘에 대하여 지급한 

116) CE Ass. 28 juillet 1951, Delville, Rec. 464, RDP 1951, 1087, note M. Waline(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p. 503-509). 

117) 이 사건은 운전기사인 델빌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하여 손해배상금 및 법정지연손해금 170,771.40프랑을 배상한 다음 국가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국가와 델

빌이 1:1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였고, 델빌이 제기한 민사소송비용 상환청구는 배

척하였다.
118) CE 22 mars 1957, Jeannier, Rec. 195, conclusions J. Kahn(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400 및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18 참조).

119) Marcel Waline, op. cit., p. 504; René Chapus, op. cit., p. 1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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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전액의 상환을 명하였고, 라루엘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꽁세이

데따의 판결도 결국은 손해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내용이지만 장관의 명령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소송(l’action recursoire)의 

관할은 행정재판소에 있다. 관할재판소는 공무원과 행정 사이의 구상관계는 공

법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공법 원칙에 따라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

재판소에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120)

2.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

과실의 중첩이 있으면 공무원도 자신의 분담부분을 넘어서서 지급한 손해배

상액에 대하여 행정에게 구상할 수 있다. 델빌 판결은 공무원이 민사판결에 따

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을 요구한 사

건으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가 인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121) 공무

원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예가 하나 더 있다. 공무원의 권리

와 의무에 관한 1983. 7. 13.자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역무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관할이의(le conflit d’attribution)

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공무수행으로부터 분리되는 

개인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선고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2) 즉, 공무원의 개인과실을 이유로 손해배

120) TC 26 mai 1954, Moritz, Rec. 708, D 1955, 385, note R. Chapus(국가가 가해공무원

에게 상환명령을 하자 공무원이 일반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121) 원고는 국가에 손해배상금 전액의 구상을 요구하였고,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결정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국가가 손해액의 절반을 분담하

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장관의 거부결정을 취소한 다음, 국가에 대하여 그 부담액

의 배상을 명하였다. ‘결정 우선의 원칙’(la règle de la décision préalable)에 따라 행

정재판소가 행정의 결정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따라 소제

기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122) 이것은 먼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상 인정된 것이다(CE Sect. 26 avril 1963, 

Centre hospitalier régional de Besançon, Rec. 242, conclusions J. Chard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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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명하는 일반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로는 그 과실이 역무과

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책임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재판권이 일반재판소와 행정재판소로 2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양 재판권

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구상소송

도 행정이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재판소에 관할이 인정

된다. 이 또한 공법관계에 의한 것이고 공법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제4절 역무과실책임의 적용영역

프랑스에서 행정책임제도는 우리 국가배상제도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행정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뉘어 있다. 한편, 행정활동의 

일부는 일반재판소에서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역무과실 법리의 적용

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행정영역을 규율하는 개별 입법에서 역무과실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반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그리

고 무과실책임과의 관계에서 역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Ⅰ. 일반재판소 관할인 책임제도와의 관계

1. 역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⑴ 판례상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공업적 공역무’(le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와 같이 사법상

의 행위로 인정되어 사법이 적용되고 재판권도 일반재판소에 속하는 것들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일반재판소가 사법을 적용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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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 그 밖에 일반재판소를 사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수호자로 여기는 전

통에 따라 일반재판소에서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123) ‘불법수용’(l’emprise 

irrégulière)과 ‘중대위법행위’(la voie de fait)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그것

이다. 불법수용이란 공법인이나 공공시설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사인

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124) 다

만, 프랑스의 권력분립 원칙은 일반재판소가 행정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판소는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행정재판소

의 적법성판단소송(le recours en appréciation de légalité) 결과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25) 중대위법행위란 행정의 법적 결정 또

는 사실행위가 매우 위법하여 사인의 재산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중대한 침해

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

다.126) 중대위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여, 그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재판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대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청구도 일반재판소에서 민법전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127) 중대위법

행위가 문제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그에 관한 모든 재판권이 일반재판

소에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123) 일반재판소의 자유수호 권한은 헌법 제66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는 

“누구도 임의로 구속되지 않는다. 사법재판권은 개인 자유의 수호자로서 법률에 정

한 요건에 따라 이 원칙의 준수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수호자로

서의 일반재판소의 재판관할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

다(CC 13 décembre 1985, Servitudes en matière de télévision, dite de l’amendement 
Tour Eiffel, Rec. 78, AJDA 1986, 171, note J. Boulouis 참조). 

12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866-868;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596 참조.

125) René Chapus, op. cit., p. 868 참조.
126) 중대위법행위의 예로 도지사가 권한 없이 성당 방문객의 사진원판을 압수한 까를

리에 사건을 들 수 있다(CE Ass. 18 novembre 1949, Carlier, Rec. 490). 중대위법행

위에 대하여는 René Chapus, op. cit., pp. 868-883 참조.
127) Jacqueline Morand-Deviller, op. cit., p. 5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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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개별법령에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행정의 활동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재판소에서 사법규정

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원래 프랑스 민법전에서는 교원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에 의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

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1937. 4. 5.자 법

률은 그 부당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교원의 감독상 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

편, 국공립학교 교원의 과실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였다. 위 법률은 교육

법전(Code de l’éducation) L.911-4조128)에 편입되었다. 국가에 대한 책임소송은 

일반재판소에서 재판한다(교육법전 L.911-4조 제5항).129)130) 다만, 교육시설이

나 교육역무조직의 하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책임소송에 대하여는 역무과실책

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행정재판소에 재판관할이 있다.131)

1957. 12. 31.자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제도를 일원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차량이 국공용차량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법을 

적용하여 일반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132) 공법인은 공무원을 대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133)134)

128)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을 제정한 다음 관계되는 것들을 엮어 법전으

로 만든다. 법령의 개정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전에서 ‘L.’로 표시된 조문

은 법률(la loi)을 의미하고 ‘R.’로 표시된 조문은 행정입법(le règlement)을 의미한다.
129) 교원의 과실책임은 학생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감독상 책임과 학생에 대한 책임 

모두를 포함한다(교육법전 L.911-4조 제1항).
130) 교원의 과실에 대한 국가의 대위책임에 관하여 자세히는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1227-1245 참조. 한편 이 경우에도 국가와 국공립학교 교원 사이의 구상

소송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교육법전 L.911-4조 제3항). 
131)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09 참조.
132) 1957. 12. 31.자 법률 제1조 제1항, 제2항.
133) 1957. 12. 31.자 법률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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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사법부의 활동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사법역무의 ‘조직’에 

관한 책임은 공법상 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행정재판소에 재판관할이 인정

되지만, 사법역무의 ‘작용’으로 인한 책임은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일반재판소에 

관할이 있다.135) 사법역무에는 재판작용뿐만 아니라 사법경찰작용도 포함되는

데,136) 파기원은 사법작용으로 인한 책임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아니라 공법규칙, 즉 역무과실책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137) 위 판례는 

중과실이나 재판거부가 인정될 때 국가가 사법역무의 하자 있는 작용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1972. 7. 5.자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다시 확인되었

다.138) 현재는 같은 내용이 사법조직법전(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141-1조에 규정되어 있다.139) 

134) 이때에도 행정과 공무원 사이의 구상소송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TC 22 
novembre 1965, Collin, Rec. 819, D 1966, 195, conclusions R. Lindon).

135) TC 27 novembre 1952, Préfet de la Guyane, Rec. 642.
136) 여기서 사법경찰작용이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작용을 말한다[형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pénale) 제14조 참조]. 행정경찰(la police administrative)과 사법경찰(la 
police judiciaire)에 관하여 자세히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735-745 참조).

137) Cass. civ. 23 novembre 1956, Trésor public c. Giry, Bull. civ. II, 407(재판작용이 아

니라 사법경찰작용이 문제된 사건이다).
138) 위 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사법경찰작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책임 법리에 따라 단순과실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까지 막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René Chapus, op. cit., p. 1329 참조).
139) 한편, 판사는 재판에 관한 사기, 독직(la concussion), 중과실이 있거나 재판거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추될 수 있으며, 국가는 이 경우에 판사에게 선고되는 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사법조직법전 L.141-3조). 또한,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는 후견사무 집행에 있어서 후견판사 등의 과실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민법전 제473조),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

적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형사소송법전 제149조). 이들 소송에 대하여는 

일반재판소에 재판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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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과실책임제도와의 관계

1. 무과실책임의 인정근거

무과실책임은 역무과실의 입증 없이도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의 책임을 인정

하는 제도이다. 무과실책임은 무기공장의 사고로 노동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1895년의 깜므(Cames) 판결140) 이래 꽁세이데따 판례에 

의해 점진적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그 밖에 개별 영역에서 입법에 의

해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예들이 있다. 

무과실책임의 인정근거로 일반적으로 위험책임이론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

칙 이론이 제시된다. 위험책임이론은 행정이 역무와 공익(l’intérêt général)을 위

해 개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141)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 이론은, 모두를 

위한 행정활동이 일부에게 중대하고 특별한 부담을 지운다면 그들 사이의 평

등이 깨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허용할 수 없는 불평등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142)143) 무과실책임은 그 직접적인 인정근거에 따라 다시 위험

책임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 파괴에 따른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144)145)

2. 무과실책임의 유형

140) CE 21 juin 1895, Cames, S. 1877, 3, 33, conclusions J. Romieu, note M. Hauriou.
141) André de Laubadère, Jean-Claude Venezia et Yves Gaudemet,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1999, p. 980 참조.
142)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25 참조. 
143) 위 두 가지를 합쳐 형평(l’équité)의 원칙을 무과실책임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견

해로, Didier Truchet, Droit administratif, 2013, p. 417 참조. 
14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36; Jacqueline Morand- 

Deviller, op. cit., p. 725 참조.
145) 행정책임의 근거에 관하여는 뒤의 7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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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위험책임

행정활동이 수반하는 위험으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anormal et spécial) 손

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험한 물건이나 업

무수행방식으로 인하여 제3자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가 대

표적이다. 예를 들어,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다량의 폭탄을 보관했다가 폭탄이 

폭발하여 인근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146) 경찰작전 중 발사한 총탄에 제3

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147) 소년원, 교도소, 정신병원 등에서 치료 또는 교화의 

일환으로 수용자의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외출한 수용자나 환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손해를 입은 사건148) 등에서 꽁세이데따는 행정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공무원이 직무상 처한 위험을 이유로 책임이 인정된 사례

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주한 프랑스 영사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 남아 있다가 재산을 약탈당한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원고를 신체적으로, 재산상으로 이례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149)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이나 익사자 구조 등 공역무에 협력한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150)151)

146) CE 28 mars 1919, Regnault-Desroziers, n° 62273, Rec. 329(제1차 대전 중의 사건이

지만 전투로 폭발이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147) CE 24 juin 1949, Lecomte, Rec. 307. 다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기 

또는 그와 유사한 위험이 인정되는 도구의 사용이 문제되어야 한다. 경찰봉이나 최

루탄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26 참조). 

148) CE 3 février 1956, Thouzellier, Rec. 49; CE 13 juillet 1967, Département de la 
Moselle, Rec. 341.

149) CE Sect. 19 octobre 1962, Perruche, Rec. 555.
150) CE Ass. 22 novembre 1946, Caisse national d’épargne de Saint-Priest-la-Plaine, Rec. 

279; CE 12 octobre 2009, Chevillard, n° 297075(피해자가 협조요청을 받았을 필요는 

없고 자발적으로 협력한 경우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51) 그 밖에 의무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수혈에 의한 HIV 감염, 소요 중의 폭

력행위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위험책임이론을 근거로 무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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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따른 책임

법률,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 행정입법, 또는 개별결정이 적법하더라도 사

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

다. 라 플뢰레뜨(La Fleurette) 판결은 법률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최

초의 판결이다. 원고는 우유 대용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유제품소비

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로 우유 대용품 생산을 금지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책임소송에서, 꽁세이데따

는 공익을 위하여 야기된 이 부담을 공동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의 책임을 인정하였다.152)153) 개별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로는 꾸이떼아(Couitéas) 판결이 유명하다. 꽁세이데따는 위 판결에서 국가가 

민사판결의 집행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지만 원고에게 특별하고 비

정상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였다.154)155) 장애인인 변

호사가 법원의 장애인용 시설이 부족하여 법정출입에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하

여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152) CE 14 janvier 1938, Société des produits latiers La Fleurette, Rec. 329, RDP 1919, 
239, conclusions Corneille, note G. Jèze. 

153) 적법한 법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그 밖의 사례로, CE 30 juillet 2003,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e l’aquaculture, n° 258487-258626(법률상 보호종

인 가마우지로 양식업자들의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CE Ass. 8 
février 2007, Gardedieu, AJDA 2007, 588(국제조약의 준수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국제법을 위반한 법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154) CE 30 novembre 1923, Couitéas, Rec. 789, S. 1923, 3, 57(정부가 튀니지 보호령에 

위치한 원고 소유지에서 원주민 8,000명의 퇴거를 명한 민사법원 판결의 집행에 원

조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
155) 적법한 행정입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으로는 CE 2 février 1963, Commune 

de Gavarnie Rec, 291(피레네 산맥 가바르니 계곡의 등산로에서 노새나 자동차와 보

행자 사이에 사고가 빈발하자, 시장이 등산로 중 하나는 보행자 전용, 나머지 하나

는 노새 및 자동차 전용으로 정하는 명령을 하였다. 노새 및 자동차 전용 등산로에

서 영업을 하는 기념품 판매상이 위 명령으로 심각한 영업상 타격을 입었음을 이

유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위 명령으로 원고가 특별하고 비정상적

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꼬뮨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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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한 것이다.156)

⑶ 무과실책임의 특별한 예 : 공공시설(공사)로 인한 책임

공공시설공사(les travaux publics) 또는 공공시설157)(l’ouvrage public)이 원인

이 된 손해에 대하여는 여러 유형의 책임제도가 적용된다. 먼저 공공시설공사

장에서 근로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참여자가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공사

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시설공사나 시설관리

상의 역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158) 다음으로 공공시설 이용자가 그 시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과실책임이 적용되지만, 판례는 이 때 과실이 추정된다

고 보고 있다.159)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공사)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공공시설(공사)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얻은 바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용자보다 

보호가 강화된다.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제3

자는 공공시설(공사)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160)161)

156) CE Ass. 22 octobre 2010, Bleitrach, Rec. 499, conclusions D. Roger-Lacan, RDP 2011, 
555, chronique H. Pauliat. 위 판결을 위험책임이나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에 따

른 책임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로 Didier Truchet, Droit 
administratif, 2013, p. 430 참조.

157) 공공시설이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동산인 시설을 의미하

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는 자연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Pierre 
Bandet, Les responsabilités encourues en matière de dommages de travaux et d’ouvrages 
publics, 2002, pp. 35-40 참조).

158)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56 참조(CE 4 octobre 
1967, Seita c. Luciani, Rec. 949 등을 예로 들고 있다).

159) CE Sect. 26 juin 1992, Commune de Bethoncourt c. Consorts Barbier, Rec. 268.
160)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 201;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25 참조.
161) 샤쀠는 판례상 인정되는 무과실책임 영역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공시설(공사)로 인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예외적으로 공공시설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 사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이

유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며, 공공시설(공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즉,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하여는 제3자와 이용자를 불문하고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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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관계

무과실책임은 피해자가 행정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불가항력과 피해

자의 과실만이 면책사유가 되며, 우발사고(le cas fortuit)나 제3자의 행위는 면

책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다.162) 그렇다고 무과실책임

이 과실책임에 비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

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실책임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지만 무과실책임은 직권조사사항이다.163) 따

라서, 원고가 행정의 과실을 주장ㆍ입증하지 않으면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

지만, 판사는 원고의 주장ㆍ입증 없이도 직권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에까

지 나아가 판단할 수 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는 판결에는 무과실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함께 들어가 있

다.164)165) 반면에 원고가 무과실책임만 주장하였다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

해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판사가 과실책임에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무과실책임은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예외적인 제도

이다. 입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분야와 공공시설(공사)에 의한 손해

부담 앞의 평등 원칙 파괴를 이유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339, 1354-1356, 1365-1366 참조). 

162) René Chapus, op. cit., 2001, p. 1335 참조(한편, 샤쀠는 무과실책임이 행정 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과실책임보다 유리하며, 때문에 행

정이 배상만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무과실책임

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63) 직권조사사항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그 효과에 관하여 자세히는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304-311;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p. 323-325 참조.

164) Lara Karam-Boustany, op. cit., p. 323 참조(CE Sect. 29 novembre 1974, Époux 
Gevrey, Rec. 599, n° 89756, conclusions Bertrand 등의 판례를 들고 있다). 

165) 따라서 원고는 과실책임을 원인으로 한 책임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무과실책임을 원인으로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Benoît Delaunay, op. cit., p. 
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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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에서와 같이 판례가 축적된 분야를 제외하면,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행정작용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책임은 여전히 행정책임의 일

반법(le droit commun)이고,166) 무과실책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만 인정된다. 뒤기(Duguit)는 100여 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제로 진

화가 완성되었다. 행정의 책임은 공역무의 작용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행정상의 위험책임이다.”167) 

그러나 뒤기가 선언한 것과는 달리 무과실책임 제도는 여전히 보조적인 제도

로서 과실책임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68) 

166) “공권력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다.”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93 참조.

167)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e droit public, 1913, p. 262.
168)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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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무과실의 성격과 내용

역무과실은 과실책임제도의 중심개념이다. 제1장에서는 역무과실책임제도의 

기본구조를 확인하면서 주로 개인과실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 장에서는 역무과실을 개인과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역무과실의 고유한 성격과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민법상 과실과 다

른 역무과실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한 다음, 역무과실책임의 구

조와 역무과실의 객관성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역무과실의 유형과 

판단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역무과실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 행정의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중과실’이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역무과실로서의 중과실의 의미와 적용분

야, 인정 근거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1절 역무과실의 성격

역무과실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의 과실, 역무의 과실이다. 이는 다

른 나라의 국가책임제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요소이다.169) 그러

나 역무과실의 독자성(l’autonomie)이라는 주제는 다른 나라 행정책임제도와 비

교한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꽁세이데따는 제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재판소에 대항하여 책임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역무과실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오리유(Hauriou)나 두에즈(Duez)와 같은 

학자들도 민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독자적이고 고유한 개념으로서 역무과실을 

169)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제도와 달리 행정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간접책

임을 지는 것이 유럽 각국의 지배적인 시스템이다 (Benoît Delaunay,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droit comparé,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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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전통적 이론이다. 역무과실

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역무과실의 독자성에 대한 지

난 100여 년간의 이론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전통적 이론

1. 전통적 이론의 생성

⑴ 19세기 중반의 상황

독자적인 책임법리를 찾으려는 꽁세이데따의 노력은 1855년의 로쉴드

(Rotschild)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블랑꼬 판결의 모태가 된 이 판결에서 꽁

세이데따는 국가의 책임은 일반적ㆍ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무의 성격과 역무

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행정만이 그 책임의 요건과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70) 그러나 위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

는 민법과 다른 책임의 요건과 기준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꽁세이데따의 논리는 그 방점이 행정재판권의 확립에 찍혀 있었고, 공법학자들

은 민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과실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171) 그러나 1873년 블랑꼬 판결 이후 국가 등에 대한 책

임소송의 재판권이 행정재판소에 있음이 확립되었고, 또마조 그레꼬(Tomaso 

Greco) 판결172)과 옥세르(Auxerre) 판결173)이 선고된 1900년대에 이르러 민법

상의 과실과 다른 독자적 책임 요건으로서의 과실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0) CE 6 décembre 1855, Rotschild, Rec. 707.
171)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14 

참조.
172) CE 10 février 1905, Tomaso Greco, S. 1905, 3, 113, note M. Hauriou(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p. 529-539).
173) CE 17 février 1905, Auxerre, S. 1905, 3, 113, note M. Hauriou(Maurice Hauriou, op. 

cit., pp. 5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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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역무과실 이론의 생성

또마조 그레꼬 판결과 옥세르 판결은 모두 군사훈련 중의 총격사고로 인한 

국가책임이 문제된 사건들이다. 또마조 그레꼬 판결에서 원고인 또마조 그레꼬

는 메린느(Meyrigne)라는 헌병의 발포로 자신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사고가 잘 조직된 역무에 

의해 예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이 있다 주장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헌병의 총격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위 사고가 ‘역무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반대로 옥세르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원고 옥세르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 

군사훈련에 참여한 일단의 병사들 중 누군가가 발포한 총격에 의한 것이라 인

정하고, 이것이 그 발생경위에 비추어 “국가에 책임을 지울 만한 역무의 과실”

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174)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공무원의 특정 없이 역무조직의 잘잘못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전통적 이론에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오리유(Hauriou)는 원래 공적 부담 앞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과실’ 개념 대

신 ‘행정 사고’(l’accident administratif)에 대한 보장이라는 이론을 주장하였으

나, 위 두 판결을 계기로 역무과실 이론의 지지자로 돌아섰다.175) 오리유는 위 

두 판결의 평석에서 과실 이론이 책임의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해 주고 공무원

의 성실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책임 이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176) 

국가는 “역무에 내재된 보통의 성실성”177)을 한도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는 

174) 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p. 529- 
530 참조.

175) 오리유의 책임이론은 민법상 과실 개념을 수용한 1892년부터 1897년까지, 위험책임 

이론을 옹호한 1897년부터 1905년까지와 역무과실 이론을 지지한 1905년 이후로 나

누어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pp. 145-156 참조.

176) Maurice Hauriou, op. cit., pp. 535-539 참조.
177) Maurice Hauriou, op. cit., p. 539(“la diligence moyenne des service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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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위험책임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과실책임이 행

정책임의 중심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78)

떼씨에(Teissier)도 비슷한 시기에 역무과실을 역무의 잘못된 조직 또는 작용

이라 설명하였다.179) 띠라르(Tirard)도 공무원 개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이

론과 위험책임이론의 중간적인 이론으로서 행정이 공역무의 ‘잘못된 작용’(le 

fonctionnement à faux)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80) 이러한 

역무의 잘못된 작용은 비난가능성(la culpabilité)과는 전혀 무관하며 역무작용의 

불법성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요약되는 것이었다.181) 

2. 역무과실책임의 성격

⑴ 역무과실의 독자성

두에즈(Duez)는 1930년대까지의 판례와 이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역무과실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182) 두에즈는 로쉴드 판결이나 블랑꼬 판결에서 

책임이 “일반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 역무과실

책임이 행정책임제도에서 이미 일반법의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였다.183) 그는 

역무과실책임이 관할재판소와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서, 민

법전 제1382조 이하의 과실 개념에서 벗어난 행정법에 독자적인 개념임을 밝

히고, 그 독자성을 ‘직접성’, ‘익명성’, 그리고 ‘개별구체성’으로 요약하였다.184) 

두에즈가 제시한 위 특징들은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에 대한 전통적 이론의 

전형이 되었고, 현대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178)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39 참조.
179) George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 178 참조.
180) Paul Tirard,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203-216 참조. 
181) Paul Tirard, op. cit., p. 206 참조.
182)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p. 18-26 참조(초판은 

1927년에 나왔으며, 인용된 책은 제2판이다). 
183) Paul Duez, op. cit., p. 26 참조. 
184) Paul Duez, op. cit., pp. 18-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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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성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언제나 피용자 개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책임

은 피용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거나, 사용자가 타인인 피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설명된다는 

점에서 2차적이고 간접적인 책임이다.185) 반면, 역무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과

실을 거치지 않고 행정에게 직접 귀속되는 과실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이다. 피

해자는 공무원을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을 직접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186) “공무원은 행정에 흡수되어 단순한 톱니바퀴, 단순한 

기관이 된다. … 공무원은 공역무와 하나가 되어 공역무 속으로 사라진다.”187)

2) 익명성

역무과실은 반드시 확인된 특정 공무원의 과실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

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역무의 잘못된 운영으로 족하다.188) 이를 역무

과실의 ‘익명성’(l’anonymat)이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이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익명의 

공무원이 저지른 과실일 것을 넘어서 과실의 판단 자체에서 자연인인 ‘공무원’

이 소거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과실의 판단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소거되

185)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21 참조. 두에즈는 사용

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을 민사학계의 통설로 소개하고 있으나. 늦어도 1950년경에

는 사용자책임을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통설이 된 것 같다(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p. 61-62 참조).

186) Paul Duez, op. cit., p. 20 참조. 
187) Paul Duez, op. cit., p. 20. 
188) Paul Duez, op. cit., p. 21 참조. 두에즈는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역무과실의 성격을 논하였는데,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이 특

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무가 행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만을 지칭하여 ‘공
역무의 과실’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두에즈가 말한 ‘역무의 과실’은 행정에 책임

을 귀속시키는 일반적인 ‘역무과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역무과실’과 ‘역무의 과

실’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20면, 각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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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과실의 객관적 성격과도 연결된다. “역무과실이 이와 같이 공무원의 

개인적 과실로부터 분리되면 익명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이것이 

위 개념에 고유성을 부여한다.”189)190)

3) 개별구체성

역무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두에즈는 이것을 과실의 개별구체성

(le caractère nuancé)이라고 하였다.191) 이는 “구체적으로 판단된 역무의 보통

의 성실성”192)이 과실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오리유의 설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 민법상 과실은 추상적으로 판단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또한 민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의 한 측면으로 생각되었다.193)

⑵ 책임구조의 독자성

역무과실은 공무원으로부터 분리된 객관적 과실이자 행정 자신의 과실이며,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전통적 이론은 역무과실책임의 

구조를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라페리에르나 오리유와 같은 학자들은 행정과 공무원의 관계가 사용자

189)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22.
190) 보나르는 역무과실 이론이 민법상 과실 이론과 위험이론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 보

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과실’에서 벗어나면서도 과실 사상을 유지하는 것

인데, 이 과실 사상은 특정된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 익명의 객관적인 과실이라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Roger Bonnard, note sous CE 25 janvier 1931, Garcin, S. 1931, 
3, 98(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8에서 재인용).

191) Paul Duez, op. cit., pp. 24-25 참조.
192)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39.
193) 여기서 ‘추상적 판단’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지켜야 했던 기

준을 추상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비추어 과실 여부를 판단함을 의미한다(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479-4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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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지 않음을 들어 민법상 과실과 다른 역무과실의 독자성

을 설명하였다.194) 민법에서는 법인이 기관 또는 피용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하

지만, 공법인은 공무원을 선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인 공

무원을 피용자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195) 역무과실은 행위를 직접 행한 하

급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과실이 아니라 역무 조직, 규율, 감독상의 하자를 이유

로 역무를 통솔하는 행정청에게 귀속되는 과실이다.196) 

오리유는 국가의 법인성을 들어 역무과실이 역무에 귀속되는 메커니즘을 설

명하였으며, 이 부분에서 특히 역무과실 개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에 따르

면, 역무과실은 결국 공역무의 뒤에 있는 국가라는 법인에 귀속되는 과실이다. 

과실은 필연적으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공역무

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197) “법인격(la personnalité 

juridique)은 모든 능력의 중심에 있으며, 책임능력도 이 법인격에 있다. 공법인

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법인은 결국 개인들

의 의식(la conscience)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198) 국가와 기타 공공단체는 자

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체,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과실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한 행위는 공무원 개

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 등의 행위로서 그 법적 효과가 국가 등에게 귀속한

194) 오리유는, ‘역무과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역무행위(le fait 
de servi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역무행위에 과실이 있을 때 역무의 책임이 인정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933, p. 528 참조, 이 책은 오리유의 사후에 아들인 앙드레 오리유가 낸 개정판이다).

195)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은 대부분 시험과 근무 연수를 따르고, 군인과 같이 복무가 

의무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는 피용자의 모든 행위를 감독할 수 있

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는 법규와 일반지침에 의할 수밖에 없고, 모든 

역무를 감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1, 1896, p. 679; 
Maurice Hauriou, op. cit., pp. 516-519 참조).

196) Maurice Hauriou, op. cit., pp. 526-530 참조. 
197)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II, 1929, p. 485 참조.
19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933, pp. 5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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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오리유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는 이것이 사회유기체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허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뒤기(Duguit)는 오리

유의 법인론과 과실책임론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단체는 법률가의 상상을 제외

하면 결코 인격을 가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과실을 단체에 귀속시

킬 수 없다는 것이다.199) 그는 허구에 불과한 공법인이 아니라 행정의 재산이 

역무의 조직이나 작용에 의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판례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200) 그러나 오리유가 객

관적인 실재로서 국가의 법인성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후세의 대

체적인 평가이다. 국가의 법인격은 국가에 대한 책임 귀속과 같은 문제를 설명

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201)

3. 역무과실책임의 근거

전통적 이론은 역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을 포함한 모든 공법상 책임제도가 

공법상의 독자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사상도 공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202) 예를 들어 두에즈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 모든 행정

책임제도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르면, 행정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는 모두 공적 부담으로 볼 수 있

다.203) 그러나 위 원칙이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지는 못하며, 역무과실이나 위험 등의 개념이 위 

199)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e droit public, 1913, p. 232 참조.
200) Léon Duguit, op. cit., pp. 233, 262(판례가 역무과실이나 과실의 추정을 말하지만 사

실은 역무작용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무과실책임

이 인정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201)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pp. 31-32, 366-372. 참조.
202)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312 참조.
203) Paul Duez, op. cit., pp. 312-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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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원칙을 구체화하는 법기술적 장치, 즉 책임의 요건으로서 기능하게 된

다.204) 이러한 생각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역무과실책임의 지도 원리

로 삼은 떼씨에나 띠라르의 생각과도 유사한 것이었다.205) 반면에 뒤기는 역무

과실책임 또한 일종의 위험책임이라는 전제에서 사회보장(l’assurance sociale) 

사상만이 행정책임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206)207)

Ⅱ. 역무과실책임의 독자성에 대한 도전 

1. 독자성 부인론의 대두

1930년대에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전통적 이론은 학계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졌고 소수의 비판자가 있을 뿐이었다.208) 그러나 1950년을 전후하여 

공법과 사법 양쪽에서 전통적 이론에 공격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주도

204)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313 참조.
205) 떼씨에는 공적 부담 앞의 시민의 평등 원칙이 책임의 근거가 되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나 공익을 위한 정상적인 역무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

는 원칙이 책임의 인정 기준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였다(George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 178 참조). 띠라르도 위 원칙이 책임의 진정한 근거라는 전제에서, 역무과

실이 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수단이라 하였다(Paul Tirard,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138-149 참조).

206)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e 3, 1923, p. 435, 450 참조.
207) 오리유도 초기에는 행정사고의 위험에 대한 상호보장이 행정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으나(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pp. 149-150 참조), 행정사고로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 파괴되었

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한 바 있다[note sous CE 13 janvier 1899, 
Lepreux, S. 1900, 3, 1(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24) 참조]. 오리유

가 역무과실 이론을 지지하게 된 이후에 책임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208)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09;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5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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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에장망(Eisenmann),209) 샤쀠(Chapus), 그리고 민법학자인 

꼬르뉘(Cornu)다.210) 책임제도는 공법과 사법 모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la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과 물건으로 인한 책임(la responsabilité du fait 

de chose)으로 나눌 수 있으며,211) 역무과실책임이 책임의 구조, 법적 성격, 근

거에있어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역무과실의 절대적인 독자

성과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이다. 

2. 역무과실책임의 성격

그들은 공법상 과실책임도 사용자책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

임으로서 간접책임이라 주장하였다. 즉, 공법상 과실책임제도는 공무원의 과실

을 공공단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다. 이는 공공단체와 공무원의 관계가 사용

관계와 같기 때문이고, 역무과실이 사실은 공무원의 과실이기 때문이다. 

⑴ 책임구조의 독자성 부인

사용관계는 명령하고 지시할 권리 있는 자와 그를 위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자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공공단체와 공무원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209) 에장망은 1949년에 발표된 논문(Charles Eisenmann, Sur le degré d’originalité de 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s personnes publiques, JCP, 1949, 1, p. 741 et s)에서 

이하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장망 사후 에장망의 강연 등을 엮어서 

편찬한 1983년의 Cours de droit administratif, Tome 2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210) 그 밖에 기예노(Guyénot)의 문헌도 많이 인용되고 있다(Jean Guyénot, La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morales publiques et privées, 1959).
211) 프랑스 민법전 제1382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l’homme)의 모든 행위

는, 그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의무를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1384조는 제1항에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의 행위나 자신이 관리하는 물건의 상태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주인과 사용자는 그들의 가사사용인과 피용

자가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지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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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위 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212) 즉, 역무과실책임은 사용자책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샤쀠와 꼬르뉘는 역무과실 및 역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개인과실이 

사법상의 직무과실과 같고, 직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 행정의 책임이 인정

되지 않는 개인과실이 사법상의 개인과실(마찬가지로 사용자책임이 부인된다)과 

같다고 보았다.213) 이렇게 보면 국가 등 공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 범위

가 같게 된다. 차이점은 역무과실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공공단체도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뿐

이다. 민법전 제1384조 제4항의 해석상 피용자와 사용자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한 후 피용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꼬르뉘와 에장망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였으나, 

샤쀠는 이를 예외적인 것으로 축소해석하였다. 역무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자체

가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민법과 달리 역무과실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행

정의 자율성 확보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그러할 뿐이라는 것이다.214)

⑵ 역무과실의 독자성 부인

독자성 부인론자들은 ‘과실’을 “의무의 위반”215) 또는 “법질서에 속하는 규칙

이나 규범의 위반”216)으로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공존하는 것이라 보

았다. 샤쀠는 자연인의 인식이라는 요소를 중시하여 과실을 ‘인식 있는 의무위

212)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71; 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 40;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p. 231-234 
참조.

213) Charles Eisenmann, op. cit., pp. 843-844; Gérard Cornu, op. cit., pp. 47-57; René Chapus, 
op. cit., pp. 225-226 참조.

214) René Chapus, op. cit., pp. 225-226 참조
215) René Chapus, op. cit., p.354; Gérard Cornu, op. cit., p. 191.
216) Charles Eisenmann, op. cit., p.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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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la violation consciente d’une obligation)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인식이 추정된다고 보았다.217) 꼬르뉘는 과실이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이라고 

보았다. 민법에서 ‘과실’은 모든 정신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을 검토하

여 의식세계를 밝힐 수 없고 이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철학적, 

도덕적 책임과 달리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행위자

의 인식을 요구하는 이상 주관적이라는 것이다.218) 에장망은 자연인의 인식이

라는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과실이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

난, 행위자의 심리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19) 그

러나 그는 과실이 주체, 즉 자연인인 공무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행위

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관적이라고 보았다.220)

두에즈는 과실을 행한 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역

무의 일반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이라 

표현하였지만,221) 독자성 부인론자들은 가해공무원의 특정이 가능한 ‘역무과실’

은 사법상 피용자의 직무과실과 마찬가지로 보고, 가해공무원을 별도로 특정할 

수 없는 ‘익명의’ 과실만을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로 구분하여 이를 

비판하였다.222) ‘과실’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는 이상 ‘역무의 과실’은 실제로는 

공무원의 과실인 것을 공법인에게 직접 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허구이거

나, 과실이 아닌 것을 과실이라 부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장망과 

샤쀠는 전통적 이론을 ‘유기체론’(l’organicisme) 또는 유치한 ‘의인화’라 비판하

217)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p. 353-355 참조. 
여기서 인식(la conscience) 또는 분별력(le discernement)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

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책임

능력(l’imputabilité)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218) 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p. 213-216 참조.
219)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36 참조.
220) Charles Eisenmann, op. cit., pp. 830-836 참조.
221)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21 참조.
222) Charles Eisenmann, op. cit., p. 834; Gérard Cornu, op. cit, p. 218; René Chapus, op. 

cit., p. 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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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라 주

장하였다. 모든 과실은 인간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23) ‘역무의 과

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무원들의 과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

무원인 자들의 과실이다.224) 역무의 과실 또한 민법상의 과실과 같은 개념이며, 

역무의 과실의 익명성은 실체법적 분석과 소송상 입증의 문제를 혼동한 데서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225) 반면에 꼬르뉘는 ‘역무의 과실’이라는 개념 자체의 

특수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것은 ‘과실’에서 주관적 요소를 들어내고 

‘의무의 위반’이라는 뼈대만 남긴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

다.226) 따라서 ‘역무의 과실’에서 ‘과실’이라는 표현 자체를 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꼬르뉘의 생각이었다.227)

3. 역무과실책임의 근거

위 학자들에 따르면, 역무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으로서 공법인이 직접 야기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과실책임이 아니라 일종의 ‘보장’(l’assurance)이다.228) 공법인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험자’와 같은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꼬르뉘는 개인의 과실책임만이 진정한 책임

이고, 민법상의 다른 책임이나 공법상의 과실‧무과실책임은 모두 엄밀한 의미

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하였

다.229)

223)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206 참조(사기

업의 경우에도 익명성이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224)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35 참조.
225) Charles Eisenmann, op. cit., p. 834 참조.
226) 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p. 188-189, 218, 249 참조.
227) Gérard Cornu, op. cit., p 257 참조.
228) René Chapus, op. cit., p. 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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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법상 책임과 공법상의 과실‧무과실책임을 아우르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꼬르뉘는 그것을 “안전의무”(l’obligation de sécurité)230)라 

하였고, 샤쀠는 “이익과 위험 사이의 연관관계”,231) 에장망은 “이익과 부담의 

상호관계”232)라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공법상 과실책임의 근거로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드는 두에즈 등의 견해에 반대하였다는 점이다. 공법상 책임

과 사법상 책임을 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의 근거도 단일해야 

할 것인데,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 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은 원래 과세불평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

고 그 범위 내에서만 헌법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모든 손해를 ‘공적 부담’으로 

볼 수 없고,233) 손해배상을 평등의 진정한 회복으로 볼 수도 없다.234) 이들은 

위 원칙이 보충적인 척도가 되거나,235) 엄밀히는 책임의 범주에 들 수 없는 예

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236) 

229) 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 255 참조.

230) Gérard Cornu, op. cit., p. 274.
231)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262, 342(“la loi 

de connexité entre le profit et le risque”).
232)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71(“le principe de 

corrélation entre avantages et charges”, ‘le profit’이라는 단어가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vantage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33) Charles Eisenmann, op. cit., p. 870; Gérard Cornu, op. cit., p. 264; René Chapus, op. 

cit., pp. 343-345 참조.
234) Charles Eisenmann, op. cit., p. 869 참조.
235) Gérard Cornu, op. cit., p. 264 참조.
236) Charles Eisenmann, op. cit., p. 872 참조(공익을 만족시키는 데 부합하는 적법한 활

동에 의해 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예를 들면 공공시설공사에 의한 영구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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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무과실이론의 현재

1. 독자성 부인론에 대한 평가

⑴ 독자성 부인론의 공헌

역무과실 이론이 생성 과정에서 민법상 과실이론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

았던 것은 아니다. 과실을 ‘의무의 위반’이라 정의하는 것도 민법의 영향을 받

은 것이다. 그러나 블랑꼬 판결 이후 행정의 책임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재판권

이 확보되자 학자들은 공법상 책임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더 이상 이를 연구하지 않았다.237) 새로운 이론은 이러한 이론의 맹목

성을 비판하고, 공법상 책임의 절대적인 독자성, 즉 공법상 책임이 사법상 책

임과 완전히 다른 개념에 의해 규율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공법

상 책임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독자적이고 고유한가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8)239)

⑵ 독자성 부인론에 대한 비판

독자성 부인론이 공법상 책임에 대한 재판관할을 일반재판소로 환원하거나 

민법규정을 직접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독자성 부인론은 역무과실 

자체를 포함하여 공법상 책임 전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고 공법상 책

임과 사법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단일한 원리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빠이예

(Paillet)는 이 점을 근거로 이들을 ‘일원론’이라 칭하였다.240) 그러나 이 비판론

237)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34 
참조.

238) Michel Paillet, op. cit., pp. 236-241, 특히 p. 238 참조.
239) 전통적 이론과 독자성 부인론 “양자 모두 판례의 설명에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역무의 과실’의 지위를 강화하였다”는 설명으로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589-590 참조.

240) Michel Paillet, op. cit., p.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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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법상 책임제도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물건으로 인한 책임이

라는 틀을 미리 설정해 두고 행정판례를 분석한 나머지, 판례가 꾸준히 제시해 

온 ‘역무의 과실’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해버렸다. 즉 독자성 부인론은 ‘역

무의 과실’을 공무원의 직무과실에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하위유형으로 판단

한다. 그러나 공법상 책임에서 예외적인 것은 ‘역무의 과실’이 아니라 공무원

의 개인과실이 역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

는 경우, 즉 책임의 중첩이 인정되는 경우이다.241)

2. 역무과실책임의 성격

역무과실책임은 민법의 책임법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법리를 만들

고자한 꽁세이데따의 노력의 산물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역무과실책임과 사용

자책임, 역무과실과 민법상의 과실에 관한 행정재판소와 일반재판소의 판례가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과실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⑴ 역무과실책임의 구조

독자성 부인론은 역무과실책임을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 사용자책임의 

일종으로 보아 역무과실의 간접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꽁세이데

따가 결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물건으로 인한 책임의 이분법적 구조를 

따르지 않았으며, 사용자책임과 동일한 책임귀속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242) 원래 민법전 제1384조 제5항은 자연인이 타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경우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의 책

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이 늘어나고 그 책임이 

241)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73 
참조.

242) 빠이예는 역무과실의 독자성과 고유성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Michel 
Paillet, op. cit., p. 2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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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자 일반재판소는 민법전 제1382조와 제1384조 제5항의 해석을 통해 법

인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파기원은 경영자(l’organe dirigeant)의 행위에 대

하여는 민법전 제1382조에 따라 법인의 직접책임을 인정하고,243) 나머지 피용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전 제138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의 대위책임을 인

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244) 반면에 꽁세이데따는 민법전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구성없이 ‘역무과실’이 공법인에게 직접 귀속되

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245) 법인이 자연인과 같은 생물학적 실체가 있음을 인

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의제(la fiction)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246) 이러한 의제

는 책임소송 실제에서 인정되는 역무과실책임 구조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방법

이자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47) 

사용자책임과의 차이는 공법인, 공무원, 피해자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공법

상 책임에서는 행정만이 역무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이 중첩되는 것은 원칙적인 경우가 아니다. 반면에 사용자

책임에서는 피용자의 직무과실에 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만이 책임을 지는 관계는 원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파기원은 2000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243) 최근 경영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전 제1384조 제5항을 적용한 판례가 있지만 위 

판례만으로 기존의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1151 참조).

244)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op. cit., pp. 1150-1151 참조.
245)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60 

참조.
246) Michel Paillet, op. cit., pp. 267-268;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163 참조.
247) 샤쀠는 “의제가 정당하다면, 즉 의제가 문제된 규칙을 설명해주는 가장 간명한 방

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면, 의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론에 대한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210 참조). 샤쀠는 역무과실이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는 의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지만, 빠이예는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의제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Michel Paillet, op. cit., p, 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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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피용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

였다.248)249) 위 판결은 공법상 역무과실책임과의 형평이 고려된 것이며, ‘임무

의 한계를 넘지 않은 피용자의 과실’은 공법상의 ‘역무과실’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50)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자, 피용자, 피해자의 관계가 공법상 

책임에서의 관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⑵ 역무과실의 객관성

1) 과실의 객관성의 일반적 의미

역무과실의 객관성 또는 주관성을 논하기 전에 ‘객관적’(objectif)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과실이 물리적 

요소(의무 또는 규범의 위반), 정신적 요소, 법적 요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

로 구성된다고 본다.251) 정신적 요소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과실을 이유로 행위자에 대하여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를 ‘비난가능성’(la culpabilit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과

248) Cass. Ass. plén. 25 février 2000, Costedoat, JCP G 2000, 2, 10295, conclusions R. 
Kessous et note M. Billiau.

249) 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1930년부터 피용자에게 고의가 없는 한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방법으로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없게 되었고

[1930년 7월 13일 법률 제36조, 이후 보험법전(Code des assurances) L.121-12조에 규

정되었다],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계약책임은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었다(Cass. soc. 27 novembre 1958, Bull. civ. IV, n° 1259, D 1529, 
20). 파기원 상사부에서도 1993년에 2000년의 판례변경과 같은 내용의 판례가 이미 

선고된 바 있다(Cass. com. 12 octobre 1993, Bull. civ. IV, n° 338). 위 입법 및 판례

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

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59호, 2012, 7-13면 참조.
250) Philippe Brun, Responsabilité civile extracontractuelle, 2009, pp. 296-300(위 판례는 임

금노동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피용자책임이 면책되는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는 아

직도 논란이 있다);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p. 24-25 참조.

251) Phillippe Brun, op. cit., p.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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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행위자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책임능력’(l’imputabilité)이

라고 하기도 한다.252) 민법전 개정으로 심신장애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고(민법

전 제489조의2),253) 분별력 없는 미성년자의 과실도 판례상 인정되기 때문

에,254) 민사과실의 판단에서 책임능력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255) 행위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위와 그 결과를 인식하였가라는 문제는 예외적으로 고의

(la faute intentionnelle)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된다.256) 이와 같이 프

랑스 민법에서 과실은 자연인의 과실을 전제로 논의되지만 책임능력이 요구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이 객관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자연인의 인식능력(le discernemen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저

지를 수 있는 능력, 피용자 등 타인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252)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 442 참조(그들은 책임능력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떠나

서, 책임능력이 과실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과실 외부에 있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보

고 있다. 이때의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고, 행위자의 일반적인 인식능력을 말하

는 것이다).
253) 민법전 제489조의2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에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

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68. 1. 3.자 법

률 제68-5호에 의해 신설되었다.
254) 파기원은 1984년부터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과 달리 프랑스 

민법전 제1384조 제4항의 부모의 책임이 미성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부모의 책임도 인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기도 하다. 미성년자의 과실과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는 남효

순, 프랑스민법상의 타인행위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제2호, 1997, 63-69면; 
여하윤, 미성년인 자(子)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

향, 민사법학 제41호, 2008, 451-482면 참조. 심신장애자와 미성년자의 과실 전반에 

관하여는 Phillippe Brun, Responsabilité civile extracontractuelle, 2009, pp. 186-189;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op. cit., pp. 682-705 참조.

255) Phillippe Brun, op. cit., pp. 185;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op. cit., 446-448면 참조. 

256) Phillippe Brun, op. cit., p. 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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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즉 책임의 귀속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257)

2) 역무과실의 객관성의 의미

역무과실의 ‘객관성’은 역무과실의 익명성, 즉 과실이 특정 공무원의 소행이 

아니라 공역무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이해된다는 점으로부터 나온다. 사

용자책임에서도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책임

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258) 사법에

서도 법인이 부여받은 목적을 달성되지 못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고 피용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259) 반면에 역무과실에서도 행위를 한 공무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역무과실의 특성이 아니라거나 

사용자책임에서의 과실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역무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공역무라는 독립체(l’entité)가 그러한 

과실을 행하였음을 인정하면 족하고, 굳이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260) “과실 뒤에 언제나 사람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잘못 작용한 

것은 역무이다.”261) 역무과실은 사람에 대한 요소 및 정신적 요소와 무관한 행

정의 ‘기능장애’(la dysfonction)를 의미하는 것이다.262)263) 따라서 행위자의 분

257)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449-450 참조. 

258)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op. cit., p. 295 참조.
259) Geneviève Viney, Déclin de la responsabilité individuelle, LGDJ, 1965, p. 354 참조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61
에서 재인용).

260) Michel Paillet, op. cit., p. 263;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588 참조.

261)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41.
262)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86, pp. 68-69 참조.
263) 에장망은 과실이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즉 공무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

라고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행위에 대하여 도덕

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의 심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

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견해와도 연결되어 있다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p. 829-8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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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 또는 책임능력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264) 나아가 역무과실은 자연인인 공

무원의 의사나 행위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은 이

를 말하는 것이다.265)

이와는 달리, 객관적 과실이란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자동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다. 브루아옐(Broyelle)은 주관적 과실이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행정에 가해지는 비난”266)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이는 손해의 예견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브루아옐에 따르면, 판례는 행정결

정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실을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행정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이 위법하면 행정에 대한 비난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267) 과실이 객관적인 것이 된다.268) 다만, 그는 

행정결정의 경우에도 주관적 과실 관념을 택할 것을 주장한다. 행정결정의 위

법성은 대개 이러한 비난을 야기하게 마련이지만, 행정이 적법한 결정을 내리

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269)270)

264)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66 
참조.

265) ‘역무과실’이 이와 같이 ‘공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달리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것이라면, 굳이 이를 ‘과실’이라 번역할 필요가 있

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la faute’라는 용어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여전히 민법에서도 같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꽁세이데따는 민법과 

다른 독자적인 과실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la faute’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지 않았다. 또한 ‘la faute de service’라는 개념의 주관성과 객관성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 연구의 대상이므로, 그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la faute’를 그대

로 ‘과실’이라 번역하였다.
266)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ro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의 A) 참조; 마찬가지로 과실이 비난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고 보는 견해로 Jean-Pierre Dubois,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49-51 참조.

267) 이를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제3장 참조.
268) Camille Broyelle, op. cit., I의 A 참조.
269) 크레골 꼬뮨 판결(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n° 296458)은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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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견가능성이 언제나 과실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행

정에게 결과의무271)가 인정될 때, 그리고 브루아옐도 인정하였듯이 행정결정이 

위법하여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견가능성이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다. 

예견가능성도 뒤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인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

견할 수 있는 외적 징후를 토대로 판단한다. 또한 역무과실에서는 비난가능성

도 개인의 능력, 의사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무의 조직과 

작용의 총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과실이 여전이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3) 민법상 과실과 역무과실의 접근

최근에는 민법상 법인의 책임 구조와 법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과실의 성

격이 역무과실책임의 구조 및 역무과실의 성격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책임이나 공

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72) 또한, 법인이 자신의 과실, 즉 조

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민법학계

발전소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아 발전소의 운행중지를 명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결정 당시에 주어진 정보만 놓고 보면 신속한 

운행중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꽁세이데따가 운행중지 결정 자체의 위법

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행정의 과실도 부인한 사건이다. 브루아옐은 이 판결이 

주관적 과실의 입장에서 행정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

은 예라고 보고 있다(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ro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의 B) 참조. 크레골 꼬뮨 판결

에 대하여 자세히는 뒤의 172-177면 참조.
270) 오당도 행정이 알 수 없었던 요소들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브루아옐과 견해를 같이 한다(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60 참조). 뒤부아도 과실이 비난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 보았지만,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Jean-Pierre Dubois,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49-51 참조).
271) 결과의무에 대하여 자세히는 뒤의 80-88면 참조.
272)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295-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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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273) 이 점은 최근의 민법전 개정 초안의 내용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2005년의 민법전 개정 초안(까딸라 초안)과 2012년의 민법전 

개정 초안(떼레 초안) 모두 대표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

자’(la défaut d’organisation ou de fonctionnement)가 있을 때에도 법인의 과실

책임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274) 

⑶ 역무과실의 독자성

역무과실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책임은 그 구조와 과실의 

성격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이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동

일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피해자가 다르게 취급받는 것은 부당

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법상 책임제도와 사법상 책임제도가 유사한 기법을 발

전시키고 상호 영향을 받게 된다.275) 반면에 가해자인 행정이 행하는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법상 책임의 독자성과 

고유성이 나타난다.276) 역무과실 이론의 독자성과 고유성은 결국 공역무와 이

273)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 450 참조. 다만, 파기원이 명시적으로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를 이유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예는 아직 없는 것 같다.
274) 까딸라 개정 초안(Avant-Projet Catala) 제1353조 제1항은 “법인의 과실은 대표자가 

저지른 과실뿐만 아니라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인한 과실도 포함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개정 초안에 관한 보고서는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라는 개념이 

현재 행정재판소에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사법에서도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reparation, Rapport à Monsieur Pascal Clément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22 septembre 2005, p. 156 참조; 떼레 개정 초안(Avant-Projet Terré) 제7조 제

1항도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의 과실 있는 행위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는 

법인의 과실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rançois Terré(dir.),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2011, p. 119 참조.

275)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17 참조.

276) Gabriel Eckert, op. cit., pp. 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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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공권력이라는 개념의 독자성과 고유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277) 

한편, 역무과실 개념에 대하여 전통적 이론에서 주장된 것과 같은 완전한 독자

성과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역무과실책임이 자기책임이고 역무

과실이 객관적 과실이라는 특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3. 역무과실책임의 근거와 기능

⑴ 역무과실책임의 근거

에장망, 샤쀠, 꼬르뉘가 과실 이외의 원칙을 책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역

무과실책임이 실은 과실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역

무과실책임이 행정이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지는 대위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책

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역무과실책임과 사용자책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자에 공통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법상 책임

과 사법상 책임의 공통된 근거로 과실이나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 아니

라 이익과 부담의 상호관계(에장망), 이익과 위험 사이의 연관 관계(샤쀠), 안전

(꼬르뉘) 등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전통적 이론은 사법상 책임과는 다른 독자적 책임제도로서 행정

책임제도를 구상하였고, 그 지도 원리로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제시하였

다. 현재에도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또는 그 보다 넓은 개념인 평등원칙은 

행정책임제도 전체의 철학적 기초 내지 헌법적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278)279) 그러나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또는 평등 원칙이 행정책임 전

277)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585-590, 704-706 참조; 비슷한 취지로,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17 참조(“이러한 특수성은 책임지는 자와 과실 있는 자 사이에 공

역무라는 제3의 개념이 들어가는 데에 있다”).
278) Laurent Richer, op. cit., p. 49; Maryse Deguergue, op. cit., p. 693; Pierre-Laurent Frier 

et Jacques Petit, Droit administratif, 2013, p. 610 참조.
279) 책임제도에 관한 이론은 행정책임의 인정요건을 연구하는 것이고, 책임의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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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과실,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등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각각의 직접 근거로 구성하는 견

해가 힘을 얻고 있다.280) 무과실책임을 위험책임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에 따른 책임으로 나누는 것도 이러한 견해에 따른 것이다.281)

⑵ 역무과실책임의 기능

원래 민법에서 과실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었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러나 역무과실은 사람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또

는 공법인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역무과실책임에 행위자

에 대한 비난이나 그에 따른 제재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여겨졌

다.282)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이나 안전, 사회 보장

과 같은 원리를 역무과실책임의 근거로 제시하게 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역무과실책임보다 무과실책임이 행정책

관한 이론은 위와 같은 요건하에 행정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 즉 행정책임의 

존재이유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Francis-Paul Bénoit,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8, pp. 685-686 참조.

280) Llorens-Fraysse, Le poids de la faute dans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roits, n° 5, 
1987, p. 69(과실을 과실책임의 요건이자 근거로 보는 견해,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257에서 재인용); Pierre Delvolvé, Le principe 
d’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1969, p. 491(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공공

시설공사로 인한 영구적인 손해와 적법한 행정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요

건으로 보는 견해,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693에서 재인용) 참조.

28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36; Jacqueline Morand- 
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25 참조.

282) 과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한 학자로 Robert-Édmond 
Charlier, note sous CE 13 février 1942, Ville de Dôle, S. 1945, 3, 21(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44에서 재인용); 과실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한 학자로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p. 868-8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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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83)

그러나 리셰(Richer)는 비난가능성이 반드시 주관적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

은 아니며, 객관적ㆍ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284) 행정에

게는 과실을 피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저지른 데 대한 비난과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85) 빠이예도 역무과실이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위반자인 행정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286) 역무과실은 또한 행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통

제(la fonction de contrôle)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287) 애초에 행정책임에 대한 

재판관할이 행정재판소에 인정된 것도 위 소송이 행정활동에 대한 판단을 전

제로 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역무과실책임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

에 여전히 책임제도의 중심에 있으며, 무과실책임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책임에서 제재 및 통제적 기능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이 최근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8)

283) 이러한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388-392 참조.

284) 리셰는 민법학자의 견해(Alber Rabut, De la notion de faute en droit privé, Thèse 
Paris, 1946, p. 171)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50).

285) 리셰는 역무과실에 주관적 요소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보았고 과실

의 제재적 기능은 이러한 주관적 과실의 경우에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논리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Laurent Richer, op. cit., 
pp. 140-143, 554-550 참조).

286) Michel Paillet, op. cit., pp. 381-383 참조(실제로 손해가 없거나 손해의 정확한 범위

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꽁세이데따가 상징적 의미에서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287) Marcel Waline, Le pouvoir discrétionnaire de l’administration et sa limitation pa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RDP 1930, pp. 209-210 참조.
288) Conseil d’État, Rapport annuel 2005, Responsabilité et socialisation du risque, p.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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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무과실의 내용

역무과실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의 과실이며, 역무의 조직 또는 작

용상의 하자이자 행정에게 부과된 의무의 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과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역무과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행

정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과 행정이 역무수행에서 부딪히는 상황의 다양성

만큼 역무과실의 종류와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판례상 인정되는 역무과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역무과실

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역무과실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I. 역무과실의 정의

1. 역무과실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역무과실의 일반적인 개념정의는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

는다. 꽁세이데따의 판례는 간략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꽁세이데따 스스

로가 정한 엄격한 틀에 구속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넓은 판단의 자유

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289) 따라서 역무과실의 개념정의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역무과실의 정의를 다루는 문헌의 대부분은 과실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290) 행정활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과실이 문제되는 상황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289)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140-141; Duncan Fairgrieve, 
State Liability in Tort, 2003, p. 103 참조. 

290)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58 참조(“역무과실 

개념은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역무과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86, p. 64 참조(과실을 정의하려는 “학설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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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역무과실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기준을 제시한다. 

역무과실은 개인과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정의된다.291) 그리고 역무과실

의 특성과 관련하여 ‘하자 있는 역무작용’(le fonctionnement défecteux du 

service) 또는 ‘공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잘못’(la mauvaise organisation ou 

le mauvais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이라는 정의가 제시된다.292)293) 이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과실을 일정한 유형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요약적인 정의만으로

는 무엇이 역무의 조직ㆍ작용상의 하자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이다.294) 이들은 쁠라니욜(Planiol)이 민법상 과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선재(先在)하는 의무의 위반’295)(l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préexistante)이

라는 정의를 다시 들고 온다.296)297) 

291) Pierre Dareste, Les voie de recours contre les actes de la puissance publique, 1914, p. 
548 참조(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622에서 재인용).

292) Georges Teissier, conclusions sur CE 29 février 1908, Feutry, S. 1908, 3, 97(“역무의 

잘못된 조직, 잘못된 작용, 잘못된 집행”);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p. 21-22(“역무가 그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59(“공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잘못”);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86, pp. 
68-69(“역무의 작용상 하자” 또는 “행정기구의 기능장애”) 참조.

293)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판례로 CE 10 juin 1988, Parize-Farin, n° 58109, RDP 1989, 
551[“공로(公路)에서 전통행사를 구경하던 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꼬뮨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 공공단체에게 공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이나 구경꾼의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된 경찰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

다”].
294)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03; 

Maryse Deguergue, op. cit., p. 622 참조.
295) Marcel Planiol, Études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Rev. Crit., 1905, p. 287.
296) Michel Paillet,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95-96; Maryse Deguergue, op. 

cit., pp. 622-626(이것이 과실 개념의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본질이라고 한다) 참조.
297) 꽁세이데따 판례상 ‘의무’ 위반의 유무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다. 예

를 들어, CE 10 décembre 1986, Adolphe, n° 54318, Rec. 706(이혼으로 친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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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위반으로서의 역무과실

⑴ 의무위반의 의미

‘선재하는 의무의 위반’이라는 정의는 물리적 요소, 법적 요소, 정신적 요소

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과실 개념에서 정신적 요소를 제외한 부분, 특히 과실의 

법적 요소인 불법성(l’illicéité)을 의미하는 것이다.298)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능력 또는 자기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le discernement)

은 오늘날 민법에서 더 이상 자연인의 과실책임의 요건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법에서 역무과실을 정의하기 위해 차용한 ‘의무위반’이라는 표현에는 과실

의 주관적 요소는 들어있지 않는 셈이다. 

한편, 민법상 ‘obligation’이라는 단어는 협의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하는 급부, 작위 또는 부작위, 즉 ‘채무’를 말하는 것이지만,299) 공법

상 책임에서는 위 단어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역무과실책임에서 

‘obligation’은 채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정에게 부과되는 ‘임무’(le 

devoir), 즉 행동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다.300) 행정이 따라야 하는 유일한 의무

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을 준수할 의무이므로, 역무과실을 의무위반으로 설명하

는 것은 과실을 “법질서에 속하는 규칙이나 규범의 위반, 즉 법규범의 위

반”301)이라고 본 에장망이나 과실을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302)이라고 본 암셀

아버지에게 아들이 학교에서 교육상담을 받고 있음을 알릴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학교장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298)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p. 442-446 참조(불법을 의무의 위반이나 법에서 부과한 

규범의 침해로 이해하고 있다); 주관적 요소가 배제되면서 과실과 불법성의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설명으로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172 참조.

299) Gérard Cornu(dir.), Vocabulaire juridique, 2014, p. 699 참조(좁은 의미에서 의무란 개

인적 권리 또는 채권의 반대말,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00)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185 참조.
301)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30 참조. 물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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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Amselek)의 생각과도 연결된다. 학자들은 행정법에서 역무과실과 관련하여 

“의무라는 도식을 수단으로 원용하였지만, 법에 의한 행정활동의 구속이라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303)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법을 준수할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말은 결국 법을 위반하였다는 말을 둘러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실의 판단에서 ‘의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도 제기된다.304) 

⑵ 의무의 선재성

어떤 행위가 의무위반이고 따라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 당시

에 이미 의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의무의 ‘선재성’(la préexistence)

이라고 한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이 지켜야 하는 의무의 목록을 

미리 작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의무의 

‘선재성’이라는 성격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305) 그러나 의무의 선재성

은 의무가 그 위반 이전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

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의무가 인정

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의무를 특정할 

수 없다.306) ‘선재하는 의무’라는 것은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에

서 행정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

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307)

장망은 이를 자연인인 ‘공무원’의 과실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02) Paul Amselek, La détermination des personnes publiques responsables, Etude de droit 

pubic, 1964, pp. 120-121(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623에서 재인용).

303) Yves Gaudemet, Prolégomènes pour une théorie des obligation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Mélanges Jean Gaudemet, 1999, p. 620 참조.

304)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189-190 참조. 
305) Benoît Delaunay, op. cit., p. 187 참조. 
306)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p. 355-136 참조.
307) Charles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straitf, Tome 2, 1983, p. 8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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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개념정의 사이의 관계

역무과실은 ‘공역무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도 행정의 ‘선재하는 의무위

반’으로도 정의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종

종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과실은 “의무의 위반, 역무가 정확하게 작용되도록 할 의무의 위반”308)이

라고 볼 수 있다.

II. 역무과실의 분류

역무과실을 ‘공역무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보건,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건, 역무과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학자들은 역무과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노

력을 경주해왔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활동의 성격에 따른 분류 

역무과실은 과실이 있는 행정활동의 유형에 따라 법적 결정에서의 역무과실

과 사실행위에서의 역무과실로 나눌 수 있다. 위 분류는 역무과실의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결정이 위법하다면 무조건 역무의 단순과실이 인정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적 결정에서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결

정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된다. 반면에 사실행위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법성(l’illégalité)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309) 따라서 과실의 유형별 분석은 사실행위에서의 역무과실이 문제될 때 더 

308)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90.
309)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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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법적 결정의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3장에서 자

세히 보기로 한다.310) 

2. 의무의 태양 또는 의무‘위반’의 태양에 따른 분류

두에즈는 역무과실을 역무가 잘못 작용된 경우, 역무가 작용하지 않은 경우, 

역무가 늦게 작용된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311) 첫 번

째 유형은 지나치게 범주가 넓고, 나머지 두 가지는 행정의 부작위가 문제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312) 

의무 ‘위반’의 태양이 아니라 위반된 ‘의무’의 태양에 따라 작위의무위반과 

부작위의무위반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313) 사실행위 영역에서 행정에게 부작

위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행정의 태만’(la carence)이라고도 

불리는 작위의무위반의 검토가 중요하다.314) 작위의무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입법을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을 지체한 경우, 경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15)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결국 행정의 권한 불행사가 의무불이행, 즉 과실로 귀결됨을 의미

한다.

행정입법 제정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행정입법 제정을 위한 기한을 정해놓고 있더라도 그 기한에 훈

310) 프랑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행위에서의 과실과 사실행위에서의 과실 모두를 

대상으로 아래의 분류를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오당은 역무과실을 법적 행

위에서의 과실과 사실행위에서의 과실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작위에 의한 과실(잘
못된 정보제공, 약속의 불이행, 기타의 위법한 활동들)과 부작위에 의한 과실(행정

의 태만, 나태, 부주의)로 나누었다(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p. 59-70 참조). 

311)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p. 27-37 참조.
312)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10 참조. 
313) Michel Paillet, op. cit., pp. 313-318 참조.
314) Michel Paillet, op. cit., p. 313 참조.
315) CE Sect. 18 novembre 2005, Société fermière de Campoloro et autre, AJDA 2006, 1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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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정으로서의 성격만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316) 언제까지가 행정

이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기한’(le délai raisonnable)인지를 결

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행정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행

정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317) 예를 들어, 2005년에 꽁세유데

따는 노동법전에서 제정하도록 한 데끄레를 법률 공포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서야 제정한 지체에 역무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318) 

3. 요구되는 의무의 정도에 따른 분류

⑴ 수단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

‘수단의무’(l’obligation de moyens)와 ‘결과의무’(l’obligation de résultat)의 구

316)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177 참조.

317)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책임 인정에 대하여 자세히는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198-200 참조.

318)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와 같다. 구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323-32조 

제2항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고용된 장애노동자가 업무의 내용, 자격, 업무량을 

고려하여 확정된 임금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가가 데끄레에 따라 일정비율을 보

조하도록 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데끄레의 제정이 미뤄지자, 원고인 브레따뉴 작

업장 협회는 노동부장관에게 위 데끄레 제정을 신청하였다. 장관이 이에 대하여 응

답하지 않자, 협회는 위 묵시적 거부의 취소와 국가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다. 꽁세이데따는 위 사건의 판결에서 위 데끄레가 법률이 공포된 2002. 1. 17.로
부터 3년 가까지 지난 2004. 12. 23.에야 제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위 데크

레를 제정하는 데 허용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2002. 12. 31.자로 도과하였으며 이러

한 이행지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 협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장

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했던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에 인정하였다. 다만, 
꽁세이데따는 소송계속 중에 데끄레가 제정되었음 이유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

였으며, 기록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장관이 데끄

레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CE 27 juillet 2005, Association 
Bretagne ateliers, n° 26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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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민법학자인 드모그(Demogue)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민법에서는 계약

상 채무의 중요한 구분기준이 되고 있다.319) 반면에 행정법에서는 수단의무와 

결과의무에 대한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고, 민법과 달리 주로 과실책임과 관

련하여 언급되고 있다.320) 결과의무는 특정한 결과를 달성할 의무를 말하고, 

수단의무란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사

용할 의무, 즉 ‘성실의무’321)(l’obligation de diligence)를 말한다.322) 결과의무와 

수단의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입증책임과 관계가 있다. 행정에게 결과의무가 인

정된다면 기대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과실이 인

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323) 

그러나 수단의무와 결과의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행정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수단의무만 인정된다고 설명하거나,324) 

행정이 수단뿐만 아니라 권한의 행사시점까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

의 작위의무위반, 특히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단의

무만 인정된다는 일반론을 제시할 뿐이다.325) 꽁세유데따가 ‘수단의무’나 ‘결과

의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326)

319) Hafida Belrhali-Bernard, Obligation de moyens et obligation de résultat,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135 참조.

320)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81 참조.
321) André Tunc, La distinction des obligations de résultat et des obligations de diligence, 

JCP, 1945, I, 449(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39에서 재인용).

322) Hafida Belrhali-Bernard, op. cit., p. 135 참조; 특정된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경우를 

결과의무, 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를 수단의무로 보고, 수단의무의 대표적인 예

로 화재진압이나 경찰권의 개입을 드는 견해로 Michel Paillet, op. cit., pp. 334-344 
참조.

323) Michel Paillet, op. cit., p. 341; Hafida Belrhali-Bernard, op. cit., p. 139 참조. 
324) Benoît Delaunay, op. cit., p. 182 참조.
325) Michel Paillet, op. cit., p. 337 참조.
326) 소송당사자들이 주로 결과의무위반을 주장하며, 꽁세유데따가 ‘결과의무’라는 표현

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예외적이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Thomas Bompard, 
Éducation des enfants handicapés: droit-créance et carence de l’État (à propos de l’arrêt 
du CE 4e et 5e sous-section réunies, 8 avril 2009, n°311434, Laruelle), RDP 20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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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세이데따가 결과의무를 인정한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것으로 1972년의 마

라부(Marabout) 판결327)이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파리 16구

에 있는 골목의 주민인 마라부는 골목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권 침

해를 이유로 파리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문제된 도로는 폭이 4m, 

길이가 65m이고 한쪽 끝이 막혀 있는 골목길로, 1959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주차가 전면금지된 곳이다. 그런데 위 사도에 항

상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이 통행에 지장을 입고 

유사시에 비상차량이 골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경찰은 불법주차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였다. 꽁세이데

따는 위 판결에서 “교통경찰이 파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 

행정청이 주차금지명령 준수와 주민의 접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규상 또

는 집행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

다.328) 

위 표현을 들어 꽁세이데따가 결과의무를 인정하였다는 견해가 다수 있

다.329) 그러나 발린(Waline)은 1973년에 위 판례에 대한 평석에서, 경찰이 족쇄

채우기나 견인 등 효과적인 대처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

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로가 매우 많고 운전자들의 주차위반이 만연한 

반면 단속인원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꽁세이데따가 중과실을 인정한 것은, 

p. 207 참조.
327) CE Ass. 20 décembre 1972, Ville de Paris c. Marabout, AJDA 1972, 581, chronique 

P. Cabanes et D. Léger, et 625, conclusions G. Guillaume, RDP 1973, 832, note M. 
Waline, JCP 1973, 2, 17373, note B. Odent, G. Pal. 1973, 1, 265, note J.-P. Rougeaux

328) 제1심인 파리행정재판소는 파리 의 중과실책임을 인정하여 파리 에 2,000프랑

의 배상을 명하였다. 꽁세이데따도 항소심에서 파리 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

결을 확정지었다.
329)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43; 

Hafida Belrhali-Bernard, Obligation de moyens et obligation de résultat,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135 참조. 그 밖에 꽁세이데따가 “결과

의무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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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도로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

면 한두 대의 불법주차로도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점, 주민뿐만 아니라 사

고시에 소방차의 접근도 불가능한 점, 이미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

던 점 등 당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0) 즉 위 

판결은 수단의무의 위반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331)

⑵ 결과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최근의 사안들

최근에는 결과의무가 헌법상 ‘청구권’(le droit-créance)의 실효성 있는 행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학습권과 주거권 문제가 그것이다. 

1) 장애아의 학습권과 라루엘 판결

장애아의 학습권은 2005. 2. 11.자 법률 제2005-102호에 의하여 교육법전

(Code de l’éducation)에 편입되었는데, 교육법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며, 일반교육 또는 도 특수교육위

원회가 각자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

가는 교육비용과 장애아 교육 전문조직을 구성할 책임을 진다(교육법전 L.112-1, 

L.351-1조 등). 위 법에 따른 학습권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유명한 판결이 라

루엘(Laruelle) 판결332)이다. 

장애아인 라루엘의 부모는 라루엘이 24시간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시설

에 배정되었음에도 위 시설에 자리가 없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교육을 

330) Marcel Waline,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p. 374-375 참조.
331) 발린은 위 평석에서 결과의무나 수단의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332) CE 8 avril 2009, Laruelle, n° 311434, AJDA 2009, 1262, conclusions R. Keller, D. 

2009, 1508, note Ph. Raimbault, RDP 2010, 210, note T. Bompard; 장애아의 학습권

에 관한 이전의 판결로 CE 27 janvier 1988,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c. M. 
Giraud, n° 64076, Rec. 39, AJDA 1988, 352, note J. Moreau, JCP 1988, 2, 21063, 
note J.-Y. Plouvin, RFDA 1988, 321, note C. Durand-Prinborgne, D. 1989, p. 109, obs. 
F. Moderne et P. Bon; CE 16 mai 2011, Beaufils, n° 318501, AJDA 2011, 1749, note 
H. Belrhali-Bernard(자폐아에 대하여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진단의 정도와 관련하여 

꽁세유데따가 라루엘 판결에서와 같은 입장을 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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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유로 라루엘을 대리하여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333) 

위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과실이 있음을 인

정하였다. 

국가는, 교육공역무를 조직할 일반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장애아가 효

과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

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태만

은 국가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이 되며, 행정은 수용시설이 부족하다거

나 장애아의 부모에게 보조금(l’allocation compensatoire)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꽁세이데따는 원심재판소가 행정에게 수단의무만이 인정된다고 보고 행정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

았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재판소로 환송하였다. 꽁세유

데따가 ‘결과의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판결

의 취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effectif)라는 단어

를 사용하였고, 재정부족을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을 결과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334)

333) 기욤 라루엘이라는 여아는 1995년생으로 선천적 유전질환이 있어 장애율이 80%에 달하

고 언어 장애가 있었다. 이블린(Yvelines) 도특수교육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éducation spéciale)는 라루엘을 하루 종일 교육을 책임지는 의료-교육시설에 배정

하였다. 그러나 라루엘은 위 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2004년까지 입학하지 못했다. 
라루엘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베르사이유 지방행정재판소에 책임소송을 제기

하였다. 위 재판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베르사이유 행정항

소재판소는 “일정한 장애아에 대한 학교교육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행정에게 수단의무만 인정되며, 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면 행정이 

위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파괴 주장도 배척하

였다. 사실관계와 항소심까지의 경과는 판결원문과 위 판결의 평석에서 소개된 사

실관계를 종합한 것이다. Thomas Bompard, Éducation des enfants handicapés: 
droit-créance et carence de l’État (à propos de l’arrêt du CE 4e et 5e sous-section 
réunies, 8 avril 2009, n°311434, Laruelle), RDP 2010, pp. 197-199 참조.

334) Thomas Bompard, op. cit., pp. 205-208(청구권적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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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권과 결과의무

｢대항력 있는 주거권(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의 창설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2007. 3. 5.자 법률｣335)은 국가가 자신의 힘으로 주

거를 마련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생

활할 권리’(le droit à un logement décent et indépendant, 약칭 DALO)를 보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은 건설주거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L.441조 이하에 편입되었다. 위 법률에 따르면 적절한 주거를 받

지 못한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조정을 거쳐 행정재

판소에 주거제공을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336) 행정재판소는 위 신청이 이

유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에게 주거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주거법전 L.441-2-3-1조).

위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적절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주거권을 구체

화할 국가의 의무를 수단의무에서 결과의무로 바꾸는 데 있다고 평가된다.337) 

현재까지 꽁세이데따의 판결은 없지만, 하급심에서 위 주거제공의무를 결과의

무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파리 지방행정재판소는 2009. 2. 5. 위 법률이 국가

를 입법자가 인정한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보장자로 지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는 견해);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316 참조;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Hafida Belrhali-Bernard, 
Obligation de moyens et obligation de résultat,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143 참조(꽁세이데따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지만, ‘결과의무’라
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연구관도 그러한 설명을 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위 판결이 결과의무를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와 혼동한 것이라 보고 있다). 
335) la loi n° 2007-290 du 5 mars 2007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336) 사회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건설주거법전 L.441-2-3조 제II항에 규정되어 

있다.
337) Nicolas Bernard,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vu de l’étranger: poudre aux yeux ou 

avancée décisive?, RDP 2008, pp. 852-8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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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338) 

⑶ 결과의무가 과실책임에서 차지하는 위치

행정에게 부과되는 의무 중에서 결과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

하다. 특히 행정의 재량권은 결과의무 인정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

다.339) 수단의무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과실이 원칙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

며, 실제 사건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다.340) 결과의무를 인

정하면, 의무의 정도에 따른 과실 판단이 가능해지고, 결과의무를 객관적 과실 

개념과 연결할 수 있으며, 책임소송을 통해 행정을 결과의 달성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된다.341) 반면에, 사법상의 채무(l’obligation)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행정과 사인의 관계를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342) 그 장단점이 어떠

하든 간에, 결과의무와 수단의무의 구분은 역무과실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343) 한편, 라루엘 판결은 장

애아의 학습권으로부터 결과의무를 도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법상 책임

에서 행정상대방 또는 공역무 이용자의 ‘권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38) TA Paris, 5 février 2009, Rougier, n° 0818813, AJDA 2009, 230 et 514, note P. 
Nguyên-Duy, DA, avril 2009, 43.

339)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342 
참조.

340) Hafida Belrhali-Bernard, Obligation de moyens et obligation de résultat,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p. 141-146 참조.

341) Hafida Belrhali-Bernard, op. cit., pp. 139-141 참조.
342) Hafida Belrhali-Bernard, op. cit., pp. 143-146 참조(그는 수단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별

은 작위의무위반에서만 의미가 있으므로, 결과의무가 과실의 모든 유형을 아우를 

수 없다고 본다).
343) Michel Paillet, op. cit., p. 3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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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권리침해가 과실책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미 1950년대부터 과실을 ‘역무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344) 이러한 시도가 널리 인정된 적은 없다. 헌법상 기본권을 유형화

하는 경향에 발맞추어 학습권이나 주거권과 같은 권리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

러한 권리에 대응하여 국가의 결과의무가 인정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

여 역무과실책임에서 권리침해가 차지하는 위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345) 행정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행정의 과

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한다.346) 과실은 여전히 

의무의 위반으로 이해되고, 권리침해는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

다.347) 권리는 책임 인정요건 중 손해의 판단과 관계가 있을 뿐이지만, 권리침

해가 손해 인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권리’란 특정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다면, 프랑스 행정법에서 공역무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

상대방의 지위는 해당 역무의 근거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행정상대방은 

행정에게 위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을 ‘주관적 권

리’(le droit subjectif)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프랑스 학자들의 생각이다.348) 공

344) Francis-Paul Bénoit, Le régime et le fondement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JCP 1954, I, 1178; Francis-Paul Bénoit,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8, 
pp. 687-693 참조; 위 견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비판에 대하여는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191-199 참조.

345)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320 참조.

346) Anne Jacquemet-Gauché, op. cit., p. 320 참조.
347)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288-294;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625 참조. 

348) Léon Duguit, De la situation des particuliers à l’égard des services publics, RDP 1907, 
p. 420(“권리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이행을 요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한다면 … 사인은 공역무 작용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

이 분명하다”); Benoît Delaunay, op. cit., p. 197 참조; 반대견해로 Roger Bonnard, 
Les droits publics subjectifs des administrés, RDP 1932, p. 707 참조(“주관적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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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에 대한 행정상대방의 권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역무가 근거법령에 따

라 적법하게 행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349) “역무이용자가 역무의 잘못

된 작용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350)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권

리는 행정의 의무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실인정에 

있어서 권리침해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권리침해와 의

무위반이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권리침해를 인정하지 않고도 결과의

무를 인정할 수 있다. 라루엘 판결을 책임소송의 근간을 바꾸는 판결로 볼 수

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위 판결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Ⅲ. 역무과실의 판단기준

1. 구체적 판단과 추상적 판단

⑴ 구체적 판단과 추상적 판단의 의미

‘구체적 판단’이라는 판단기준은 오리유(Hauriou)가 또마조 그레코 판결과 옥

세르 판결의 평석에서 역무과실이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역무의 보통의 성실

성”351)(la diligence moyenne des services publics appréciés in concreto)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 데에서 나왔다. 두에즈는 이 표현을 이어받아 역무과실이 민법

상 과실과 달리 구체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고, 그 판단요소로 시간적 상

황, 장소적 상황, 행정에게 부과되는 임무와 그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수단을 들었다.352)

누군가에게 객관적 법규칙에 따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이다”). 

349)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97 참조.
350) Denise Dorlencourt-Detragiache, Contribution à une théorie de la carenc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Thèse Paris II, 1972, p. 794(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291에서 재인용).

351) Maurice Hauriou, note sous CE 10 février 1905, Tomaso Greco, CE 17 février 1905, 
Auxerre, S. 1905. 3. 113(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I, 1929, p.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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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행동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행위자가 처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 판단의 극단적인 경우로 보고, 행위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구체적 판단의 극단적

인 경우로 본다면,353) 과실의 판단은 민사책임에서도 공법상책임에서도 위 양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민법학자들은 과실이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할 때 당

해 활동에 고유한 어려움과 특성들, 가해행위를 둘러싼 모든 외적 요소들을 고

려한다.354) 이것들은 행정법학자들이 구체적 판단요소로 드는 것들이다. 한편, 

행정의 ‘보통의 성실성’이라는 기준도 당해 역무뿐 아니라 유사한 역무에서 통

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민법상 과실의 판단기준인 ‘합리적인 사

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355) 과실에 대한 판단은 행동의 모델 또는 기준과

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부과된 의무, 손해가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다. 양자가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356)

빠이예(Paillet)는 역무과실이 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지만, 부수적으로 추상

352) 두에즈는 예를 들어, 평시보다는 전시나 야간에, 프랑스 본토에서보다는 식민지에

서, 역무수행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규나 지침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보

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피해자의 

지위와 공역무의 성격도 판단요소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오늘날 공공시설공

사에서 무과실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되는 내용이고, 후자는 단순과실이 요구되는 

경우와 중과실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어서 위에 들지 않았다(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p. 40-51 참조).

353)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013, p. 479 참조.

354) 예를 들어 가해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 등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Geneviève Viney, Patrice Jourdain et Suzanne Carval, op. cit., pp. 479-489 참조).
355)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55, 

161; 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p. 226-231 참조. 

356)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 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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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기준이 이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구체적 판단과 추상적 판단

의 의미와 그 관계를 위와 같이 이해하는 전제에서 그가 제시한 판단기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⑵ 구체적 판단요소 

빠이예는 역무과실이 기본적으로 구체적 방식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그

는 행정재판소가 역무과실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 판단요소 중 중요

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행정이 사용하는 수단, 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들었다.357)358)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은 판례에서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les 

circonstances de l’affaire) 또는 ‘시간적ㆍ장소적 사정’(les circonctances de temps 

et de lieux)으로 표현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표현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

려는”359) 재판소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행정작용을 실제상황 속에서 

판단하려는 고려”360)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주재 터키대사

와 그 운전자가 테러로 사망한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

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시간적ㆍ장소적 사정’

357)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155-160 참조.

358) 리알(Rials)은 구체적 판단 요소로 시간적ㆍ장소적 상황, 행정이 처한 현실적 어려

움, 예견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피해자의 행

동’은 제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고려되는 것들이고 역무과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역무과실의 판

단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Stéphane Rials, Le juge administratif français et la 
technique du standard, LGDJ, 1980, p. 120 et s 참조(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UF, 1986, pp. 77-79에서 재인용).

359) Jean Rivero, Le Conseil d’État, cour régulatrice, D. 1965, chronique, p. 157(Michel 
Paillet, op. cit., p. 156에서 재인용).

360) Michel Paillet, op. cit., p. 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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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경찰이 테러가 발생하기 전 며칠 동안 터키대사를 밀착경호하지 

않은 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361) 

2)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행정재판소는 때때로 행정이 사용가능한 인적, 물적,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

였다는 사정을 역무과실의 판단에 고려한다.362) 그러나 행정재판소가 항상 수

단의 불충분을 고려하여 행정의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에게는 공

익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스스로 마련할 의

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행정의 의무를 완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363) 뒤의 

추상적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수단의 불충분 자체를 과실로 보는 경향도 분명

히 존재한다.

행정의 가용수단이 불충분한 점이 과실부인의 근거가 된 예로 다음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눈사태로 산장이 훼손되자 산장 소유자가 꼬뮨을 상대로 책임

361) 예네는 주프랑스 터키대사, 에레즈는 그 운전기사이다. 이들은 1975. 10. 24.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테러로 사망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이 판결에서, 
“‘시간적ㆍ장소적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이 기존에 이루어지던 것보다 더 강화된 

감시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 터키대사가 테

러가 일어나기 전 며칠 동안 ‘밀착경호’를 받아야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역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에 책임을 

지울 만한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는 판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CE Sect. 29 avril 1987, Consorts Yener et Erez, n° 
46313, 46314, Rec. 151).

362)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58 
참조(의료시설에서의 환자 자살이나 소방서의 화재진압 실패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인적ㆍ물적 자원 부족을 고려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363)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413-421 참조. 리셰가 예로 든 의료역무에서의 판례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한 아이가 병원에서 천연두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어린이병동

에 침상이 부족하여 아이가 성인병동에 수용되었는데, 위 병동에 천연두환자가 있

었던 것으로 추후 밝혀졌다. 아이는 위 환자로부터 천연두에 감염되었던 것이다. 
꽁세유데따는 병상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역무작용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

다(CE 18 novembre 1960, Savelli, Rec.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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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눈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꼬뮨이 시행

한 공사가 불충분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꼬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

장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지방자치법전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할 의무를 시 경찰행정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 꼬뮨이 시행한 공사로는 눈

사태를 완전히 방어하기에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꼬뮨이 재정적으

로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꼬

뮨의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64)365) 

3) 예견가능성

예견가능성은 역무과실책임에 관한 판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366) 예견가능성(la prévisibilité)이란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 단순한 가

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손해를 실제로 예견(la prévision)하거나 위험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367) 예견가능성을 과실의 주관적 요소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셰(Richer)는 예견가능성이 과실의 주관성

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판사가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외적 징후가 존재하였는지만을 문제삼고, 손해발생의 징후를 

364) CE 16 juin 1989, Asssociation Le ski alpin murois, n° 59616, Rec, 141.
365) 인적 자원의 부족이 과실 부인의 근거가 된 사건으로 에어-인터사 판결이 있다. 에

어-인터사는 1974. 3. 22. 저녁의 테러로 코르스(la Corse)의 바띠스따-뽀레따 공항에 

있던 자사 소속 여객기가 파괴되자, 국가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

건에서 꽁세이데따는 1973년에 코르스에 폭탄테러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보

타주의 성격, 일시, 장소, 그리고 목적을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점, 코르스에 주둔하

고 있거나 지원된 경찰인력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코르스 도지사가 손해

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적 행위나 사실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에 중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CE 10 février 1982, Compagnie Air-Inter, 
n°16137, RDP 1982, 1438).

366)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59; 
Duncan Fairgrieve, State Liability in Tort, 2004, p. 126 참조.

367)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76(리셰는 과실의 주관적 측면을 검토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예견하는 것과 예견가능성을 구별하였다); Michel Paillet, op. cit., p. 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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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실제로 알고 있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368) 즉, 예견가

능성을 인정하기 위해 행정이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확실히 알았다는 등의 사

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건발생의 개연성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예견가능

성은 과실의 주관적 요소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경찰행정, 감독, 공공공사 등 행정상대방이 손해

발생에 관여하거나 손해의 주된 원인이 행정 외부에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

며, 행정이 ‘포괄적 보장자’(l’assureur universel)가 되지 않도록 책임의 무한정

한 확장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369) 위의 눈사태 사건은 꽁세이데따가 손해발

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들어 과실을 부인한 예이기도 하다. 위 사건에서 원

고는 1966년에 도지사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산장을 지었다가, 1981년 발생

한 눈사태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건축허가가 있기 전에 도지사가 미리 눈사

태 위험을 고려하여 산장부지 일대를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지구로 결정

하거나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

구를 하였다. 그러나 꽁세이데따는 건축허가 시점에는 눈사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보았다. 1905년 이후 어떠한 눈사태도 산장부지 위에 

위치한 숲을 넘어서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꽁세이데따는 국가

가 산장부지를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나 위 건

축허가를 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70) 

⑶ 추상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빠이예는 행정재판소가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한 판단을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추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역무조직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결과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제시하였다.371)372) 이러한 경우 과실은 ‘적절한 행정’(la bonne administration)이

368)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79-90 참조.

369) Laurent Richer, op. cit., pp. 88-89 참조.
370) CE 16 juin 1989, Associatin Le ski alpin murois, n° 59616, Rec,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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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추상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되고, 역무작용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는 것은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373)

행정에게 결과의무가 인정될 때에는 추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행정이 완

수하여야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행정

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과실에서 벗

어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역무조직

상의 과실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행정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역무과실이 판

단됨은 앞서 보았지만, 행정은 그 역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출 임무도 

있다. 역무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적절한 역무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

다.374) 역무조직상의 과실, 또는 ‘조직과실’375)(la faute d’organisation)은 역무

작용상의 과실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상 명시적으로 인

정되고 있다. 조직과실 개념이 이용되는 대표적 분야가 공공의료역무 분야이

다. 여기서 조직과실은 “행정활동이 기술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

하는 민감한 문제에 부딪히는 대신, 기술적 영역으로부터 훨씬 제어하기 쉬운 

역무조직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376)이다. 이는 행정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고려하여 판례정책상 인정되는 것이라 설

371)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161-166 참조. 

372) 빠이예는 판례가 먼저 행정상대방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들어 역무

과실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권리

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행정활동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

음을 밝히고 있다(Michel Paillet, op. cit., p. 165 참조). 빠이예는 이를 결과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볼 이

유는 없는 것 같다.
373) Michel Paillet, op. cit., p. 164 참조.
374) Michel Paillet, op. cit., p. 162 참조.
375)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287.
376) Michel Paillet, op. cit., p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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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377)

역무조직상의 과실이 인정된 다른 예로 1975년의 꼬냑 (Ville de Cognac) 

판결을 들 수 있다. 피해자는 꼬냑 의 시영 수영장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3미

터 높이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허락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5미터 높이 다이빙대에서 허락 없이 뛰어내린 14세 소년과 부

딪혀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는 꼬냑 를 상대로 책임소송

을 제기하였다. 꽁세유데따는 허가받지 않은 다이빙대 이용을 금지하는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꼬냑 

가 ‘역무의 조직에 있어서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378) 

2.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

역무과실은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판단이나 추상적 판단도 결국 객관

적 판단의 방식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의 분별력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손해의 예견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실이 주관적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예견가능성은 행정의 사

실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법적 결정으로 인

한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셰와 빠이예는 판례가 매우 이례적이지만 의심할 나위 없이 주관적인 방

법을 사용하여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하였다.379) 이들은 꽁세이

데따가 행정의 가해의사나 고의를 역무과실의 전제로 삼은 판례를 근거로 제

377)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294-296;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162-163 참조.

378) CE 9 juillet 1975, Ville de Cognac, n° 92412, Rec. 413. 다만, 꽁세이데따는 5미터 

높이에서 허락 없이 뛰어내린 소년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

려하여, 꼬냑 가 손해액의 50%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79) Laurent Richer, op. cit., pp. 52-76; Michel Paillet, op. cit., pp. 167-170 참조.



96

시하였다. 예를 들어, 민법전 제1153조 제4항은 이행지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고의로 이행지체와 별도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연이자 이외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꽁세이데따가 이

를 원용하여 행정의 고의를 전제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380) 

또는, 행정이 사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

보제공 자체가 행정의 업무가 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고, 행정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정보제공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이외의 목적’이 인정되면 과

실이 인정된다고 한다.381)382)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역무과실이 이중적인 개념

이라거나 과실개념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

은 인정되고 있다.383)

3. 과실의 추정

⑴ 과실 추정의 의미

추정이란 “아는 사실로부터 모르는 사실을 추출해 낸 결과”384)이다. 과실의 

추정은 일정한 사실로부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의 존재를 도출

380)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65-66;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69 참조(CE 19 mai 1950, compagnie d’exploitation 
automobile, Rec. 304 등을 예로 들고 있다).

381) Michel Paillet, op. cit., p. 168 참조(CE 3 juin 1953, Société A. Carret, Rec. 260).
382) 리셰는 그 밖에도 행정의 불법구금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감독기

관이 구금의 불법성을 인식한 때부터 불법구금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

한 사례(CE 18 avril 1951, Nouveau, Rec. 19) 등을 역무과실이 주관적으로 판단된 

예로 들고 있다. 다만, 이러한 판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383)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623-624;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41 참조.

384) Gérard Cornu(dir.), Vocabulaire juridique, 2014, p.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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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385)386) 과실의 추정은 입증책임

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과실이 추정되면 행정은 별개의 원인이 

존재함을 입증하거나 추정에 의해 유추되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반증하

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학자들은 과실의 추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단순추정’(la présomption simple), 즉 일반적인 의미의 

과실의 추정이고, 다른 하나는 ‘반증이 불가능한 추정’(la présomption irréfragable)

이다.387) 

⑵ 과실의 단순추정

과실 추정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야에서 

나타난다.388) 공공시설 이용자가 그 공공시설 이용 중에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통상의 관리상의 하자’(le défaut d’entretien normal)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행정은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예

를 들어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간상

으로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389) 판례는 ‘과실’이라는 표

385)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44 
참조.

386) 과실의 추정은 민법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1957. 12. 31.자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관할이 일반재판소로 넘어가기 이전, 꽁세이데따는 파기원의 판례를 따라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추정하였고, 이후 책임의 추정을 인정하였다(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f, in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2, 2011, p. 648 참조).

387)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 312 참조.

388) 과실이 추정된 최근의 예로 다음의 판례를 들 수 있다. 생물학적 모가 딸을 입양

보낸 지 10여년이 지나 딸과 양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생물학

적 모가 딸과 양부모에게 접근하여 딸을 되찾겠다고 강요하고 매스컴에도 수차례 

이러한 의사를 밝히자, 딸과 양모가 아동보호국이 정보를 누설한 과실이 있음을 이

유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꽁세이데따는 딸과 양부모에 대한 정보 누

설이 제3자나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정보 누

설 사실이 아동보호국의 역무작용에 있어서의 과실을 ‘드러내’준다고 판시하여, 도
의 책임을 인정하였다(CE 17 octobre 2012, Bussa, n° 348440).

389) 까발리에 부부 판결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자동차로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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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신 ‘통상의 관리상의 하자’라는 말을 쓰지만, 양자를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390) 이러한 과실 추정은 과실책임의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행정을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391)

⑶ 반증이 불가능한 추정

의료역무 등 몇몇 분야에서는 과실 추정이 사실상 반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392)393) 의료 영역에서 과실의 추정은 주로 위험하지 않은 치료가 중

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인정된다.394)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재판소는 과실이 일어난 상황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로를 달리던 중 길 옆의 암벽에서 떨어진 돌을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도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암벽 일부분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낙석에 의한 사고가 예견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적절한 예방조치로 사고

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도로관리청이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에서 낙

석주의 표지판을 적절히 설치하여 위험을 알리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을 인정하였다. 꽁세이데따는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도가 도로에 

대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도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

단하였다(CE 21 octobre 1983, Époux Cavalier, n° 38847, Rec. 898).
    비슷한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쏟아져 있던 중유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도로에 중유가 쏟아진 시점이 사고 

시와 지나치게 가까운 시점이어서 관리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관리청이 중유로 인한 위험을 전혀 경고하

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관리청이 도로에 대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음을 입증하

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CE 14 mars 1980, Communauté urbaine de Bordeaux, n° 
13780, Rec. 152).

39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98 참조. 
391)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 314 참조.
392)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150-151 참조(과실이 없음을 반증할 수는 없지만,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과실을 들

어 면책될 수는 있다고 한다).
393) 이와 달리, 판례상 반증이 인정된 예가 없을 뿐이고 그것이 반증이 불허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 René Chapus, op. cit., p. 1299 참조.
394) CE 23 février 1962, Meier, Rec. 122(정맥주사로 사지마비가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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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395)396) 

의무적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병원내 감염에 관하여 과실의 추정을 

인정하는 판례는 이후 입법에 반영되었다. 1964. 7. 1.자 법률은 의무적 백신으

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2002. 3. 4.자 법률397)

은 외부요인에 의한 감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공의료시설이 책임을 지

도록 하고 있다.398) 이러한 경향을 들어 이른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추정은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여겨지기도 한다.399)

제3절 역무과실로서의 중과실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은 역무과실의 특징 중 하나이다. 민법전 제1382조 

이하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 단순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달리, 역무과실책임은 단순과실로 족한 영역과 중과실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나

뉘어 있다. 중과실책임제도는 블랑꼬 판결에서 말한 ‘국가의 권리와 사인의 권

리를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규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

다.400) 원래 중과실은 전통적으로 책임부인의 영역에 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책

395)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49 
참조.

396) 예를 들어, 병원내 감염이 문제된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피해자의 감염이 병원에

서의 검사 또는 추간판 헤르니아 치료, 특히 무균실에서의 치료 중에 일어난 것임

을 인정하고, 바로 뒤이어 그러한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의료진에게 무균 장

비와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의료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과실을 드러내주

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CE 9 décembre 1988, Cohen, n° 65087). 
397)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L.1142-1조 이하에 편입되었다.
398) 이를 책임의 추정이라고 한다(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14 참조). 
399) Michel Paillet, op. cit., p. 150;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262 참조.
40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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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행정의 책임 인정이 원칙이 된 

이후에는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다.401) 현재 중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영

역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그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 중과실책임의 개관

1. 중과실의 의미

역무과실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과실’(la faute lourde)을 정의하는 것

은 더더욱 그러하다.402) 중과실을 정의하는 학자는 거의 없고, 중과실은 “단순

과실보다 더 중한 과실”403)이라거나 “판사가 중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과

실이 된다.”404)라고 말할 뿐이다. 이것은 행정재판소가 중과실을 요건으로 요구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에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책임 인정 여부를 유연하

게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과실은 개인과실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과실의 중

대성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은 여전히 역무과실의 틀 안에서 행정의 책임을 인

정하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개인과실이 인정되려면 과실의 중대성 이외

의 다른 요소, 즉 역무와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

야 한다. 중과실이 주관적 과실, 즉 고의나 가해의사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401)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54-55, 108 참조.
402) 단순과실과 구별되는 가중된 과실은 1918년 판례에서 처음 나타났다. 초기에는 가

중된 과실이 ‘중과실’(la faute lourde), ‘중대한 과실’(la faute grave), ‘명백하고 특히 

중대한 과실’(la faute manifeste et de particulière gravité), ‘이례적으로 중대한 과

실’(la faute d’exceptionnelle gravité)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구별의 무용성이 지적

되어 왔다(Gérard Cornu, Étude comparé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droit privé 
et en droit public, 1951 pp. 232-235;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87 참조). 1960년대 이후 역무과실은 단순과실과 중

과실로 단순화되었지만, 여전히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03)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03.
404) Christophe Guettier, op. cit.,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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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행정작용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중과실이 어떠한 손해도 야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과실로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405) 꽁세이데따도 허가권자의 결정이 야기하는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

다.406) 그러나, 손해의 중대성이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꽁세유데따가 중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과 함께 손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407) 

빠이예(Paillet)는 중과실의 인정기준으로 기판력 준수 의무나 인간의 기본권 

존중 의무 등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

도 이를 방지할 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한 경우, 비정상적이고 의도적인 태만

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408) 중과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지만, 빠이예가 제시한 중과실의 기준은 중과실 개

념에 대한 개략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중과실책임의 인정 근거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를 학자들은 문제된 행정활동의 어려움과 특수성에서 

찾고 있는데, 위 두 가지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 첫 번째, 행

정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책임 인정을 제한하려고 할 때 중과실

책임이 적용된다.409) 행정활동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판

405)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325 참조.
406) CE 7 décembre 1990,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Les Mouettes, n° 85009, Rec. tab. 967.
407)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357-360 참조.
408) Michel Paillet, op. cit., pp. 346-360 참조.
409)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f, in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2, 2011, p. 648;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109;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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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요구되거나, 기타 활동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단순한 

과실은 용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는 점, 이러한 경우에 판사가 과실을 판

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 과실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행정활동에 과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410) 두 번째, 국가의 ‘재정고권

적 활동’(l’activité régalienne)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중과실책임 적용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행정재판소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재정을 보호하려는 의

사가 중과실책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411) 조세분야나 재판작용에서 중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412)

Ⅱ. 중과실책임의 적용영역

중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은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축소되었다. 지금은 경

찰행정, 사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독, 그리고 재판작용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중과실이 요구된다. 

1. 경찰행정작용

⑴ 중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의 한정

경찰행정 분야는 초기부터 중과실책임이 인정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르모니에 판결413)에서는 공로(公路)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la faute grave)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이 지금의 중과실과 같

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행정 작용 중에서 ‘현장에서의 사실행위’(l’opération sur le 

41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04 참조.
411)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p. 109-111 참조. 
412) Christophe Guettier, op. cit., pp. 110-111 참조. 
413) CE 26 juillet 1918, Époux Lemonnier, Rec. 761, D. 1918, 3, 9, S. 1918-1919, 3, 41. 

르모니에 판결의 내용에 관하여는 앞의 26-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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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요구되지만,414) 법적 결정으로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과실로도 행정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이해되고 있

다.415) 법적 결정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규범제정 행위이건 개별 결정이건 결

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416) 재판연구관 리베

(Rivet)는 끌레(Clef) 사건417)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장에서의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완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거리에서 질서

를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소송에 얽힐 우려로 경찰활

동이 무력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418) 

414) CE Sect. 4 mars 1932, Ville de Versaille, Rec. 274, D 1932, 3, 15, conclusions C. 
Ettori; CE 4 décembre 1995, Delavallade, n° 133880, Rec. 1028(비둘기의 증식으로 인

한 손해가 막심하자, 한 꼬뮨이 1984. 5. 18. 꼬뮨 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둘기의 피

임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1986년 봄 

여전히 비둘기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원고가 꼬뮨을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

기하였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꽁세이데따는 꼬뮨이 경찰행정상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단순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과실을 저지

르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15) CE Sect. 25 mars 1966, Société. les Flims Marceau, n° 59426, AJDA 1966, 255(영화

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영화 상영을 금지한 시장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단

순 역무과실을 인정한 사건이다).
416)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13 참조.
417) CE 13 mars 1925, Clef, RDP 1925, 274, conclusions Rivet.
418) Rivet, conclusions sur CE 13 mars 1925, Clef, RDP 1925, pp. 274-277. 그러나 이 판

결은 단순과실책임이 인정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끌레는 파업과 소요로 

파리의 여러 지역이 혼란했던 1920. 5. 1. 밤 10시에 주머니에 장전된 권총을 휴대

하고 가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병영에 임시수감되었는데, 그 곳에서 군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과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20,000프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재판연구관 리베는 공로에서 시위 중에 다친 경우와 체포 후에 상해

를 입은 경우를 달리 볼 것을 제안하였다. 전자의 경우 “거리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소송에 얽힐 우려로 경찰활동이 무력

하게 되어서는 안되고, 소동의 혼란 속에서 지나치게 격렬한 반격이 이루어졌다거

나 대상을 착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과실이

나 부주의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과실로 족하게 되는데(재판연구관이 중과실, 단순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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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꽁세이데따는, 법적 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상황

의 복잡성이나 긴박성이 인정될 때에는 중과실을 요구하고, 사실행위에 대하여

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과실만으로도 책임을 인정하기도 한

다.419) 예를 들어 도지사가 퇴거판결의 집행에 협조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공질서와 공중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협조 여부와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퇴거판결의 강제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420)

⑵ 중과실 요건의 점진적인 폐기

최근에는 특별 경찰행정421) 영역에서 법적 결정과 사실행위를 가리지 않고 

는 표현 자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꽁세이데

따도 재판연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1,000프랑의 배상을 

명하였다. “계쟁 행위가 군인들이 낮 동안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시위에서 입은 

위협과 폭력에 따른 과도한 흥분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명되거나 변명될 수 있

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행위는 군사당국의 감시부족에 의하지 않고서는 일

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가해자들의 개인과실과 독립적으로, 공역무의 책임인 과실

이 인정되어야 한다.”
419) CE Sect. 28 avril 1967, Lafont, Rec. 182, AJDA 1967, 272, chronique J.-P. Lecat et 

J. Massot(꼬뮨이 관리하는 스키장에서, 전날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아침해가 떠서 

눈사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활주로를 개방하였다가, 
눈사태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스키장 관리 ‘역무 작용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꼬뮨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420) CE 16 octobre 1987, Tribier, Rec. 316, RDP 1988, 900(도지사가 공중질서에 미칠 영

향을 고려하여 퇴거판결 확정 후 2년여가 지나서야 원고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는 

집행에 협조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도지사가 일체의 충돌을 피하

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원고와 원고 지지자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미리 집행사

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급한 집행에 중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

자료 2,000프랑의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위 2,000프랑은 퇴거를 

거부하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지지자를 모아 대응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 중 1/5에 대하여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결과이다).
421) 특별 경찰(la police spéciale)이란 특정한 사람, 활동,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작용

으로, 개별 법률의 수권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찰을 의미한다(Jacqueline Mo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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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과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된다.422) 이웃집 건물이 

붕괴되어 담장이 무너지는 손해를 입은 원고가 꼬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소

송을 예로 들 수 있다. 꽁세이데따는 시장이 건설주택법전에 따라 실시한 감정

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붕괴위험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보고받고도 4시간이 넘

도록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건물 소유자에 대한 최고를 되

풀이하지 않은 점, 소유자의 비용으로 위험 방지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절

차도 취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시장이 ‘꼬뮨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을 범

하였다고 판단하였다.423) 일반적으로 행정재판소의 판례에서 ‘누구의 책임을 

지울 만한’(de nature à engager quelqu’un) 과실이라고 하면 단순과실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 판례도 사실행위에 대하여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은 판례로 이해될 수 있다.424)

한편, 꽁세이데따의 ‘공공시설공사 부서’(le Section des travaux publics)는 2008

년에 보호종인 곰의 보호에 관한 시장의 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경찰권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결정의 위법성이나 곰 보호 목적에 반하는 사실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반대로 곰의 보호 또는 그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거나 취하도록 하는 임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단

순과실’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25) 위 의견은 환

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538 참조).
422)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23 참조. 
423) CE 27 septembre 2006, Commune de Baalon, n° 284022, Rec. 986(담장의 상태 때문

에 손해가 가중되었음을 이유로 손해액의 50%인 2,075유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424) 그 밖의 예로, CE 5 juillet 2004, Lescure, n° 243801[도지사가 위험시설(l’installation 

classée)에 대하여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서 부여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CE 2 
février 2011, Gérard, n° 327760[도지사가 도로법전(Code de la route)에 따라 과속차

량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 과속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

결이 선고되었고, 도로법전 규정에 따라 면허정지가 무효화된 사건. 꽁세이데따는 

위 긴급 면허정지가 위법하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중과실을 요구한 

항소심 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에게 23,000유로의 배상을 명하였다].
425) CE Section des travaux publics, Avis n° 381,725 du 29 juille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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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법전 등에 규정된 특별 경찰권이 아니라 일반지방자치법전(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행사하는 일반 경찰권의 행사

에 관한 의견이다. 따라서 꽁세이데따가 앞으로 일반경찰 작용상의 손해배상책

임에 대하여도 중과실 요건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꽁세이데따 판례

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426)

2. 감독작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사인의 경제ㆍ

사회 활동을 감독한다. 꽁세이데따는 이러한 감독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국가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한다. 이는 감독권 행

사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인데,427) 피감독자의 책임이 국가의 책임으로 대체되

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428) 

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도지사(le préfet de département)나 주지사(le préfet de région)는 국가의 대리

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la tutelle)을 행사할 수 있다.429) 정부의 

대행자에게 국익과 행정통제,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는 책임을 부여한 헌법 제

72조에서 위 감독권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감독권은 명문의 법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것인 감독소송권(le déféré 

préfectoral)과 대위권(le pouvoir de substitution)이다. 도지사나 주지사는 지방

426) 크루파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재판연구관 르그라는 특별경찰과 일반경찰을 가리

지 않고 중과실이 폐기되었다고 보고 있다(Claire Legras, conclusions sur CE Sect. 4 
mars 2011, Krupa, n° 306225, RFDA 2011, 340 참조). 

427)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19 참조.
428)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112 참조.
429) 도지사는 꼬뮨과 도, 그 소속 공공시설법인에 대하여, 주지사는 주와 그 소속 공공

시설법인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René Chapus, op. cit., p. 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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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행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 즉 감독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30) 도지사나 주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

작위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고(催告)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대위할 수 있다.431)

도지사 등의 감독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432)와 감

독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433)로 나눌 수 있는데, 꽁세이데따

는 두 경우 모두에서 중과실을 요구한다.434) 최근의 판결로 생플로랑 꼬뮨

(Commune de Saint-Florent) 판결을 들 수 있다. 생플로랑 꼬뮨 등 12개의 꼬

뮨이 설립한 꼬뮨간 조합이 해산되자 위 12개의 꼬뮨은 도지사가 적절한 감독

권을 행사하여 조합해산을 막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국가에 감독상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감독책임이 인정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조합

이 추진한 엑스포와 놀이공원 건설 사업에 관하여 조합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

야 함에도 조합 집행국의 의결로 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고, 3년간 9회

에 걸친 의결에 무권한의 하자가 있음에도 도지사가 이에 대한 감독소송을 제

430) 1982. 3. 2.자 법률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일반지방자치법전 L.2131-6조, L.3132-1조, 
L.4142-1조에 규정되어 있다. 

431) 지방자치법전 L.2215-1조, L.3221-5조.
432) CE 18 novembre 2005, Société Fermière de Campoloro, n° 271898[꼬뮨이 확정판결에 

따라 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4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자, 두 

회사는 도지사에게 집행을 위한 조치, 특히 꼬뮨을 대위하여 꼬뮨의 재산을 매각하

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자, 두 회사는 위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위 판결에서 방론으

로, 도지사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를 거쳐 위 자치단체 기관을 대위하여 자산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도지사가 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중과

실에 해당하는 경우(중과실책임), 또는 자산부족이나 공익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가 

적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무과실책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33) CE 27 décembre 1948, Commune de Champigny-sur-Marne, Rec. 493.
43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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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야기하는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435) 이 

사건에서 감독의 대상은 꼬뮨이 아니라 꼬뮨간 조합이므로, 위 소송은 도지사

의 감독권 불행사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⑵ 사인에 대한 감독

사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 또는 불행사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도 꽁세

이데따는 행정의 중과실을 책임인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436) 중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근거는 2001년의 케치치안(Kechichian)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은행파산으로 예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이 은행위

원회의 감독상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책임 성립요

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은행위원회가 금

융기관에 대한 감시ㆍ감독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지른 과실에 기한 국가

의 책임은 금융기관의 책임, 특히,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437)438) 중과실 요건은 감독기관의 감독작용상 과실로 감독기관의 보호 

435) CE 6 octobre 2000, Commune de Saint-Florent, n° 205959(꽁세이데따는 피해자인 각 

꼬뮨의 과실을 고려하여 총 손해액 13,698,810 프랑의 1/5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을 

인정하였다. 각 꼬뮨도 대리인을 조합에 파견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

는데, 이 감독권 행사상에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436) 예를 들어 항공관제소의 항공기 관제 역무도 감독작용에 포함된다(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20 참조). 1982년 프랑스 영공에서의 

항공기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스페인 항공사와 보험사가 프랑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책임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항공관제소가 두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항로가 겹치게 설정되었음에도 두 항공기 중 하나에 다른 고

도를 지정하지 않은 점, 그 중 한 항공기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명령을 하였으나 

그 명령이 당시 상황에서 이행할 수 없는 것이었고 명령에 따른다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점, 거기다가 항공관제소가 다른 항공관제소에 통신을 

넘기는 바람에 항공기와 지상의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을 들어 관제소의 중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손해액의 85%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CE 26 juillet 1982, Société Spantax, n° 26892, 27066, Rec. 313).
437) 꽁세이데따는 금융위원회가 1987. 5. 5.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우디레바니즈 은

행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악화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고도 1987. 10.경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중과실이 없으나(당시는 25,000,000만 프랑의 융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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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피감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요구

되며, 법적 결정과 사실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요구된다.439)

반면에, 수혈센터가 제공한 혈액에 의한 수혈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

자가 국가의 수혈센터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꽁

세이데따가 단순과실만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공중보건법전에 

따르면, 도지사의 감독하에 도에 하나씩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수혈센터가 혈

액의 채취, 가공, 보관, 운반 임무를 수행하며, 보건부장관이 부령으로 혈액의 

채취와 혈액, 혈장, 2차 제품의 이용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꽁세이데따

는, 위와 같이 국가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권한이 부여된 목적, 집행을 맡은 

단체에 대한 통제정도를 고려하면, 그 권한 행사상의 모든 과실에 기하여 국가

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440) 이 판결은 감독청이 중대한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특히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441) 혹은 감독청이 사실상 

이 체결되는 등으로 경영진에게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

황이었다), 1987. 10.경 50,000,000프랑의 자본증가를 명하였다가 이후 그 액수를 

25,000,000프랑으로 감액해주고 기한도 1988. 5.까지로 연기해주는 등 이후의 감독

권 행사에 중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예금자들의 손해액 중 10%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을 인정하였다(CE Ass. 30 novembre 2001, Kechichian, n° 219562, Rec. 671).
438)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역무에 관하여 중과실을 요구한 사례로 CE 18 février 2002, 

Groupe Norbert Dentressangle, n° 214179, Rec. 626, RFDA 2002, 754, note Franck 
Moderne.

439) CE 29 juin 1990, Ministre des Affaire sociales c. Groupe CERP, n° 78088, Rec. 193
(꽁세이에따는, 행정청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법전 L.321-1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허가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법

한 허가거부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하여도, 행정의 권한 행사에 중과실이 있어

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40) 수혈로 HIV 바이러스가 감염될 위험이 있음이 1983. 11.경 과학계에서 인정되었고, 

1984년부터는 혈액 가열에 의한 바이러스 불활성 조치의 유효성이 받아들여졌다. 
보건부는 1984. 11. 22.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즉시 비

가열 제재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1985. 10. 20.까지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꽁세이데따는 이를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

하고, 원고에게 2,000,000프랑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CE 9 avril 1993, Mme 
G, n° 138653, Rec. 110, conclusions H. Legal, AJDA 1993, 334, chronique C. Maugüé 
et L. Tou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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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경우442)에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를 완화한 사례

로 소개되고 있다. 

3. 재판작용

⑴ 중과실책임의 적용

일반재판소의 재판작용도 공역무의 수행이므로 공법규칙이 적용됨이 원칙이

지만, 현재는 1972. 7. 5.자 법률(사법조직법전 L.141-1조)에 따라 중과실책임이 

적용된다.443) 행정재판작용에 대하여는 꽁세이데따가 오랫동안 책임부인 원칙

을 유지해왔으나, 1972. 7. 5.자 법률의 영향을 받아 중과실을 요건으로 국가책

임 인정가능성을 열었다. 그 최초의 판결이 다르몽(Darmont) 판결이다. 위 판

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재판작용에 대하여도 중과실책임이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책임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 다르몽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행정재판기관의 재판기능(la fonction juridictionnelle) 수행

에 중과실이 있다면 공권력의 책임을 규율하는 일반 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중과실이 확정판결의 내용 자체

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기판력에 따라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444) 이 

판결은 원고가 니스은행의 파산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은행감독위원회445)의 

징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책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에서 은행감독위원회의 1960. 10. 19.자 징계 및 1963. 11. 20.자 징계446)가 지

44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21 참조.
442)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 200 참조.
443)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앞의 41면 참조.
444) CE Ass. 29 décembre 1978, Darmont, n° 96004, Rec. 542, AJDA 1979, n° 11, 45, 

note M. Lombard(위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1972. 7. 5.자 법률은 일반재판소에 적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판권의 책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445)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위원회의 전신이다. 현재는 은행위원회와 보험공제감독청이 

합쳐진 금융감독청(ACPR)이 금융규제 일반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의 기능에 

관하여 자세히는 통화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612-1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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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약하여 파산을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은행감독위원회의 

징계절차는 일종의 특별행정재판절차로 이해되고 그 징계결정 또한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작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 문제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다수의 특별행정재판절차가 개별법령에 산재

해 있고, 이들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꽁세이데따에 상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들 중 일부는 프랑스에서는 재판소의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기판력을 이유로 사실상 국가책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447)

⑵ 책임인정 범위의 확대

2000년대 이후 유럽법의 영향으로 재판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능성이 넓어졌다. 꽁세이데따는 과도한 재판지연이 있거나 판결 내용이 유럽

법에 반하는 경우에 단순과실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2002년의 마지에라(Magiera) 판결은 재판지연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럽인권조약 제6조와 위 조약상 권리가 침해된 자가 자국의 재판소에

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럽인권조약 제13조를 근거로 다음

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 조항들과 … 행정재판소의 작용을 규율하는 일반원칙

에 따라, 소송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 의무

446) 은행에 대한 징계절차이다. 현행 통화금융법전 L.612-39조 이하에서는 위반사실 공

표, 견책(le blâme), 업무의 일부 정지, 이사 직무정지, 이사 해임, 인가 취소 등을 

가능한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은행감독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견

책 처분을 하였다.
447) 예를 들어, 대학의 징계위원회가 교수에 대하여 내린 징계결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에 준하는 것이어서, 중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만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위 결

정이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면 위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중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CE Sect. 27 février 2004, Popin, n° 217257, 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이 재

판작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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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반이 절차진행에 따라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소송

당사자는 위 의무가 준수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448)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합

리적인 기간 안에 판결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재판역무의 

하자있는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청구에 대하여 베르사이유 지방행

정재판소에서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과

도한 지연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449)

꽁세이데따는 2008년 제스타스(Gestas) 판결에서 사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의 중과실책임이 인정됨을 일반론으로 선언하였다.450) 그러나 위 사건에서

는 재판 내용에 유럽법 위반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았고,451) 아직까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중과실책임의 축소상황

1. 중과실책임이 폐기된 영역

1990년대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중과실책임이 폐기되었다. 이전에는 의사만이 

할 수 있거나 의사의 감독이 있어야 간호사 등 의료보조인이 행할 수 있는 ‘의

료행위’(l’acte médical)와 기타의 ‘치료행위’(l’acte de soins)를 구분하여 전자로 

인한 책임 인정에 중과실을 요구하였지만, 1992년의 V씨 부부 판결로 공공의

료역무 전체에 대하여 단순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었다.452)453) 그 밖에 구

448) CE Ass. 28 juin 2002,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c. Magiera, n° 
239575, Rec. 247, conclusions F. Lamy.

449) 항소심 재판소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피

해자에게 30,000프랑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이것이 꽁세이데따에

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450) CE 18 juin 2008, Gestas, n° 295831, Rec. 230.
451) 다만, 15년 8개월에 달하는 재판지연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452) CE Ass. 10 avril 1992, n° 79027, Époux V, Rec. 171, conclusions H.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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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대의 응급구호역무,454) 해양구조,455) 화재진압,456) 교정역무457) 등에서 중과

실책임에서 단순과실책임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세행정에서의 판례 변경이다.

2. 조세행정에서 중과실책임 폐기

⑴ 기존의 책임 구조

과세(l’établissement)와 징수(le recouvrement)458)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

실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영역이었다.459) 과세와 징수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국가의 책임이 인

정되었다. 그러나 납세자 지위의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단순과실로도 

453) 공공의료역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제도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판례에 

의한 책임과 개별입법에 의한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과실

책임이 기본이 되지만, 일반적인 치료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중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이 인정되고, 치료방식의 위험이 알려져 있으나 매우 이례적

으로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그 밖에 수혈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Christine Maugüé et Jean-Philippe Thiellay, La responsabilité du service 
hospitalier, 2010 참조.

454) CE Sect. 20 juin 1997, Theux, n° 139495, Rec. 253, conclusions J. H. Stahl.
455) CE Sect. 13 mars 1998, Améon, n° 89370, CJEG 1998, 197, conclusions L. Touvet.
456) CE Sect. 29 avril 1998, Commune de Hannapes, n° 164012, Rec. 186, RDP 1998, 

1001, note X. Prétot.
457) CE 23 mai 2003, Chabba, n° 244663, Rec. 240(수감자의 자살), CE 17 décembre 

2008,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c. M et Mme Z, n° 292088, Rec. 465
(수감자의 상해), CE 9 juillet 2008, Boussouar, n° 306666, Rec. 495(수감자의 물건에 

대한 손해).
458) 샤쀠는 ‘공적 채권의 확정과 징수’(la détermination et le recouvrement des créances 

publiques)라 칭하고 있는데(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16), 그 공적 채권은 주로 조세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작용에서의 중과실

책임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과세와 징수’라 표현하였다.
459) CE Sect. 21 décembre 1962, Husson-Chiffre, Rec. 701, AJDA 1963, 90, chronique M. 

Gento et J. Four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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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꽁세이데따의 입장이었다.460) 중과실은 납세자

가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잘못된 조세역무 수행으로 세수가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

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되었다.461)

⑵ 크루파 판결에 의한 판례 변경

꽁세이데따는 2011년 크루파(Kruppa) 판결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l’établissement)와 징수(le recouvrement) 절차에 관한 활동 수행에서 행정

이 저지른 과실이 납세자나 기타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그 과실은 국가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462)이 된다는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조세역무에서 과세나 징수 절차에 관한 활동이 문제되는지 여부, 납세자의 지

위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과실만으로 행정의 

책임이 인정됨을 선언한 것이다.

위 판결의 원고 크루파는 1984. 10. 1. 과세청으로부터 GEK라는 주식회사의 

460) 전산처리자가 소득신고액 35,663프랑을 315,663프랑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세

금이 초과징수된 사건이 있다. 원고는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초과징수액을 반납받았

으나, 그 밖의 손해가 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

건에서 꽁세이데따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세무신고의 접수와 전산처리 및 월

별 분할납부액의 자동계산에 관한 오류는, 세금의 결정과 징수 절차에 관련된 것이

기는 하지만, 납세자 지위 판단에 관한 특별한 어려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국가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 꽁세이데따는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

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여러 불복절차를 취하게 됨에 따른 손

해의 50%에 해당하는 500프랑의 지급을 국가에 명하였다(CE Sect. 27 juillet 1990, 
Bourgeois, n° 44676, Rec. 242, AJDA 1991, 34, note R. Debbasch).

461) CE Sect. 29 décembre 1997, n° 157472, Commune d’Arcueil, RJF 2/98 n° 189, 
conclusions G. Goulard(국가가 꼬뮨에 소재한 회사를 영업세 등 대상으로 등재하지 

않아 위 회사에 대한 영업세 등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자, 꼬뮨이 국가를 상

대로 징수하지 못한 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과실이 요구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 지위의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단순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462) CE Sect. 21 mars 2011, Krupa, n° 306225, conclusions C. Leg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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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자로서 위 회사에 부과된 가산금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한 차례의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1995. 11. 6.에야 낭뜨 지방항소재판소의 판결로 위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었

다. 원고는 과세청이 법률을 오해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공동경영자로 판단함

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

하였다. 가산세 등의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경영자의 지위는 과세원인이 된 행

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과세청은 이 점에 대하여 ‘법률상 오류’(l’erreur de droit)를 저질

렀다. 꽁세이데따는 이 점을 이유로 행정의 단순과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위 

과세 및 세금징수로 주거지를 포함한 소유부동산을 매각해야 했고 신용이 하

락되는 등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였다.463) 

⑶ 판례 변경의 의의 

위 판결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 중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이 아니라, 조세활동 전체에 대하여 중과실요건이 폐기되었음을 일반적으로 선

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꽁세이데따의 입장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연

구관 르그라(Legras)의 의견서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위 의견서에서 

르그라는 조세영역에서 중과실책임을 요구하는 근거로 그동안 제시된, 임무의 

어려움, 과세관청과 납세자 관계의 특수성,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무조건 과실

로 인정됨에 따른 문제점,464) 재정상의 위험이라는 네 가지 논거를 하나하나 

반박하였다. 첫째, 조세역무가 의료나 응급구조, 경찰 등 단순과실책임이 인정

463) 원고는 이미 기지급된 세금과 지연손해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로 문

제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과세 및 징수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청산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수입의 상실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였지만, 위 손해

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20,000,000프랑이

었으나, 꽁세이데따는 20,000유로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일부터의 법정지연손해

금만을 인용하였다.
464)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는 제3장에서 깊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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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납세자가 과세청을 

속이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반하여 과세청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납세자의 잘못은 피해자의 과실로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다. 셋째, 위법성과 과실을 동일시함에 따른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

도 발생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이용될 수 있

다.465) 마지막으로 재정상의 문제는 중과실요건을 폐기할 때마다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징수를 정

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상ㆍ소송상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

자에게 세금납부액 이외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466) 

재판연구관은 이를 이유로 조세영역에서 중과실책임제도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꽁세이데따의 판결문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원고가 주장하고 꽁세이데따가 인정한 손해

가 과오납 세액 상당액의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과세와 징수과정에서 입은 특

별한 정신적 손해라는 점이다. 세금의 결정과 징수 활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일반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를 관할로 하는 별도의 

조세소송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그 관할이 행정재판소에 있는 경우에는 세금의 

면제(la décharge) 또는 감경(la réduction)을 구하는 완전심판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467) 위 소송에서 승소하면 과오납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

세와 징수 절차에서 분리가능한 일부 행정결정에 대하여는 월권소송이 가능하

지만,468) 이 경우 위 행위가 전적으로 금전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때에는, 위 행위의 목적이 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월권소송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69)

46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뒤의 154-168면 참조.
466) Claire Legras, conclusions sur CE Sect. 4 mars 2011, M. Krupa, n° 306225, RFDA 

2011, 340 참조.
467)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 721 참조.
468) René Chapus, op. cit., p. 722 참조.
469) 월권소송의 제소기간과 책임소송의 관계에 대하여는 뒤의 149-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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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실책임제도의 전망

중과실책임 영역의 축소로 ‘행정의 이익과 사인의 이익’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470) 이미 중과실이 요구되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경찰작용을 제외하면, 

감독작용과 재판작용 두 영역에서만 중과실책임제도가 남아 있다. ‘행정작용의 

어려움’이 더 이상 중과실책임 유지의 논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471) 중과

실책임의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472) 감독작용과 재판작용에 대하여

는 중과실책임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 같다. 특히 감독역무에 관하여는 피

감독자의 책임이 감독자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을 꽁세이데따 

스스로 강조하고 있고, 이 논거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473) 

중과실책임에서 단순과실책임으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갑자기 책임의 인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474) 원래 중과실과 단순과실의 

구분이 분명한 것이 아닌데다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 행정활

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정한 어려움은 감

독자의 과실과 사업자의 고객들이 입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다.”475) 감독활동에서 발생한 과실이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의 과실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과실이 폐지된다고 하여 

470) Christophe Guettie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146 참조.
47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313 참조.
472) 예를 들어 들로네는 중과실이 유럽인권조약에 따른 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이나 

형평의 요청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중과실과 단순과실이 행정에 대한 비

난의 측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중과실책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238 참조.

473) Jacques Moreau,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f, in Traité de droit administratif, Tome 
2, 2011, p. 663;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 200 참조.

474) Benoît Delaunay, op. cit., p. 237 참조.
475) Aude Rouyère, La responsabilité du régulateur, clé d’efficacité du droit de la régulation, 

RLC 2005, n° 4, p. 109(Benoît Delaunay, Autorité de régulation et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RDP 2014, p. 2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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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점은 

중과실책임제도의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제4절 소결

꽁세이데따가 민법상 과실 개념을 차용하여 역무과실 개념을 만들었음을 부

인할 수는 없다. 역무과실도 민법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의무의 위반’이다. 판

사가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전제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요구되는 

‘보통의 성실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 기준에 비추어 의무위반 여부를 판

단한다는 점에서도 양자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역무과실과 민법상 과실은 

의무가 부과되는 상대방이 다르다. 민법상 과실은 자연인의 의무위반이지만 역

무과실은 역무, 즉 행정의 의무위반이다. 이러한 구조의 차이에서 역무과실의 

직접성과 객관성이 나온다. 오늘날 역무과실과 민법상 과실, 역무과실책임과 

사용자책임 내지 법인의 책임이 상호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비슷한 

사건에서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행정재판소와 일반재판소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이를 들어 역무과실과 민사 과실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역무과실은 객관적 과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의사나 인식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무과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의 행위가 아니라 역무 자체의 조직이나 작용을 문제삼는다

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물론 행정이 공무원을 통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 행위가 판단의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 공무원 한 명 

한 명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역무 전체로 보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역무과실은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이자 행정의 ‘의무위반’으로 정

의된다. 역무과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에게 부여된 의무의 정도나 행정책

임이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항상 같지 않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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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의무위반의 정도로 보자면, 꽁세이데따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인에 대

한 감독작용, 재판작용 등에서 중과실을 책임의 요건으로 요구한다. 이는 행정

의 책임이 지나치게 쉽게 인정됨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

나 최근에 들어서는 행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중과실책임 영역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에게 부

과되는 의무는 미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행정작용의 성격에 따라 

활용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나 손해의 예견가능성이 고려되기도 하고, 

오히려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초래한 역무의 하자가 지적되기도 한다. 예

외적이지만 행정에게 결과의무가 인정될 때에는 예견가능성이나 인적ㆍ물적 자

원의 한계가 고려될 여지가 없다. 꽁세이데따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의무

가 부과되는가에 대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법한 법적 결정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이 적법성을 준수할 의

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인정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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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는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문

제이다.476) 꽁세이데따는 20세기 초반부터 월권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책임

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477) 그러나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자는 여전히 별개의 청구이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서는 월권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 각 청구에 고유한 소송요건

과 본안요건을 구비하여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월권소송에서는 행정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될 때 그 결정을 취소한다. 반면 

행정의 책임은 역무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고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할 때 인정되고, 위법성은 별개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으로는 월권소송과 책임소송 양자가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에 위법

성에 대한 판단이 그 결정을 행한 행정의 역무과실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가 문제된다. 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역무과실이 인정되는가? 

이것이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기본 주제이다.

두 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행정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사실행위나 어떤 상태를 원인으로 한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가 논의되지 않는다.478) 이 논의는 ‘법적 과실’(la faute juridique), 

즉 행정결정(la décision)을 원인으로 한 책임만을 전제로 한다.479) 그에 따라서

는 이를 사실행위(l'acte matérielle)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법적 행위(l'acte 

juridique)와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 칭하기도 한다.480) 여기서 행정결정

476)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63 참조.
477) CE 30 mars 1911, Blanc, Argaing et Bézie, p. 407, S. 1912, 3, 119;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ponsabilité, RDP 1932, p. 467 참조.
478) Benoît Delaunay, op. cit., p. 146 참조. 
479) Benoît Delaunay, op. cit., p. 147 참조.
480)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 202;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e 3, p. 4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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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적 상태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

하기 위해 행정이 발하는 일방적 행위로 이해되며,481) 여기에는 개별결정(la 

décision individuelle)뿐만 아니라 ‘행정입법 제정행위’(la décision réglementaire)

도 포함된다.482) 

둘째, 프랑스에서 “법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는 ‘illégalité’ 외

에도 ‘irrégularité’와 ‘illicéité’가 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위법성을 의미할 때에는 ‘illégalité’를 쓰는 것이 상례인 

것 같다. 문헌에서 때때로 볼 수 있는 “모든 과실이 위법성을 구성하지는 않는

다.”483)(Toutes fautes ne constitue pas une illégalité)라는 등의 표현은 이를 전

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도 위법성을 행정결정이 월권소송에서 취소

되었거나, 소제기가 되었더라면 취소될 수 있었던 경우의 위법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1절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형성

프랑스에서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책임소송에서 역무의 단순과실이 자동적

으로 인정된다. 이 법리는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판례나 학설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은 꽁세이

48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501-502 참조.
482) René Chapus, op. cit., pp. 524-533 참조. 이는 우리 항고소송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

라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1-39면 참조.
483)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172. 샤쀠도 “어떤 의미에서, 과실 개념과 위법성 개념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다. 사실행위의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하다. 과실은 인정되

지만,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René Chapus, op. cit., 2001, p. 
1295).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위법성’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오당은 “위법한 결정에 과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위법한 활동에도 과실이 있다.”
고 하였다(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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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따가 위법한 행정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을 부인한 일부 

판례를 근거로, 절차상 하자나 판단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행정결정이 위법하

게 된 때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점

차적으로 행정결정의 위법성이라는 하자가 그 자체로 역무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리를 내주었다. 1973년 드리앙꾸르(Driancourt) 판결 이후 ‘위

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꽁세이데따의 판결에 의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

다. 

Ⅰ. 전통적 이론

1. 전통적 이론의 전개

뒤기(Duguit)는 법적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은 오로지 법률

의 위반, 즉 공무원의 ‘월권’484)에 있는 것이며, ‘월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485)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동안 다수의 학자들은 뒤기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⑴ 논의의 시작

오리유(Hauriou)는 1904년에 행정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만을 이유로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행정입법 제정행위의 

484) 20세기 초반까지 학자들은 ‘월권’(l’exces de pouvoir)이라는 용어를 위법성과 동의

어로 사용하였다. 이후 위법성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위법성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서 ‘월권’이라는 용어 대신 ‘위법성’(l’illégalité)이 원칙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

나 ‘월권’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월권소송’에 남아있다. 
485)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e 3, pp. 462-463 참조. 뒤기는 과실

은 언제나 공무원의 과실일 뿐 국가나 역무의 과실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가

의 모든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e droit public, 1913, p.278 참조). 



123

위법성을 직접 원인으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행정결정을 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예를 들어 공무원 파면)과 그렇지 않은 것(예를 들어 상인

에 대한 도축장 출입금지)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월권소

송으로 그 행위 자체를 다투지 못하였다면 더 이상 책임소송에서 과실을 주장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486) 떼씨에(Teissier)도 2년 뒤인 1906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487) 그러나 이들이 행정결정의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

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쟁점은 국가의 책임

이 원칙적으로 부인되는 영역을 축소하는 데에 있었고, 권력행위로 인한 손해

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도 20세기 초부터였다.488)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판례가 축적되기까지는 수

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⑵ 이론의 형성

두에즈(Duez)는 1927년에 간행된 『공권력의 책임』489)이라는 책에서 행정결정

의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를 논하였다. 그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무조건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꽁세이데따는 모

든 위법성이 공권력의 책임을 자동적으로 야기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이 

486) Maurice Hauriou, note sous CE 29 mai 1903, Le Berre, 11 décembre 1903, Villenave, 
1er juillet 1904, Nivaggioni, S. 1904, 3, 121(Notes d’arrêts III, 1929, p. 31) 참조.

487) 그는 손해가 개별 행정결정이나 역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입법

을 직접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개별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소기간 내에 월권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행정결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사실상 오리유의 이론

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George Teissier,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06, pp. 180-186 참조).

488) 행정책임의 확대 과정에 대하여는 앞의 21-23면 참조.
489)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본 논문에서는 제2판을 

인용하였다. 델베즈가 그의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판과 제2판의 큰 

흐름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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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에 ‘일정한 정도의 중대성’(une certaine gravité)이 필

요하다.”490) 그는 역무과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중한 경우에만 행정의 책임

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즉, 사실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 장소적 상황, 가용수단, 피해자의 상황, 역무의 성격 등을 고

려하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서는 중과실 등 가중된 과실이 요구되며, 행정결정에 역무과실이 있는 경우에

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것이다.491) 그는 여러 

판례를 위법성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기판사항의 위반, 법률의 위반, 권한남용, 

대물적 무권한,492) 그리고 중요한 형식 위반의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만, 

대인적 무권한과 부수적인 형식 위반의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다른 공무원에 의

하여 또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같은 행위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

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493) 두에즈는 위법성과 과실의 관

계가 아니라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를 논한 것이지만,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위법성 이외의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일정 

수준에 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뒤기와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볼 

490)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53 참조. 그가 예로 

든 판결 중 중요한 것으로 CE 4 novembre 1932, Monpillié, Rec. 903; CE 17 juin 1921, 
Duplan, Rec. 594; CE 1er décembre 1922, Grellet, Rec. 900; CE 23 janvier 1925, 
Anduran, Rec. 82.

491) Paul Duez, op. cit., pp. 40-57 참조.
492) 두에즈는 대물적 무권한(l’incompétence ratione materiae)을 행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로, 대인적 무권한(l’incompétence ratione personae)을 행정

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행위한 경우로 설

명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는 무권한을 대물적 

무권한, 장소적 무권한, 시간적 무권한으로 구분하는데, 대물적 무권한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장소적 무권한은 행정의 관할이 아닌 지

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시간적 무권한은 권한이 부여되기 전 또는 권한

이 없어진 후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024-1026;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664 참조). 

493) Paul Duez, op. cit., pp. 5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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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델베즈(Delbez)는 1932년 발표된 논문에서, 두에즈의 이론을 토대로 오늘날 

이른바 전통적 이론이라 불리는 이론의 뼈대를 완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월권

(위법성)과 역무과실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494) “책임의 

근거가 되는 과실은, 원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것, 

즉 월권의 일정한 성격, 일정 수준의 월권의 중대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성은 인정될 때도 있지만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495) 그는 이것이 판

례의 태도라고 판단하였다. 델베즈도 판례를 위법성의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는 기판사항의 위반, 대물적 무권한, 직권남용의 경우 위법하면 행정에게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형식적 무권한이나 형식적 하자의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위반의 경우는 일정한 기

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496) “월권은 책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

은 아니다.”497) 델베즈는 ‘책임’이라고 말하였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는 다음을 

말하고자 한 것 같다. “월권은 과실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⑶ 이론의 확립

행정결정이 위법하더라도 반드시 역무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에 일정한 정도의 중대성이 필요하다는 전통적 이론

은 이후 대부분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위법성 유형별로 학자마다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 꽁세이데따가 한 번도 판결

문에서 위와 같은 이론을 일반론으로 제시한 적은 없지만, 재판연구관들도 이

에 동조하였다. 예를 들어 재판연구관 가지에(Gazier)는 1949년 한 의견서에서, 

재판관들이 일반적으로 과실과 위법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여

러분은 … 종종 행정이 결정에 하자가 되는 과오(l’erreur)를 저질렀지만 그렇다

494)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ponsabilité, RDP 1932, p. 461.
495) Louis Delbez, op. cit., p. 461 참조.
496) Louis Delbez, op. cit., pp. 482-488 참조.
497) Louis Delbez, op. cit., pp.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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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공권력의 책임을 야기하는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행위의 위법성이 행정의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형식상 하자로 분석되고 결정

의 타당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러합니다.”498)

2. 전통적 이론의 내용

전통적 이론은 위법성이 그 자체로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

서는 위법성에 일정한 수준의 중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중대성은 “안전과 사회관계의 영속성에 불가결한 기본적인 법규칙을 침해하는 

경우”499)(기판사항 위반)나 “적법성 또는 그 위에 있는 행정윤리라는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500)(권한남용)에 인정된다.501) 행정상대방이 입

은 손해도 중대성의 판단에 고려된다. 예를 들어, 행정이 적법한 방식으로 같

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502)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의 의사를 중시하기도 하였다. 발린(Waline)은 행정의 

악의(la mauvaise foi)에 따라 과실이 있는 위법성과 그렇지 않은 위법성을 구

분하였다. 그는 기판사항의 위반과 권한남용은 언제나 악의에 의한 것이기 때

문에 행정의 책임을 야기하지만, 무권한, 형식상 하자, 법률의 위반은 악의에 

498) François Gazier, conclusions sur CE Sect. 30 juillet 1949, Thibeau, D. 1950, 110.
499) Paul Duez,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1938, p. 53.
500) Paul Duez, op. cit., pp. 55-56.
501) 베누아는 행정결정의 위법성이 ‘용서될 수 있는’(excusable) 것인지를 판단의 기준

으로 삼았다. 그는 위법성이 전적으로 법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용서될 수 

없는 반면, 사실오인은 경우에 따라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

하였다. Francis-Paul Bénoit, Le régime et le fondement de le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JCP, 1954, I, 1178 참조(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 
49에서 재인용).

502)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sponsabilité, RDP 1932, p. 
4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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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일 때에만 그러하다고 보았다.503) 

3. 전통적 이론의 논거

두에즈와 델베즈에 의해 형성된 이론의 논거는 법이론적 측면과 법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법이론적 측면에서, 월권소송과 취소소송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소송의 요건인 위법성과 과실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법정책적 측면에서, 공공재정과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위법해도 과실이 없을 

수 있다는 이론은 주관적 과실론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⑴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의 분리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송이고, 위법성과 역무과실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오리유도 양 소송의 차이에 주목한 바 있지만, 이러한 생

각은 주로 델베즈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판례가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이라는 두 

가지 제재수단을 엄격히 구분하고, 월권소송에서의 청구를 책임소송에서의 청

구보다 더 쉽게 인정한다고 보았다.504) 이와 같은 차이는 행정재판소가 위법성

과 과실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위법성의 판단은 법규칙에 비추어 행

정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에 판사가 과실을 판단할 때

에는 위법성 판단 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들까지 고려하며, 행위가 집행된 

503) Marcel Waline,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administratif 4e éd., 1946, p. 500 참조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 49에서 재인용). 그러나 발린은 

1952년의 제6판부터는 논조를 완화하여, 모든 위법성이 자동적으로 책임을 야기하

는 것은 아니며, 악의에 의해 위법한 행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판례가 책임을 

더 쉽게 인정하는 것 같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Marcel Waline,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administratif, 1952, pp. 590-591 참조).

504)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sponsabilité, RDP 1932, p. 
4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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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결과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505) 그는 이러한 전제에서 뒤기의 

견해가 “행정의 객관적 하자에 불과한 월권으로부터 주관적 의무 원리를 끌어

낸 것”이라 비판하였다.506) 

⑵ 공공재정과 행정의 이니셔티브 보호

오리유는 행정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위법성을 이유로 한 배상액 지

급 이외에 예산이 누출될 부분이 없다면 재정악화를 동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여주었다.507) 베이유(Weil)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

갔다. 그는 위법성을 이유로 자동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재정이 악화되

고 행정의 이니셔티브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였으며, 경미한 위법성이나 

행정실무의 복잡성을 이유로 용서받아야 할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508) 한편, 

꽁세이데따가 판결문에서 공공재정의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학자들은 꽁

세이데따가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판단할 때 공공재정의 문

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추측한다.509)

⑶ 주관적 과실론과의 관계

전통적 이론이 주관적 과실론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학자들은 역

505) “이것(월권)은 단순한 과실의 추정, 사실관계에 따라 강화될 수도 번복될 수도 있

는 추정에 불과하다. 판사는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월
권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위법성의 종류 판단, 월권의 원인과 사실관계의 검토, 위
법성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한다.”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sponsabilité, RDP 1932, pp. 488-489 참조.

506) Louis Delbez, op. cit., p. 450 참조.
507) Maurice Hauriou, note sous CE 29 mai 1903, Le Berre, 11 décembre 1903 Villenave, 

1er juillet 1904 Nivaggioni, S. 1904, 3, 121(Notes d’arrêts III, 1929, p. 30) 참조.
508) Prosper Weil, Les conséquences de l’annulation d’un acte administratif pour excès de 

pouvoir, Jouve, 1952, p. 255 참조(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58-59에
서 재인용).

509) Jean-Claude Hélin, op. cit., pp. 60-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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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행정결정에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

정의 위법성이 일정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은 객관적 

과실로서의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두에즈라는 사실에서

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행정의 의사를 

과실 인정의 요건으로 보기도 하였다. 발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이 인정

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가 행정의 악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Ⅱ. 새로운 이론의 등장

1. 20세기 중반의 변화

20세기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전통적 이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이론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안들에서 일부 재판연

구관들이 위법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

하였고,510) 196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발린은 이전에 행정결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의 악의가 드러

나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는 “모든 위법성이 그 자체로 책임

을 야기할 수 있는 과실을 구성”511)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법

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한 이후의 학설과 판례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한 것은 엘렝(Hélin)이었다. 

510) 엘렝은 전시의 동산 징발에 관한 사건(François Gazier, conclusions sous CE 30 
juillet 1949, Patureau Mirand, D. 1950, 110)과 위법한 공무원 축출에 관한 사건

(Dutheillet de Lamothe, conclusions sous CE Ass. 9 juin 1961, Pioro et autres, RDP 
1962, 129)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서를 예로 들고 있다(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56-162 참조). 

511) Marcel Waline, note sous CE 13 décembre 1963, ONIC, RDP 1964, p. 1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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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엘렝은 1969년 박사학위논문에서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고 판례를 재분석하여, ‘위법하면 과실 있음’을 원칙으로 제시하

였다. 그는 전통적 이론이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만 집착하여 위법성과 손해

의 관계를 망각한 데에 문제가 있으며, 책임인정에 단순과실이 요구되는 경우

와 중과실이 요구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여 판례를 오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 이론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⑴ 전통적 이론의 논거에 대한 비판

1)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의 분리

월권소송은 객관소송이고 책임소송은 주관소송이다. 델베즈는 이를 확대하여 

위법성과 과실이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입

장에서는 양 소송 모두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엘렝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512) 엘렝의 비판에서 더 중요한 부

분은 판사가 위법성과 역무과실을 판단할 때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부분이다. 

전통적 이론은 책임소송에서 판사가 역무과실을 판단할 때 취소소송에서의 

판단범위를 넘어서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

에서보다 과실의 판단에서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513) 그러나 

엘렝은 이것이 판례의 실무와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

에서 설명하였다.

책임소송에서는 판사가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les circonstances de l’affaire)

을 근거로 과실 또는 책임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는 월권소송에서도 마

512)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15-118 참조.

513) Jean-Claude Hélin, op. cit., p. 121 참조.



131

찬가지라는 것이 엘렝의 판단이다. 엘렝은 형식상 하자514)에 관한 판례를 분석

하여,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당해 사건에서 불가능함을 이유로 처분이 

유효함(la validation)을 선언하는 경우, 중요한 형식과 절차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515) 구성원 아닌 자의 위원회 참석이 위원회의 결

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등에서 판사

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함을 보여주었다.516)

다음으로, 그는 월권소송에서 위와 같이 고려되는 사실관계가 책임소송에서 

말하는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

어, 영화상영 금지의 위법성을 결정할 때, 그 영화 자체가 외설적인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있게 되는데, 이것이 책임소송에서 과실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517) 책임소송에서 월권소송에서와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책임의 인정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책임의 감면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

514) 그가 말하는 형식상 하자에는 절차상 하자가 포함된다. 오늘날은 학자들이 형식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형식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에 관하

여 자세히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pp. 1037-1038 참조.
515) 프랑스에서 절차상 하자는 중요한 절차의 하자, 즉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

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위반일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René Chapus, op. 
cit., pp. 1032-1037 참조).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164면 참조.

516)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29-131 참조

517) Jean-Claude Hélin, op. cit., pp. 136-137 참조. 엘렝이 예로 든 사건에서는 과실 판단

에 대한 판결 내용이 다음의 한 문장에 불과하다.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하

면, 위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으로써, 니스시장은 시에 책임을 지울 만

한 과실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때문에 그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는데, 재판연구관은 “결정의 위법성이 가지는 성격, 진정한 

위험의 부재,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의 극도의 피상성과 명백한 과오”로 요약되는 

사실관계를 들어 과실을 인정하였다(Jacques Rigaud, conclusions sur CE Sect.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s Marceau, n° 59426, AJDA 1966, p. 255 참조). 그런데 

“진정한 위험의 부재, 극도의 피상성과 명백한 과오”가 결국 “결정의 위법성이 가

지는 성격”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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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518) 그는 특히 피해자 과실이 역무과실 판단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 

이후의 책임인정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해자 과

실의 존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행정이 위법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저지른 과

실을 약하게 할 수 없다. 행정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과 상쇄된다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519) 요컨대, 책임소송에서 판사가 역무과

실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실관계가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취소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엘렝의 판단이었

다.

2) 공공재정의 보호

브델(Vedel)은 공공재정에 해가 될 것을 염려하는 행정재판소의 소극성을 비

판하면서, 손해배상의 부담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없다고 말하였다.520) 엘렝은 이를 인용하면서, 법이

론적인 측면과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재정을 이유로 행정책임을 완화하려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피해자가 위법한 결정에 의

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공재정의 유지라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

상을 하여야 한다는 형평적 고려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행정결정의 취소가 오히려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행정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521)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재판관이 공공재정을 무시하고 재판하

기가 어려움을 인정하였다. 특히 국가나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부담

은 주민이 종국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공공단체가 이에 대비

518)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37-139 참조.

519) Jean-Claude Hélin, op. cit., p. 139.
520) Georges Vedel, Droit administratif, 1960, p. 281 참조(Jean-Claude Hélin, op. cit., p. 108

에서 재인용).
521) Jean-Claude Hélin, op. cit., p.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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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522)

⑵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재판상 판단의 강도

엘렝이 여기서 분석한 것은 책임의 요건이 되는 단순과실로 인정되기 위해 

과실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가라는 문제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행정

결정이 위법하면 당연히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

다.523) 기존의 학자들이 위법성의 유형별로 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도 기

존에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이질성 근거로 제시되었던 형식상 하자와 동기의 

하자(le vice des motifs)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엘렝은 “행위의 위법성이 단순한 행정의 부주의에 의한 형식상 하자로 분석

되고 결정의 타당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524)에 역무과실이 인정된다는 재판

연구관 가지에(Gazier)의 표현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권소송에서 형식상 

하자가 문제되면, 중요한 형식, 즉 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단순한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

다.525) 또한, 월권소송에서는 형식의 위반이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이유로 결정을 취소하는데, 책임소송에서도 그 정도의 가능성만 

있으면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526) 마지막으로, 엘렝은 원고 지위의 변경

(침해)이라는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역무과실을 추론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역무과실은 “법규칙의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위반의 결과로부터 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527) 그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를 이유로 

522)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07-108 참조(인구가 2,000여 명이고 한해 예

산이 550,000프랑인 꼬뮨이 경찰에 협조하여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가 숨진 의사

의 미망인에게 국가배상금 440,000프랑의 지급책임을 지게 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을 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523) Jean-Claude Hélin, op. cit., p. 145 참조.
524) François Gazier, conclusions sur CE sect. 30 juillet 1949, Thibeau, D. 1950, 110.
525) Jean-Claude Hélin, op. cit., pp. 146-148 참조.
526) Jean-Claude Hélin, op. cit., pp. 148-149 참조.
527) Jean-Claude Hélin, op. cit., p. 149 참조. 이는 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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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꽁세이데따가 과실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528)

3.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 재구성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결정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의 성립요건인 

역무과실도 인정된다. 엘렝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판을 

전제로, 위법성의 유형별로 판례를 분석하여 위 원칙을 도출하였다. 그가 연역

법이 아니라 귀납법을 통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으며, 판례가 마땅히 그러해

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꽁세이데따 판례의 법리가 이러하다고 밝힌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⑴ 원칙 : 위법하면 단순 역무과실이 된다.

“판례상 위법성 개념과 역무과실 개념은 거의 자동적으로 겹쳐진다. 한편, 

소송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판례가 역무과실 규칙과 위법성 규칙에 관하여 거

의 다르지 않은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9) 엘렝은 위법성의 

유형530)별로 판례를 분석하여, 역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오

서도 그러하다. 엘렝은 1957년부터 1966년까지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의 본안판단을 받은 사건 212건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 212건 

중 8건만이 청구가 기각되었다. 기각된 8건 중 4건은 지방행정재판소에서 선고된 

사건이고, 나머지 4건 중 1건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3건은 과실 부인 이외의 다른 

사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76-77 
참조).

528) Jean-Claude Hélin, op. cit., p. 147 참조.
529) Jean-Claude Hélin, op. cit., p. 168. 
530) 전통적으로 위법성을 무권한, 형식상 하자, 법률위반, 권한남용으로 구분하였지만, 

현대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어 샤쀠는 위법성을 외적 

위법성과 내적 위법성, 목적의 위법성으로 나누고, 외적 위법성을 무권한, 절차상 

하자, 형식상 하자(행정청의 서명이나 이유제시와 같이 행정행위가 발해지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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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판례가 사실은 손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과실 등에 

의하여 역무과실이 있음에도 책임이 부인된 사안들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행정결정이 권한 없이 행해진 것이었으나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

지 않은 사례인 앙두랑(Anduran) 판결531)은 판사에 의한 권한의 대체532)와 피

해자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책임이 면책된 것일 뿐 역무과실 자체는 

인정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533)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행정의 책임은 

부인되었던 몽삘리에(Monpillié) 사건에서도, 꽁세이데따는 그러한 위반이 “필

연적으로 보르도 의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534)라고 하였

을 뿐이다. 이는 꽁세이데따가 위 명령이 내용상으로는 정당하였음을 고려하였

에 관계되는 하자)로, 내적 위법성을 직접적 법률위반, 동기의 위법성(법률의 하자, 
사실오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으로, 목적의 위법성을 권한남용으로 세분

한다(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020-1055 참조).
531) CE 23 janvier 1925, Anduran, p. 82, D. 1925, 3, 43, conclusions Josse, S. 1926, 3, 53. 
532) 월권소송에서 판사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처분사유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33)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300-303 참조. 앙두랑 판결은 행정청이 권한 

없이 제분공장의 폐쇄를 위한 봉인을 붙이도록 명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긴급하고 직

접적인 위험 없이는 제분공장의 폐쇄를 위한 봉인을 붙이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위법성은 당해 사안에서는 배상책임인정으로 이

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행정청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곡물 낭비)이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거쳐 위 공장의 작업중

지를 명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하여 행정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였다(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Jean-Claude Hélin, op. cit., pp. 300-301 참조).
534) CE 4 novembre 1921, Monpillié, Rec. p. 903. 이 사건에서 보르도시장은 보르도에 

수입되는 모든 육류는 위생검사를 받고 시 수의사의 검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l’arrêté)을 하였다. 위 명령에 대한 월권소송에서 위 명령이 근

거법률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위원회의 자문)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되었

다. 그러나 위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된 책임소송에서 꽁세이데따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은 Louis Delbez, De l’excès de pouvoir 
comme source de reponsabilité, RDP 1932, p. 462 참조).



136

기 때문이다. 즉, 손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35)536) 

⑵ 예외 : 판단상의 오류

엘렝은 위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l’erreur 

d’appréciation des faits)와 법해석의 오류(l’erreur d’interprétation du droit)에 관

한 판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건축부지 

인근이 경관지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상의 오류가 문제된 뷜디

(Vuldy)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위와 같은 판단상의 오류(l’erreur d’appréciation)

는 파리 의 책임을 지우는 성질의 과실로 볼 수 없다.”537)고 판시하였다. 엘

렝은 이것이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와 역무과실을 구분하는 유일한 판

례라 보았다. 그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를 이유로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38) 한편 

법해석의 오류에 관하여도, 행정이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오해한 경

우에 과실을 부인한 몇 건의 판례가 있지만,539)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인 것에 

535)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250-252 참조.

536) 위 판결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뒤의 167면 참조.
537) CE 7 juin 1940, Vuldy, Rec. 197, S. 1942, 3, 3. 뷜디 판결은 원고가 위법한 건축허

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파리의 클레망 광장에 있는 자기 소

유 부지에 7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파리 는 위 건물이 

광장의 경관지구(le site)로서의 동질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후 꽁세이데따는 어떠한 요소도 위 광장에 경관지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허가거부로 5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증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꽁세이데따는 위와 같은 이유로 파리 의 책임을 부인하였다(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은 Jean-Claude Hélin, op. cit., 1969, pp. 319-320 참조).
538) Jean-Claude Hélin, op. cit., pp. 320, 327-329 참조(월권소송에서 판사의 통제범위의 

한계에 있는 기술적인 성격의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일 것, 추상적이고 정의되지 않

은 개념에 대한 판단일 것, 행정의 행위가 오로지 이 판단에만 좌우되는 경우일 것 

등이 인정될 때에만 역무과실을 부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539) CE Sect. 31 décembre 1936, Société Lustria, Chapal et Compagnie, Rec. 148; CE 1er 



137

불과하고 그 적용영역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40) 그는 특히 법해석

의 오류에 관한 판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41)

엘렝이 위와 같은 예외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는 사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례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판례

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행정결정에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어

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의 위험을 행정상대방에게 떠넘길 수는 

없으며, 행정작용이 어려울수록 추가적인 보장책을 마련할 의무가 행정에게 있

다는 것이다.542) 요컨대,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오류가 있어 행정결정이 위

법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책임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Ⅲ. 판례의 변화와 이론의 현재

1. 판례의 변화

⑴ 판례의 점진적 변화

꽁세이데따의 판결문은 간단하기로 유명하고, 특히 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1960년대까지의 판결문은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두에즈와 델베즈가 이론의 근거로 삼았던 판결들은 행위의 취소가 “반드

시 그 자체로 금전책임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543)라거나, “법률상 

septembre, 1944, Sieur Bour, Rec. 241.
540)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329-331 참조.
541) Jean-Claude Hélin, op. cit., pp. 334-335. 엘렝은 원고에 대한 체포와 유죄판결이 정

치적인 성격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강제수용자지위 인정 신청을 거부

한 장관의 거부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꽁세이데따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

(CE Sect. 30 novembre 1962, Tédeschi, Rec. 651)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

다. 이는 재판연구관 리고의 견해이기도 하다(Jacques Rigaud, conclusions sur CE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 Marceau, AJDA 1966, p. 254 참조).

542) Jean-Claude Hélin, op. cit., pp. 337-338 참조.
543) CE 4 novembre 1921, Monpillié, Rec.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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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월권소송에서 행정행위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법인

이 금전책임을 지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544)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후의 판결들은 행정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행정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뷜디 

판결이다. 그러나, 엘렝이 지적하였듯이, 손해의 부재 등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판단상의 오류로 행정결정이 위법하게 된 경우들인데, 이

는 꽁세이데따 판례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꽁세이데따는 1940년

대 이후 판단상의 오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다수 선

고하였다.545) 이는 재판관들이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의 과실을 부인

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46)  

한편, 1960년대에 흥미로운 두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르소 영화사 판결

은 영화의 외설성 등을 이유로 영화상영금지가 적법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다. 이 사건에서 재판연구관 리고(Rigaud)는 판단상의 오류를 이유로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547) 꽁세이데따

는 판단상의 오류에 대한 언급 없이, 영화상영금지가 이루어진 제반사정을 종

합하면 시장이 시의 책임을 야기하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548) 곡물

544) CE 1er décembre 1922, Grellet, Rec. 900.
545) CE 30 novembre 1962, Tedeschi, Rec. 651; CE 21 décembre 1963, Ville de Rouen, 

RDP 1963, 315; CE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 Marceau; CE 21 juillet 1972, 
Valchli 참조. 위 판결들은 드리앙꾸르 판결의 재판연구관이 예로 든 것이다. Gentot, 
conclusions sur CE Sect. 27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P. Cabanes et D. 
Léger, chronique sous CE Sect. 27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AJDA 
1973, p. 245에서 재인용) 참조.

546) Franck Moderne, L’illégalité et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vers de nouvelle 
relations, RA 1974, p. 31 참조.

547) Jacques Rigaud, conclusions sur CE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 Marceau, AJDA 
1966, pp. 254-255 참조(영화의 음란성뿐만 아니라 영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영화가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험성과 질서유지

를 위한 수단 등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지 않아 상영금지가 위법하게 되었다면 과

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548) CE Sect.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s Marceau, AJDA 1966, 254, conclusion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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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관리소(ONIC) 판결은 공법인인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제분소 생산량 제한

조치가 문제된 사건이다. 곡물생산자관리소가 원고의 제분소에 대하여 생산량 

제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후 그 조치의 근거법령인 공동부령이 위법하여 월

권소송에서 취소되자, 원고가 곡물생산자관리소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

다. 위 사건에서 꽁세이데따는 위 위법한 조치로 인한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역

무과실을 인정하여 국가가 아니라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책임을 인정하였다.549) 

위 조치를 행할 당시 곡물생산자관리소가 부령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고 

위 부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꽁세이데따는 곡물생산자관리소의 과실

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역무과실도 자

동적으로 인정된다는 생각이 이미 그 당시에 꽁세이데따 재판관들에게 있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드리앙꾸르 판결

1973년에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550) 드리앙꾸르(Driancourt) 판결은 경찰서장의 위법

한 놀이기구 사용금지 명령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고인 드리

앙꾸르는 파리 16구 빅토르위고 거리의 레스토랑에 볼링, 핀볼게임기, 주크박

스 등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다. 빅토르위고 거리 친목회 회장이 원고의 

사업장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워서 거리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경찰서장은 이 민원에 응하여 놀이기구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후 드리앙꾸르가 제기한 월권소송에서 위 명령이 취소되었다. 파

리 는 책임소송에서, 위 결정의 위법성이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적 평가의 

오류에 기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피상적 검토나 성급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551)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꽁세이데따는 다음과 

Rigaud. 
549) CE Sect. 13 décembre 1963,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Céréales, RDP 1964, 

1003. note M. Waline. 위 판결에 관하여 자세히는 뒤의 168-172면 참조.
550) CE Sect. 26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Rec.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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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하였다.

경찰서장의 1962. 12. 7.자 결정의 위법성은 (월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이 위법성은 단순한 판단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 하

더라도, 공권력의 책임을 지우는 과실로 인정된다. 드리앙꾸르는 이 위법

한 결정의 집행으로 야기된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

가 있다.552) 

위 사건에서 위 명령이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로 인한 것인지, 또는 

경찰서장이 별다른 조사 없이 친목회장의 민원에 응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위 명령

의 위법성이 판단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도 역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사용금지 명령이 위법한 이상 자동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해당 장소가 경관

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지가 문제된 뷜디 판결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꽁세이데따는 뷜디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⑶ 드리앙꾸르 판결에 대한 평가

단순한 판단상의 오류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판례가 드리앙꾸

르 판결에 의해 비로소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553) 이전에도 판단상의 오류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었기 

551)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르소 영화사 사건의 의견서에서 재판연구관 리고가 사안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에 기한 오류는 과실에서 벗어나는 판단상의 오류라 볼 수 없

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이다(Jacques Rigaud, conclusions sous CE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s Marceau, AJDA 1966, p. 255 참조). 

552) 위 사건의 원심인 파리 지방행정재판소는 놀이기구의 이용을 박탈당함으로써 잃은 

일실수익으로 50,000프랑, 위 기구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으로 25,745프랑, 그 밖

의 생활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프랑, 합계 85,745프랑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꽁세이데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P. 
Cabane et D. Léger, chronique sous CE Sect. 26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AJDA 1973, p. 245 참조). 

553) P. Cabanes et D. Léger, op. cit., p. 245; Jean-Pierre Rougeaux, note sous CE Sect. 27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G. Pal. 1973, 2. p. 859; Benoît Delau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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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드리앙꾸르 판결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554) 

과실 없는 판단상의 오류라는 마지막 저항의 보루를 무너뜨림으로써,555) 모든 

위법한 행정결정이 그 자체로 과실을 구성한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 점에 있

다.556) 꽁세이데따가 일반론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이 선고

된 직후 나온 평석들은 모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판결의 평석자들인 까반느(Cabanes)와 레제(Léger)는 세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 첫째, 판단상의 오류는 다른 위법성 유형과 다를 것이 없

기 때문에 다른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다.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역무의 잘못된 수행을 보여주는 것”557)이다.558) 

둘째, 이전의 판례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였다. 특히 경찰행정에서 “판

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권에 일종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의 보호가 

부득이하게 감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이 영역에서 시민

의 권리에 막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 된다.”559) 셋째, 행정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을 

통해 고려하면 된다.560)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152-153 참조. 
554) Jean-Pierre Rougeaux, note sous CE Sect. 27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G. Pal. 1973, 2. p. 859; P. Cabanes et D. Léger, chronique sous CE Sect. 
26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AJDA 1973, p. 245 참조.

555)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61 참조.
556) Franck Moderne, L’illégalité et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vers de nouvelle 

relations, RA 1974, p. 32 참조.
557) P. Cabanes et D. Léger, op. cit., p. 245 참조.
558) 모데르느도 위 판례에 대한 평석에서 다른 유형의 위법성과 달리 사실관계의 분석

에 관한 행정의 과오가 적법성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하였다(Franck Moderne, op. cit., p. 31 참조).
559) 이들은 재판연구관 리고의 표현(Jacques Rigaud, conclusions sur CE 25 mars 1966, 

Société les Film Marceau, AJDA 1966, p. 255)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P. Cabanes et D. Léger, op. cit., p. 245 참조). 
560) P. Cabanes et D. Léger, op. cit., p. 2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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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와 이론의 현재 

드리앙꾸르 판결 이후 행정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자동적으로 과실을 인정

하는 판례가 확립되었다.561) 꽁세이데따의 이러한 태도는 유럽지침을 위반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562) 판례는 이러한 태도

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학자

는 위 법리가 “프랑스법에 완전히 뿌리내려서, 이 도그마에 대한 어떠한 논의

나 의심도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정도”563)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

하는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실은 주관적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위 

법리의 예외 없는 적용에 반대하는 견해도 발견할 수 있다.564)565) 현재는 꽁세

561) CE 12 décembre 1973, Ministre de l’Intérieur c. Moisard, RA 1974, 29; CE 26 juillet 
1978, Vinolay, 1978, Rec. 315; CE 17 juin 1983, Société Italie, n° 27694(절차상 하자 

있는 건축허가 거부시부터 새로운 건축허가시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건); CE mars 2004, n° 224051(신청인이 자식들에 대한 비자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친자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자발급신청이 거부된 

사안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되, 신청거부가 신청

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 사건); CE Sect. 9 juin 
1955, Lesprit, Rec. 239, AJDA 1995, 745, conclusions J. Arrighi de Casanova(“해고허

가 결정의 위법성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위법성이 단순한 판

단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권력의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로 

인정된다”).
562) CE 28 février 1992, Société Arizona Tobacco Products et Société Anonyme Philip 

Morris France, Rec. 78.
563) Hélène Muscat, Le droit français de la responsabilité publique face au droit européen, 

2001, p. 251 참조.
564)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or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참조.
565) 리셰는 1976년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판례상으로는 오류이론(la théorie de l’erreur)을 

제외하고는 과실과 월권의 병존(la coïncidence)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것이 논리적으

로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리셰가 이른바 오류이론을 설명하면서 예

외로 인정한 것은 위법한 해임이 이후 취소됨에 따라 부당지급받은 연금 등을 반

환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하나뿐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행정결정’의 위

법성과 과실의 문제로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손해는 위법한 해임의 결과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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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따가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를 워낙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566) 그러나, 위법성과 역무과실

의 관계는 프랑스법의 가장 큰 특색 중의 하나이자, 여전히 미묘한 문제로 남

아 있다.

제2절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내용

전통적 이론이 행정결정이 위법해도 역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역무과실책임의 다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들을 

별도로 고찰하지 않고 역무과실의 판단에 포함시킨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

라서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내용은 행정결정의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의 다른 요소들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는 결국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소송상의 쟁점도 위 법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한편, 다른 책임성립요건인 손해 및 인과관계는 중과실책임과 마찬가지로 역무

과실책임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Ⅰ. 위법성과 역무과실 및 책임의 관계

1.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

⑴ 위법하면 과실 있다.

드리앙꾸르 판결의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다수의 학자가 인정

원인 없는 연금지급(사실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566) 최근의 연구로는 Sophie Grossrieder-Tissot, Faute et illégalité dans la responsabilité 

publique, Thèse Nancy II, 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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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르면,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언제나 역무과실이 인정된다. 내용의 

위법성이든 절차의 위법성이든, 판단상의 오류이든, 위법성의 유형이나 정도를 

불문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여기서의 과실

은 단순과실을 의미한다. 위법하다고 하여 당연히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 

⑵ 적법하면 과실 없다. 

반대로, 행정결정이 적법하면 역무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오래전부터 

판례상 인정되어온 것이다.567) 행정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입법에 의한 소급적 

유효 조치’(la validation législative)가 있게 되면, 과실도 소급하여 사라진다.568) 

왜냐하면 과실은 위법성의 기계적인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569) 월권소송에

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처분사유의 대체’(la substitution de base légale 

ou de motifs)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70)571) 처분사유 등의 대체가 

567) Franck Moderne, L’illégalité et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vers de nouvelle 
relations, RA 1974, p.29 참조. 최근의 예로 CE 8 août 2002, M. Joseph X, n° 
232463(“위 거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행정은 X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만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 
568) CE 22 avril 1970, Rémusat, Rec. 264, n° 74141(농업부장관의 밀가루 수출제한 결정

이 월권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그 이후 법률에 의하여 다시 효력이 인정되었으므

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569)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53 참조.
570) 대표적인 경우로 CE 20 novembre 1942 Vally, Rec. 326.
571) 프랑스에서 법적 근거의 대체는 행정재판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대체되는 법

규가 적어도 불충분한 법적 근거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체되는 근거

법규에 따르면 행정이 같은 판단권한을 가지게 되며, 행정상대방의 절차적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1005-1006 참조). 처분사분사유의 대체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소

의 직권으로 가능하며, 재량행위에서도 행정의 주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또한 

대체되는 사유로 행정이 같은 처분을 내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행정

상대방의 절차적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né Chapus, op. cit., 
pp. 1006-1009 참조). 우리 판례와 같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에서 처분의 법적 근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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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경우에는 행정결정의 위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행정결정의 위법성은 책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행정결정이 

위법하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le préjudice)

가 발생하여야 하고, 다른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델베즈도 같은 표현을 했

지만, 그 뜻은 다르다. 델베즈는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이러

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단

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법적 차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역무과실을 구성

한다. 두 번째로 사실 차원에서, 변론절차에서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세 번째로 배상액의 산정

단계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내용이나 정도가 고려된다.572)

행정결정이 위법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중과실책임 영역에서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행

정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행해진 위법성의 내용이나 정도와 행

정의 행동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573) 중과실책임은 

는 처분사유의 대체가 더 넓게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572) 이는 드게르그가 50년대에 손해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 판례들

에 대하여 한 설명인데, 현재의 판례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193 참조.

573) 근로감독관의 허가거부가 위법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국가를 상대

로 책임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노동법전은 근로감독관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자가 경제적 이유로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회

사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허가거부의 위

법성을 이유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

한 해고허가 업무가 해당 근로감독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았던 점, 원고 회사에게 

경제적인 해고사유가 있었던 점, 해고허가거부가 원고 회사와 경쟁사간의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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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위법성과 기계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완화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최근에는 중과실책임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매우 감

소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중과실책임 영역으로 남아있는 재판

작용, 경찰행정작용, 감독작용 중에서 앞의 두 영역은 행정결정과 무관하기 때

문에, 감독작용에 관하여만 중과실책임이 법적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책

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행정결정이 위법하여 과실이 인정되더

라도 손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 등이 

면책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형식

상 하자에 기인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타당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 

근거나 사실상의 사유가 유효하지 않으나 다른 법규나 다른 처분사유를 근거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인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부인되며 책임이 부인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

3. 위법성과 역무과실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른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

지 설명 방식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위법하면 과실 있음’을 원리(un principe)

로 내세우고,574) 다른 이들은 위법성과 과실이 수학적인 등가관계에 있다고 보

거나,575) 위법성과 과실이 ‘중첩’(la superposabilité)576)된다고 설명하기도 한

을 유도하여 경쟁사로 고용을 승계하게 하려는 허가제도의 목적에 벗어나는 의도

에 의한 것이었던 점을 들어 국가의 중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CE 29 juin 1990, 
Ministre des Affaire sociales c. Groupe CERP, n° 78088, Rec. 193).

574) P. Cabanes et D. Léger, chronique sous CE Sect. 27 janvier 1973, Ville de Paris c. 
Driancourt, AJDA 1973, p. 245 참조.

575)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95(“위법성은 과실과 같

다”); Bernard Pacteau, note sous CE 20 mars 1985, Commune de Villeneuve-le-Roi c. 
Époux Ruby, RA 1985, p. 43(“위법성=과실”) 참조. 

576)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 168;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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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77) 최근에는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들로네(Delaunay)는 위법성이 과실을 야기하며, 과실은 위법성의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결과라고 설명한다.578) 그는 첫 번째 설명에 대하여, 꽁세이데따가 

위법하면 과실이 있음을 공권력의 책임을 규율하는 일반 원리의 하나로 인정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꽁세이데따가 이러한 관계를 원리의 

지위로 격상하여 스스로 구속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러저러한 

위법성이 행정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로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

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579) 그는 두 번째 설명에 대하여, 위법성이 과실

과 동일하려면 과실도 위법성과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과실은 행정결정이 위법한 경우 외에도 행정의 사실행위에 

부주의나 태만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과 위법성이 동일개

념이 아니라는 말이다.580) 

한편,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판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이 설

명되는 근거를 밝혀주지는 못한다. 이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이

론의 생성과 발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학자들도 재판연구관들도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하자나 판단상의 오류가 

다른 위법성과는 달리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주

장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과실은 인정되지만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

명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규칙이 확인되는 것

은 오로지 소거법에 의해서만이다.”581) 

577) 리셰는 이를 위법성과 과실의 우연한 병존(la coïncidence)이라 말한다. 그러나 리셰

는 과실이 때로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위법하다고 하여 반

드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223-228 참조).

578)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61 참조.
579) Benoît Delaunay, op. cit., pp. 159-160 참조.
580) Benoît Delaunay, op. cit., pp. 160-161 참조.
581) Benoît Delaunay, op. cit., p. 156; 비슷한 설명으로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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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근거는 역무과실의 객관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역무과실은 ‘하자 있는 역무 작용’, ‘공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잘못’이고 ‘의무의 위반’이다. 행정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은 그 역무 작용에 하

자가 있다는 것이고, 행정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의미한다. 남은 

것은 이러한 역무 작용의 하자를 과실로 인정하기 위해 하자의 정도가 일정한 

문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할 것인가이다.582) 전통적 이론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

제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면, 행정책임 인정이 원칙이 되고 피해자 구제가 

중시되는 쪽으로 프랑스 사회가 발전하면서 위 문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판례

와 이론이 발전한 것이라 생각된다.583) 

Ⅱ.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따른 소송상의 쟁점

행정결정이 위법할 때 행정상대방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월권

소송만 제기한다면 결정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까지 받지는 못한다. 월

권소송과 책임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면, 하나의 사건에서 판사가 먼저 행정결

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위법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책임요건 구비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행정상대

방은 월권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다음 책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월권소송의 제기 없이 책임소송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582) 엘렝이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자 한 것이 바로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과실로 인정될 

정도로 충분한 하자가 된다는 것이었다(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144-151 참조).

583) 이러한 관계는 사실행위에 관하여 과실에 이르지 못하는 과오(l’erreur)를 과실과 구

별하려는 시도가 사라진 것, 그리고 최근에 중과실책임의 적용영역이 축소되고 있

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과실과 과오의 관계에 대하여는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p. 178-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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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을 모두 제기하는 경우

국가를 비롯한 공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에는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584) 

그 기산은 계쟁 행정결정이 충분히 공지된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다.585) 다만, 위 소멸시효는 손해

의 원인이 된 행정결정에 대한 월권소송의 제기로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다

음 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므로,586) 피해자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

결이 확정된 이후 책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정소송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재판

소에 대한 제소는 행정결정을 대상으로, 행정결정의 고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전 R.421-1조). 이는 책임소송도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행정결정 우선의 원칙’(la règle de la décision préalable) 때

문에, 사인은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한 다음에, 

그 거부 또는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배상금액에 못미치는 배상금지급결

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책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587) 행정이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부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행정소송법전 R.421-2조).588) 월권소송을 제

기할 때에는 묵시적 거부결정에 대하여도 2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만, 이 경

우 완전심판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행정소송법전 R.421-3

584) 국가, 도, 꼬뮨,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1968. 12. 31.자 법률 

제68-1250호 제1조 제1항, 제2항 참조. 4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p. 274-299 참조.

585) CE 11 mars 1960, Ministre de l’Agriculture c. Cayla, Rec. 192; CE Sect. 3 juillet 
1964, Ministre des Finances c. Époux Jeannin, Rec. 380.

586) 1968. 12. 31.자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6항 참조.
587) 거부결정 등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액수를 특정한 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588) 행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관한 2000. 4. 12.자 법률 제2000-321호 제21조에 의해 

그 기간이 2개월로 감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4개월 이상 결정이 없을 때 거부결

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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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89) 4년의 소멸시효만이 문제된다.

사인이 월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 받은 다음에 

책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월권소송에서 원고청구

가 기각된 경우이다.

⑴ 월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먼저,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이 위법함이 인정되어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이

다. 이 경우 꽁세이데따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이러저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

유로 월권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이 국가

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로 인정된다.”590)라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위법성이 

월권소송에서 이미 입증되었음을 밝히면, 과실도 자동적으로 입증된 것이 된

다.591)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규칙의 결과이지만, 그에 앞서 월권소송에서의 위법하다는 판단이 책

임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른바 ‘절대적 기판력’(l’autorité absolue 

de la chose jugée)이 작용한 결과이다. 프랑스에서 기판력은 청구대상(l’objet), 

청구원인(la cause), 당사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한 경우 판사는 동일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것을 ‘상대적 기

판력’이라고 한다.592) 반면에 절대적 내지 기판력은 위 세 가지 요건이 동일하

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에서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효력을 말

하며, 꽁세이데따가 절대적 기판력을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가 행정결정을 취소

하는 판결이다.593)

589) 행정소송법전 R.421-3조는 완전심판소송의 경우 명시적인 거부결정이 고지된 경우

에만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90) CE 20 mars 1985, Commune de Villeneuve-le-Roi c. Époux Ruby, RA 1986, 43.
591)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65 참조.
592)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3, pp. 262-263 참조.
593) Camille Broyelle, op. cit., pp. 267-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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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이란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la chose demandée)을 말하고, 청구원인

이란 청구의 법적 근거 또는 법적 영역(le terrain juridique)을 의미한다.594)595) 

월권소송에서는 내적 위법성과 외적 위법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원인이 

되고,596) 책임소송에서는 역무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계약책임이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이 된다.597) 동일한 행정결정을 문제삼는 것이라도 월권소송과 책임소

송은 청구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취소판결은 판결된 사항이 모두에게 절대적으

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행정재판소가 그 결정의 위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게 된다.598)

⑵ 월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으로,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위법성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월권소송과 책임소송은 청구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기각판결에는 

상대적 기판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월권소송에서 패소하고 다시 책임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직접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599) 전소에서 행정재판소가 

594)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1087-1092 참조. 
595) 프랑스 월권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하여는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78-379면 참조.
596) 청구원인(la cause)과 위법사유(le moyen)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대한 월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소에서는 사실오인을, 후소

에서는 직권남용을 주장하였다면, 양 소송은 위법사유(les moyens)는 다르지만 청구

원인(les causes)은 처분의 내적 위법성으로 같다. 여기서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내적 

위법성과 외적 위법성이 별도로 취급받고 한 쪽에 대한 기판력이 다른 쪽에 미치

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René Chapus, op. cit., pp. 1089-1090 참조). 
597)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3, p. 265 참조.
598) René Chapus, op. cit.. 1094-1096 참조.
599) 샤쀠는 기각판결에 절대적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취소판결은 행정결정의 위법함이 확정된 것이지만, 월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여 행정결정의 적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고가 위법한 

이유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né Chapus, op. cit., 
p. 1099 참조). 판결문에 “원고가 제기한 위법사유에 의해서는” 취소청구가 이유 없

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다른 사유에 기해 취소가 가능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René Chapus, op. cit., p. 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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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더라도, 후소에서 전소와 다른 청구대상을 뒷받

침하기 위해 동일한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600) 

2. 책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⑴ 책임소송만의 제기

위법한 행정결정이 손해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

는 그와 동시에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판단받아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제소기간 내에 월권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여 책임소송을 제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601) 실제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 

프랑스 소송실무상으로는 원고가 먼저 월권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책임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602)

이에 대하여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완전심판소송에 의한 월권소송의 대체

금지’라는 것이다. 행정결정이 오로지 금전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 거부나 반환결정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내에 월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결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월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을 우회하여 사실상 월권소송을 제기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즉, 완전심판소송이 월권소송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된다.603) 꽁세이데따는 이러한 소가 부적법(irrecevable)하다고 보아 각하

하며, 행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그와 함께 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금전

600)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170; Cammi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3, p. 269 참조. 

601) CE 31 mars 1911, Blanc, Argaing et Bézie, Rec. 407; CE 8 juillet 1977, Ministre de 
l’Equipement c. Bouvier, Rec. 547 참조.

602) Benoît Delaunay, op. cit., p. 166 참조.
603)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744-747; Camille Broyelle, 

op. cit., pp. 5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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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도 확정되었다”604)고 판시한다.

⑵ 보충적인 적법성통제 기능

행정결정의 적법성 통제는 월권소송의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책임소송도 보

충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월권소송이 권리구제에 효과적

이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행정결정에 대한 월권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소송의 이 기능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 들로네는 책임소송이 특히 재량행

위의 통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감독소송 

제기권에 대한 책임소송의 역할을 그 예로 들고 있다.605) 

도지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감독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

자가 도지사에게 감독소송 제기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더라도 위 거부결정은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06) 도지사가 감독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이 제3자가 직접 계쟁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607)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감독소송과 이해관계인

의 월권소송으로 적법성을 통제할 수 있지만, 도지사의 제소거부에 대하여는 

월권소송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은 도지사의 제소거부

에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 감독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608) 

위법성 판단에 의한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과실에 의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609)

604) CE Sect. 2 mai 1959, Lafon, Rec. 282; CE Sect. 16 octobre 1981, Ville de Levallois 
-Perret, n° 02119, Rec. 372. 

605)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172-174 참조.
606) CE Sect. 25 janvier 1991, Brasseur, n° 80969, Rec. 23, conclusions B. Stirn; CE Sect. 23 

avril 1997, Ville de Caen, n° 151852, Rec. 158, AJDA 1997, 518, conclusions V. Pécresse.
607)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358-360 참조(제소거부 결

정에 대하여 월권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판례에 찬성하고 있다).

608) CE 6 octobre 2000, Commune de Saint-Florent, n° 205959(판결 내용은 앞의 107-108
면 참조).

609) Benoît Delaunay, op. cit., p. 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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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의 책임부담을 완화하는 요소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행정재판소에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

지만, 그로 인하여 행정의 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

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행정작용의 특별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행정에 책임을 지우는 영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

미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행정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의 다른 요소들

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손해의 존재,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가 입증되지 못하거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입증되어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 고유한 사정들이 면책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 과실과 피해자의 불법지위가 그것이다. 그 밖에, 판사가 배상액 산정에

서 많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과 사인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

우에는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

1. 손해

손해는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이다. 꽁세이데따는 행정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직적접이고 확실한 손해’(le préjudice direct et certain)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손해배상액이 행정이 저지른 과실의 정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

니라 손해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책임은 민사책임과 같고 형사

책임이나 징계책임과 다르다.610) 손해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le moyen d’ordre 

public)이다.611) 행정재판소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존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612)

61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35.
611) CE 2 avril 1971, Marchand, n° 79277, Rec. 27. 
612)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3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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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손해와 피해의 구별 

행정재판소가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le préjudice)와 피해(le dommage)라는 

두 단어를 엄밀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613)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그

러하다.614) 샤쀠는 손해를 피해자를 통해 판단되는 피해라고 보지만, 손해와 

별개로 피해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615) 그러나 학자에 따라

서는 손해와 피해를 엄밀히 구별할 것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로 베누아

(Bénoit)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피해는 사실 그 자체(예를 들어 의료과실

에 따른 마비)인 반면, 손해는 일정한 사람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주관적 개념

이자 피해의 결과이다(개호비, 일실수입 등).616) 이렇게 보면 책임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손해의 직접성의 문제가 된다.617) 

행정결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618) 행정결정이 집행되었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

해자의 상태 때문에 실제로 손해라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점토채취허가시에 채취량 제한을 둔 것이 위법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제한이 없었다면 원고 회사가 즉시 점토를 추가로 채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거나 그와 같이 채취한 점토로 벽돌을 생산할 화덕을 추가설치할 재정

613) 두 단어가 판례상 혼용된 사례들을 보여주는 문헌으로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303 참조.

614)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157(“손해, 피해가 

부재하면,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12, pp. 
194(‘손해’라는 단어 대신 ‘피해’가 확실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참조.

615) 그는 피해를 손해와 달리 중립적인 개념으로서의 침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면서도,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400 각주 401 참조). 

616) Francis-Paul Bénoit, Essai sur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en droit public et en 
droit privé, JCP, 1957, 1, 1351, n° 11 et s. 참조(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p. 179-180에서 재인용).

617) Michel Paillet,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199 참조.
618)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44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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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619) 이러한 

경우에 “위법한 결정이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도 사실상 

같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경우에 행정조치는 그 적법 여

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다.”620) 비슷한 예로 

약국개설허가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나 배상책임은 인정되

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보건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약국개설허가기간 연장

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연장허가를 취소하면서 직

접 기간연장 불허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취소소송에서 위 불허처분만이 취소되

고 연장허가 취소 부분은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 경우 원고는 허가기간을 연

장받은 바가 없으므로, 약국개설허가시 예정한 기간만료 시점부터 위법한 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추가기간 만료시까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해

로 볼 수 없다.621)

⑵ 권리의 침해

손해는 ‘권리에 대한 침해’(le droit lésé)여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익

(l’intérêt)이 침해된 것으로 족한가? 19세기의 학자들은 법규나 판결 등에 의하

여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

고, 그와 같은 주장이 없다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생각하였다.622) 판례와 

학설상 권리의 침해가 본안요건으로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

다.623) 이때부터 권리를 부여하는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이 사인에

게 권리를 부여하였는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허가 등이 재량행위일 

619) CE 10 juin 1992, Société Les Briqueteries Joly n° 85782.
620)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 446 참조.
621) CE 2 avril 1971, Marchand, n° 79277, Rec. 273 참조. 
622)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409 참조.
623) Maryse Deguergue, op. cit., p. 4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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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사인에게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

을 때에만 권리가 인정된다고 여겨졌다.624) 그러나, 이후 점진적으로 판례상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68년 판례의 변경으로, 

대학이나 병원에서의 경력, 과학자로서의 권위, 또는 개업의로서의 일정 정도

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들의 명단’(la notoriété médicale)에서 제외된 의

사는, 그 요건을 갖추어 명단에 포함될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면 그러한 기회상

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625) 현재는 피해자의 단순한 이익

이 침해되면 족하고 반드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626)627) 

이러한 이익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신부의 요구에 의한 낙태가 실

패하여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을 배상의 대

상이 되는 침해로 판단할 수는 없다.628)

624) Maryse Deguergue, jurisprudence et doctrine dans l’élaboration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4, p. 412 참조.

625) CE 3 juillet 1968, Ministre du Travail c. Pelage, Rec. 417; CE 3 juillet 1968, 
Bournoville, Rec. 417; CE 3 juillet 1968, Sifflet, Rec. 418. 

626)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 307, 320 참조. ‘정당한 이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

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설명으로는,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36 참조. 

627) 학자에 따라서는 꽁세이데따의 판례가 여전히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권리의 의미가 넓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행정의 적법성 준수 

의무에 상응하여 사인에게 위법한 결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Maryse Deguergue, op. cit., p. 413 참조). 이러한 논쟁은 결국 권리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볼 것인가, 그리고 권리와 이익에 차이를 둘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628) CE Ass. 2 juillet 1982, Mlle R., n° 23141, Rec. 266, RDSS, 1983, 95, conclusions M. 

Pinaul. 파기원이 2000년에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다(Cass. 
Ass. plén. 17 novembre 2000, Perruche). 그러나 환자의 권리에 관한 2002. 3. 4.자 법

률 제1조에서 “누구도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규

정을 두었고,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CC 11 ju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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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관계

손해는 역무과실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와 피해를 구분하는 학

자들은 손해의 직접성과 인과관계가 다른 것이라 설명하지만, ‘손해의 직접

성’(le caractère direct)을 인과관계와 같은 말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629) 

학자들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당인과관계 이론’(la théorie de la 

causalité adéquate)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사태의 일반적인 추이에 비추어 

그 행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여겨질 정도면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630) 예를 들어, 위법한 무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3년 뒤에 허가받은 무기로 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기소지허가에 따른 과실

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631) 반면에, 건축허가 거부가 위

법하더라도, 거부결정 이후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원고가 허가받고자 

하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꽁세이데따는 새로운 근거법령의 결과가 아

니라 위법한 허가거부의 결과로 원고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

다.632)633)

인과관계가 행정행위 이외의 ‘외부 요인’(la cause étrangère)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정이 면책되거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피해

자의 과실, 제3자의 행위, 불가항력을 들 수 있다.634) 이러한 외부요인이 손해

Viviane L).
629) René Chapus, Responsabilité publique et responsabilité privée, 1954, p. 429; Raymond 

Odent, Contentieux administratif, Tome 2, 1977-1981, p. 160 참조.
630)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Michel Paillet,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44-46;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738 참조.
631) CE 21 mars 1969, MInistre de l’Intérieur c. Montreer, n° 66816, Rec. 186 참조.
632) CE 31 octobre 1986, Ministre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c. Desgranges, n° 

61356, RFDA, 1987, 658, note J.-P. Gilli. 
633) 이전에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 손해가 법령의 변경에 의한 것이고 역무

과실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판결들이 있었으나, 위 판결로 꽁

세이데따의 태도가 완화되었다고 한다(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3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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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일한 원인으로 인정되면 행정책임이 면제되고, 행정의 과실과 공동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행정의 책임이 감경된다.

⑴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행정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장 자주 원용하는 항

변사유다.635) 피해자의 과실은 행정의 과실보다 쉽게 인정된다. 사소한 부주의

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636) 피해자의 과실은 성실한 보통의 행정

상대방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637) 피해자의 과실은 어떤 경우에는 손해

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행정의 과실과 함께 손해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과실상계를 인과관계와 별도의 문제로 보는 우리와는 달리 피

해자의 과실을 인과관계의 문제로 본다는 점이 프랑스법의 특징이다. 다만, 피

해자의 과실 중에서 행정행위가 행해질 당시까지의 행위만이 인과관계와 관련

이 있고, 행정행위가 행해진 이후의 행위는 배상액의 산정에만 관계된다.638)

일반적으로 행정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판사는 양 과실 

각각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 부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639) 엘렝은 1960년대까지의 판례를 분석하여, 행정결정에 형식상의 하자

만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과실로 인과관계가 완전

히 단절되며, 그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일부면책만 인정하는 것이 판례

의 일반적인 태도라 판단하였다.640) 주로 공무원에 대한 위법한 징계에 관한 소

송에서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는 예를 볼 수 있다.641)642)

634)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1248-1250 참조.
635)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334 참조.
636)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p. 268-269 참조.
637) Benoît Delaunay, op. cit., p. 335 참조.
638)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 452 참조.
639) Michel Paillet,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1996, p. 48 참조.
640) Jean-Claude Hélin, op. cit., pp. 455-457 참조.
641)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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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 사건으로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신

청인이 자식들에 대한 비자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친자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제

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비자발급신청이 거부되었다. 꽁세이데따는 거부

처분의 위법성(사실오인)을 이유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되, 신청거부가 신청인

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였다.643)

⑵ 불가항력과 우연한 사고

‘불가항력’(la force majeure)이란 행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그 발생을 예견하

고 회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말하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도 불가항력이라 판단될 수 있다.644) 자연재해가 주로 

불가항력의 예로 원용되는데, 우리와 마차가지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불가항력과 구별할 개념으로 ‘우연한 사고’(le cas fortuit)가 있다. 우연한 사

고란 예견불가능하고 회피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불가항력과 같지만, 행정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과 다르다.645) 우연한 사고는 외부요인이 아니

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임이 인정되면 

피고의 과실이 부인되고, 따라서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불가항력과 같다.646) 우연한 사고 또한 오늘날은 판례상 인정되는 예가 

참조.
642) 예를 들어, 원고의 해임이 위법하지만 원고가 과실을 저질렀으며, 위 과실이 손해

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CE 21 avril 1967 
Menon, n° 69256, Rec. 173, RDP 1967, 1259.

643) CE 17 mars 2004, n° 224051 참조.
64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248-1249 참조.
645) René Chapus, op. cit., p. 1250 참조. 
646) 이는 앙브로시니 판결(CE 10 mai 1912, Ambrosini, s. 1912, 3, 161)에 대한 평석에

서 오리유가 제시한 설명에 따른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정박 중이던 장갑함의 갑

작스러운 폭발로 아버지와 함께 인근을 산책하던 아들이 사망하여 그에 따른 국가

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꽁세이데따는 위 사건에서 장갑함의 폭발이 불가항력에 의

한 것이라 보았지만, 오리유는 그것이 행정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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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다.

⑶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는 손해의 유일한 원인일 수도 있고, 행정의 역무과실과 함께 

손해의 공동원인이 될 수 있다. 제3자는 공법인일 수도 있고 사인일 수도 있

다. 제3자의 행위가 반드시 과실에 기한 행위일 필요는 없다.647) 역무과실과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중첩되는 경우 공무원의 개인과실은 제3자의 행위로 인

정되지 않는다.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관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행정의 

책임이 결정될 뿐이다. 

역무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손해의 공동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책임의 감경

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

임’(la responsabilité in solidum)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꽁세이데따는 1951년부

터 이 경우에 행정이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역무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648) 예를 

들어 케치치안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은행의 파산이 주로 은행관계자들의 사

기에 의한 것이고, 은행위원회의 중과실이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기여한 것이

라는 이유로 손해액의 10%에 대하여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649) 피해자

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민사재판소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여야 하고 제3자가 자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점, 민법상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양 재판권에서 결론의 충돌가능성이 높아

에 불가항력이라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장갑함의 폭발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

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밝혀지지 않은 하자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그는 우연한 사고를 ‘알려지지 않은 역무과실’이라 불렀고, 이후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이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Maurice Hauriou, note 
sous CE 10 mai 1912, Ambrosini, S. 1912. 3. 161(Notes d’arrêts I, 1929, pp. 510-515).

647)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48 참조.
648) CE 16 mai 1951, Dame veuve Pintal, Rec. 259.
649) CE 30 novembre 2001, Kechichian, AJDA 2002, 136. 케치치안 판결의 내용에 대하

여는 앞의 108-1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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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650) 그러나 공공단체가 공동불법행

위자에 대한 보험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공공단체의 과실의 결과를 넘어서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51)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동일한 공역무의 수행에 참여하는 복수의 공공단체 

각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들이 연대하여 손해액 전부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652) 또한 꽁세이데따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자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손해 전부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상

대로 손해액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653)

3. 피해자의 고유한 사정

⑴ 불법지위의 항변

인과관계의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불법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법지위의 항변’(l’exception 

d’illégitimité)이라고 한다. 불법지위의 항변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

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서, ‘누구도 자기 자

신의 파렴치를 이용할 수 없다’(Nemo auditur propriam turpitudinem suam 

allegans)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654) 불법지위의 항변은 행정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효과가 있다.655) 불법지위의 항변은 손해의 존부 및 권리침해 요부 

650) Michel Paillet, La faute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80, p. 55 
참조.

651)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p. 24 참조.

652) CE 24 mars 1978, Laporta, n° 99477, Rec. 159. 
653) CE 2 juillet 2010, Madranges, n°323890(2차에 걸친 의료검진에서 폐결핵을 발견하

지 못한 각 의료기관의 과실이 각각 독립하여 손해의 원인이 됨을 인정한 사례).
65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55 참조.
655)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vant le j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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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또는 인과관계 문제와 혼동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인정의 세 

가지 요건, 즉, 역무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덧붙여 

판단되는 것이다.656)

예를 들어, 댄스홀의 화재사고로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꽁세

이데따는 운영자 스스로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감독청의 중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

았다.657) 한편, ‘공물’(le domaine public)을 불법점유한 자가 그 점유상태를 끝

내기 위한 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조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손해배

상을 구할 수 없다.658) 이는 공물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

라고 한다.659) 

⑵ 위험인수의 항변

‘위험인수의 항변’(l’exception de risque accepté)이란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험에 처했음을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

다.660) 우리 판례상 항공기나 폭격장의 소음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소음문제를 

인식하고도 피해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논리

와 유사한 것이다. 

administratif, 2007, p. 272 참조.
656)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 268 참조.
657) CE Sect. 7 mars 1980, Sarl Cinq-Sept, Rec. 129, conclusions J. Massot.
658) CE Sect. 20 juin 1980, Commune d’Ax-les-Thermes, Rec. 281, RDP 1980, 1726, 

conclusions M. Rougevin-Baville(호텔건축공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회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크레인 받침대를 강제철거한 것이 문제된 사건. 시장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철거행위에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가 도로점용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659)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254-1255 참조.
660) René Chapus, op. cit., p. 1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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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결정이 위법하나 적법한 행정결정도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

⑴ 위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

꽁세이데따는 행정결정이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위법하나 내용상으로는 동일

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 종종 책임을 부인한다. 이 때 손해의 존재

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 

경우를 행정결정의 위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여 행정결정이 무조건적으로 월권소송에서 취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중요한 절차의 위반만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

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사안에서 

계쟁결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거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장

(une garantie)을 박탈하는 것인 경우”661)에만 결정이 위법하다.662) 즉, 계쟁결

정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장과도 무관한 

절차의 위반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책임의 문제 이전에 과실 자

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위법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본안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피

고는 그것이 ‘무용한 위법사유’(les moyens inopérants)라는 항변을 할 수 있고, 

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유형이 기속행위에 

관한 것인데, 기속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이 법령상 같은 결정을 할 수

661) CE Ass. 23 décembre 2011, Danthony et autres, n° 335033[꽁세이데따는 두 개의 고

등사범학교를 리옹 고등사범학교로 병합하는 데끄레의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에

서, 위 데끄레를 발하기 전에 양자동수 실무위원회(le comité technique paritaires)의 

자문이 없었고, 이것이 학교의 구성원 대표들에 대한 절차상 보장을 박탈한 것이라

는 이유로 위 데끄레를 취소하였다]. 
662) 절차상 위법과 행정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자세히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1032-1036 참조.



165

밖에 없다면, 그 위법성의 유형을 불문하고,663) 실제로 그러한 위법성이 인정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위법사유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664) 행정이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결

정을 취소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이러한 주장이 결론에 영향

을 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665)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에 행정이 이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손해가 문제되기에 앞서서 행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월권소송에서 처분사유나 법적 근거의 대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유사한 것이다. 법적 근거의 대체란 

행정이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법을 근거로 행정결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666) 법적 근거의 대체는 원래 법을 대체하는 법이 기존의 법과 적

어도 대등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667) 행정이 같은 판단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정 당시에 이미 행정상대방이 대체하는 법에서 

보장되는 것과 동등한 절차상의 보장을 받았어야 한다.668) 처분사유의 대체는 

행정이 애초에 처분의 근거로 든 사유를 법적으로 타당한 다른 사유로 교체하

는 것을 말한다.669) 꽁세이데따는 원래 행정이 기속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일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경우에만 처분사유의 대체를 인정해왔다.670)  그러나 

663) 무권한(CE 19 novembre 1954, Greffe, Rec. 603), 절차상 하자(CE 13 juillet 1962, 
Syndicat des taxis gapençais, Rec. 477), 사실오인(CE 22 février 1957, Société 
coopérative de reconstruction de Rouen, Rec. 126), 권한남용(CE 16 janvier 1959, 
Westermayer, Rec. 43) 등 모든 유형의 위법성 주장에 적용된다.

664)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815-818 참조(1956년부터 

꽁세유데다가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665) René Chapus, op. cit., p. 816 참조. 
666) René Chapus, op. cit., p. 1005 참조(법적 근거의 대체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667) CE 11 juin 1993, Société Landrieu, Rec. 173(대체하는 법률이 대체되는 법률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근거법률 대체 주장을 배척하였다).
668) René Chapus, op. cit., p. 1005 참조.
669) René Chapus, op. cit., p. 1006 참조.
670) René Chapus, op. cit., pp. 1006-1007 참조(기속권한 행사에 관한 처분사유 대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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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는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의 주장이 있으면 법적 근거의 대체와 

유사한 요건 하에 처분사유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다.671) 처분사유나 법적 근거

의 대체가 인정되면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더라도 결

론이 정당하다면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

는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의 대체가 인정되어 월권소송

에서 행정결정 취소청구가 기각된다면 과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⑵ 책임부인의 근거

행정결정이 위법하지만 결정의 내용 자체는 정당할 때 행정의 책임을 부인

하는 이유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672)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기 때문이라는 견해673)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리셰는 이에 대하여 하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에 의해 부

여되는 이익의 거부 또는 부여된 이익의 박탈을 손해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손

해의 존부가 문제되고, 행정에 의해 창설되지 않은 기존의 피해자의 지위나 상

황에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문제된다는 것이다.674) 예를 들어, 

의사협회의 전문의자격 인정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

한 재판소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671) CE Sect. 6 février 2004, Hallal, n° 240560, Rec. 48(행정결정 당시 존재하던 사실을 

근거로 할 것, 처음부터 대체되는 사유에 근거하였더라도 행정이 같은 결정을 하였

을 것,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

의 처분사유 대체에 관한 설명으로,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8, pp. 1007-1008; Camille Broye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2013, p. 129 참조.

672) Jean-Claude Hélin, Faute de service et préjudice dans le contentieux de la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Thèse Nantes, 1969 pp. 444-445 참조.

673) Claire Legras, conclusions sur CE 4 mars 2011, M. Krupa, n° 306225, RFDA 2011, 
340 참조.

674) Laurent Richer, Recherches sur la faute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de la responsabilité, 
Thèse Paris II, 1976, PP. 231-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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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더라도 자격인정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얻을 권리

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675) 반면에, 위생검사를 받

고 수의사의 검인을 받은 육류만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이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쳤다면 같은 명령이 적법하게 발해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는 인정되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676) 

위법한 명령 위반으로 육류가 압수되어 이를 판매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자

체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지만, 행정결정이 적법하더라도 같은 손해가 발생하

였을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5. 배상액 산정의 특수성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로 입은 모든 이익이 공제된

다.677)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한 가치상승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공사로 호텔고객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변환경 개

선으로 고객이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면 이러한 가치상승분도 공제된다.678) 피

해자의 사정도 고려된다. 예를 들어, 사고로 눈을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두 눈

이 모두 정상이었던 사람과 원래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점들은 우리법제에서도 

손해액의 감정이나 손익상계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우리법과 프랑스 법

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판사는 손해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판결문에 명확히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로 손해액 판단에 있어

675) CE 2 mars 1988, Exiga, RDP p. 555(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296 참조).

676) CE 4 novembre 1921 Monpillié, Rec. 903(판결 내용은 앞의 135면, 각주 534) 참조).
677)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로부터 받는 공제금과 보험금도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는 경우

에는 공제되나, 보험회사가 행정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행정의 부담

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Lara Karam-Boustany, L’action en responsabilité extra- 
contractuelle devant le juge administratif, 2007, pp. 356-357 참조.

678) René Chapus, op. cit., p. 12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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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679) 이는 우리 법제와 특히 다른 부분이다. 

제3절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적용사례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법리가 구체적

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위하여 몇 건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위법

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프랑스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건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침익적 행정행위인 공무원 징계결정과 수익적 행

정행위인 건축허가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성과 과실,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른 책임의 성립

1. 위법한 행정입법에 근거한 결정과 책임 성립

⑴ 곡물생산자관리소 판결

1963년의 곡물생산자관리소 판결680)은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명시

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의 판결이지만, 위 법리의 적용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

는 사례이다. 

공공단체인 곡물생산자관리소는 1955. 10. 4. 및 1956. 8. 23. 두 차례에 걸

쳐 「브리-샹빠뉴 농업판매조합」(le Comptoir agricole Brie-Champagne)이 운영

679) Benoît Delaunay, La faute de l’administration, 2007, pp. 397-398(일반재판소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같은 자유가 있다고 한다).
680) CE Sect. 13 décembre 1963,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Céréales, RDP 1964, 

1003. note W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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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분소의 월간 곡물 분쇄상한량을 결정하였다. 조합은 위 결정이 위법함

을 이유로 곡물생산자관리소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이미 1957. 1. 16. 월권소송에서 위 결정의 근거법령인 1954. 3. 30.자 「공동부

령」(l’arrêté interministériel) 제1조 내지 제4조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위 결정의 위법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 꽁세이데따는 곡물생산

자관리소가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위 결정은 1954. 3. 30.자 공동부령의 위법한 규정들

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곡물생산자관리소

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판결의 결과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하여 곡물생산자관리소가 그 위법한 결정의 결

과인 역무과실에 기한 브리-샹빠뉴 농업판매조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681) 

⑵ 곡물생산자관리소 판결의 의미

1)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 인정

위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

다. 꽁세이데따는 위 공동부령이 위법하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곡물생산자관리소에 있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

부령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조합에 대한 결

정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었다.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역무과실은 ‘위법한 결정

의 결과’이고 위법성과 과실 사이에 다른 어떠한 요소도 요구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역무과실이 인정된다는 생각이 꽁세이데따 재판관

681) 베르사이유 지방행정재판소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곡물생산자관리소의 묵시적 거

부결정을 취소하고 곡물생산자관리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꽁세이데따는 

곡물생산자관리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꽁세이데따의 판결문에 손해배상액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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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 이미 인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682)

2) 행정입법 준수의무와 역무과실

발린(Waline)은 이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위법한 공동부령에 대하여 곡물생

산자관리소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공공단체는 다른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또한 행정행위는 집행력이 있고 월

권소송에는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곡물생산자관리소는 위 부령의 위법성

이 월권소송에서 확인되기 전에는 위 부령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곡물생산자관리소가 위 부령의 적용을 거부하면 행정행위의 집행력

과 월권소송의 집행부정지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고, 위 부령을 적

용하더라도 이후 부령이 월권소송에서 취소되면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683) 

발린은 위에 관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과실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

면 곡물생산자관리소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

다.684) 이는 곡물생산자관리소 입장에서는 타당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합 입장에서는 손해를 직접 야기하는 행위를 한 곡물생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과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곡물생산자

관리소는 법적 근거 없는 결정을 한 역무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

나 공물생산자관리소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

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685)686) 꽁세이데따는 두 번째 방법을 

682) Marcel Waline, note sous CE 13 décembre 1963, ONIC, RDP 1964, p. 1004 참조.
683) Marcel Waline, op. cit., p. 1005 참조.
684) 그는 주관적 과실을 ‘비난받을만한 행위’, 즉 가해의사나 권한남용 등 비난받을만

한 의도가 있거나, 태만이나 무능과 같은 성실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Marcel 
Waline, op. cit., p. 1005 참조).

685) Marcel Waline, op. cit., pp. 1005-1007 참조.
686) 원고가 월권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책임소송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

는 의도가 꽁세이데따에 있었다는 판단으로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or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의 

A, 각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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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것이다.687)

현재는 하급행정청에게 위법한 행정입법을 준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는 1989년부터 취소권한 있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행정입법(le 

règlement)을 취소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688) 2005년부터는 행정청에게 위법

한 행정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고 있다. 꽁세이데따는 2005년 니스 

지방행정재판소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청에게 

위법한 행정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된다. 이 원칙은 위 행정입법을 

취소하거나 그 위법성을 선언하는 판례가 전혀 없었다 해도 적용된다.”689)690)

3) 곡물생산자관리소의 구상권 인정

꽁세이데따는 이 판결에서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곡물생산자관리소로 

하여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판결의 결과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게 할 수는 

있어도”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곡물생산자관리소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와 곡물생산자관리소 사이에서는 위법한 행정입법을 제

정한 국가 과실의 기여도를 100%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곡물생산자관리소는 

국가에 손해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대한 구상채권에도 4년

687) 그는 꽁세이데따가 무과실책임의 확장을 경계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역무과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았다. Marcel Waline, note sous CE 13 
décembre 1963, ONIC, RDP 1964, pp. 1006 참조. 

688) CE Ass. 3 février 1989, Compagnie Alitatlia, n° 74052, Rec. 44, AJDA 1989, 387, 
note O. Fouquet.

689) CE Avis n° 277280 du 9 mai 2005(위 판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위법한 행정입

법을 취소할 의무 전반에 관한 설명으로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p. 689-695 참조).

690) 샤쀠는 행정에게 위법한 행정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1958년의 뽀나르 판결(CE Sect. 14 novembre 1958, Ponard, Rec. 554)을 근거

로 제시하고 있다(René Chapus, op. cit., p. 689 참조). 그러나 브루아옐은 위 판결이 

문제된 행정입법을 제정한 행정청의 적용배제의무만을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

다. 위법한 행정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판례의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or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I의 A,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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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므로 

위 관리소의 구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691) 

2. 사실오인과 책임 성립

⑴ 크레골 꼬뮨 판결

‘크레골 꼬뮨’(Commune de Crégol) 판결692)은 곡물생산자관리소 판결과 유

사하면서도 다른 판결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8년 크레골 꼬뮨에 위치한 소형 수력발전소에 물을 공급하는 도수관을 

따라 지나가는 도 지방도로에 이상이 감지되었다. ‘도 기반시설부’(la direction 

départementale d’équipement)는 크레골 시장에게 지반이상으로 수력발전소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보고하며, 시장에게 수력발전소의 운행중지를 요구하였

다. 시장은 2000. 10. 13.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지방자치법전 L.2212-4조693)의 

경찰행정권을 행사하여 수력발전소의 운행중지를 명하였다. 수력발전소 운영회

사는 뚤루즈 지방행정재판소에 긴급감정신청(le référé expertise)을 제기하고, 

이어서 위 명령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가처분사건

에서 2001. 3. 6.에 제출된 예비감정보고서와 2002. 2. 12.에 제출된 최종감정

보고서는 발전소의 붕괴위험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크레골 시장은 운

행중지의 기초가 된 사실을 오인한 것이었다. 크레골 시장은 2001. 9. 18. 위 

명령을 취소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경찰조치는 그 조치가 취해질 당시에 존재하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필

691) Marcel Waline, note sous CE 13 décembre 1963, ONIC, RDP 1964, pp. 1007-1008 참
조(그 근거로 CE 4 mars 1963, Ministre des Postes c. Électricité de France, Rec. 858, 
CE Sect. 26 avril 1963, Centre hospitalier de Besançon, Rec. 243을 들고 있다).

692)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RJEP 2010, n° 673, p. 34, conclusions 
Catherine de Salins

693) 자연재해와 같은 심각하고 절박한 위험의 경우에 시장이 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집행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3

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알려진 정보에 비추어, 그것이 필요한 처분일 때에

만 적법하다. 그러나 행정청에 알려진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중대하

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여 지체 없이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

다면, 행정청이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후에 그 조치가 불필요한 것

으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조치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고, 단지 그 조치를 취

소하거나 변경할 의무를 야기할 뿐이다.

꽁세이데따는 위 명령 당시에는 도 기반시설부에서 보낸 자료와 보고서들에 

비추어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여 지체 없

이 긴급한 개입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694) 따라서 

이후의 감정결과 그러한 붕괴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위 명령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꽁세이데따는 시장이 예

비감정보고서 제출일인 2001. 3. 6. 이후에도 위 명령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꼬뮨의 책임을 지울 만할 과실(단순과실)을 저질렀다고 보아 꼬뮨에게 그에 따

른 손해배상금 35,000유로의 지급을 명하였다.695) 

⑵ 크레골 꼬뮨 판결의 의미

1) 문제의 발생

행정결정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위가 행해진 시점에 실제로 존재한 법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월권소송에서 행정결정의 적법성

을 판단하는 방식이다.696)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추후의 감정결과 행정결정 당

694) 도 기반시설부의 보고서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층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있고, 갑
작스러운 지반침하가 있을 경우 터빈을 돌리는 데 이용되는 다량의 물이 파도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을 있다는 내용이었다. 
695) 예비감정보고서 제출일 이후 수력발전소 운영재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01. 3. 15.부터 2001. 9. 18.까지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액과 운영중

지 연장으로 발생한 시설물 복구경비로 35,000유로를 산정하였다. 
696) Catherine de Salins, conclusions sur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RJEP 

2010, n° 673, p. 34 et s, n° 2 참조.



174

시 발전소의 붕괴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 원칙을 그대로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밖에 없다.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르면 위 조치는 위법하기 때문에 꼬뮨은 역무과실에 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행정재판소는 이 사건에 중과실책임을 적용하여 예비감정보고서가 제출

된 이후부터 꼬뮨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이것은 경찰행정 영역에서 법적 결

정에 관하여 단순과실책임을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 및 중과실책임 영역을 축

소하는 판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행정항소재판소는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와 단순과실책임을 그대로 밀고나갔지만 다음과 같은 딜레마가 발생하였

다. 이 사건에서 위 발전소 운행중지 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과실책임을 인정

하게 되면, 마치 시장이 발전소 붕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시장이 보유한 정보

에 의해 긴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697) 시장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이 처한 딜레마는 곡물생산자관리소 판결에서의 딜레마와는 다르다. 앞

의 사건에서는 꽁세이데따가 곡물생산자관리소에게 위법한 행정입법을 적용하

지 않을 의무를 사실상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행정입법에 대한 법적 통제

를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발전소 운행 중지에 따른 

꼬뮨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근거자료의 정

확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다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꽁세이데따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698)

2) 꽁세이데따의 해결방식

이러한 사건에서 중과실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꽁세이데따 판례의 흐름에 반

697) Catherine de Salins, conclusions sur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RJEP 
2010, n° 673, p. 34 et s, n° 2 참조.

698)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ro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의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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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에,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과실 개

념의 후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꽁세이데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699) 꽁세이데따는 이 문제를 책임소송이 아니라 월권소송에서 

해결함으로써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와 중과실책임의 축소 기조를 그대

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재판연구관 드살랭(de Salins) 의견서에 따르면, 행위 당시 행정청이 

알았던 사정이 아니라 그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법령과 사실관계

를 근거로 행정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행정은 사

정을 잘 알고 행위하여야 하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부여된 정보수

집권과 조사권을 활용하여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하여

야 한다.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취해진 조치가 객관적으로 정당

한가가 문제된다.”700) 그러나 행정이 이러한 정보수집권과 조사권을 활용할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 논거가 그대로 타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701)

꽁세이데따는 위 의견서에 따라 적법성 판단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예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처분 당시 행정청이 보유한 

정보는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르면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

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행정은 그 처분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최초의 결정을 적

법한 것으로 봄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702) 꽁세이데따가 판결문에서 위와 같이 

699)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ro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I의 A) 참조.

700) Catherine de Salins, conclusions sur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RJEP 
2010, n° 673, p. 34 et s, n° 5. 

701) Catherine de Salins, op. cit., p. 34 et s, n° 5 참조.
702) Jacques Moreau, note sous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JCP A 2009, n° 

2288 참조. 드살랭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Catherine de Salins, op. cit., p. 34 et s, 
n° 5 참조). 재판연구관이 든 판례(CE 2 mars 1979, Compagnie Asnières-sur-Oise, n° 
11336, Rec. 92)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징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데끄레에 의한 시장의 직무정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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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을 명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크레골 꼬뮨 판결에 대한 평가

브루아옐은 위 판결에서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지

만 적법성 판단에 주관적 요소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적 과실이 인

정된 것이라 평가하였다.703) “행정청에 알려진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라 중대

하고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여 지체 없이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시장이 실제로 인식한 사정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행정청이 정보의 신뢰성 등을 판단할 때에는 행정에게 알려진 사정뿐만 아

니라 행정이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의 예견가능

성을 주관성의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위 판례도 과실의 객관성을 부정한 

판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이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엄격

하게 적용되는 법적 결정 영역에,704)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견가능성과 비난가

능성을 고려사항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위 지적이 타당하다. 특히 곡물생

산자관리소 판결과 비교해 보면 꽁세이데따의 엄격성이 완화된 것이다.

이 판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적법성 판단의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

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체적 타당성은 행정에 대한 비난가능성

이라는 측면과 공공재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 판결은 

비난가능성을 사람의 인식능력을 전제로 하는 주관적 요소로 보건, 이와 무관

한 사회적인 비난으로 보건,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이 여전히 과

실책임제도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무과실책임제도와 다른 과실

책임제도의 역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 판결은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꼬

정지 당시에는 직무정지를 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을 이유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703)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or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의 B) 참조.
704)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예견가능성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의무위반이 문제될 때에는 예견가능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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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꽁세이데따는 역무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재판연구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05) 

한편, 위 판결의 평석자들은 위 판결로 원고 회사가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모로(Moreau)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판

결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고,706) 브루아옐(Broyelle)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제시한 도 기반시설부의 행위에 과실이 있으므로 도 기반시설부 행위의 효과

가 귀속되는 국가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707) 

Ⅱ.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

1. 징계결정의 재량하자와 책임의 범위

위법한 징계로 인하여 공무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역무과실책임에서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 분야는 꽁세이데따가 월권소송에서 재량행위를 

심사하는 방식과 책임소송에서 위법한 징계에 대한 행정의 책임 범위를 정하

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꽁세이데따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재량

행위에 대한 월권소송에서의 심사방식을 간단히 볼 필요가 있다. 

 

⑴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

프랑스에서도 행정의 행위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권한만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결정을 내려야 

705) 재판연구관은 발전소 운영 회사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

다(Catherine de Salins, conclusions sur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RJEP 
2010, n° 673, p. 34 et s, n° 7 참조).

706) Jacques Moreau, note sous CE 31 août 2009, Commune de Crégols, JCP A 2009, n° 
2288, (2의 B) 참조.

707) Camille Broyelle, Illégalité et faute: à porpos de l’arrêt Commune de Crégols du 31 
août 2009, RDP 2010, p. 807 et s (II의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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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기속행위’(la compétence liée)라고 한다.708) 재량권은 “똑같이 적

법한 둘 이상의 결정 또는 행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709)을 의미하며, 

행정이 그 행사 여부와 방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

는 권한을 말한다.71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심사강도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

가’(la qualification juridique des faits)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에 무

권한이나 절차상 하자, 권한남용, 법령 위반, 법률상 하자,711) 사실오인이 있는

지에 대한 심사는 재량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즉 사실관계의 포섭에 대한 심사는 크게 최소심사(le contrôle 

restreint), 통상적 심사(le contrôle normal), 최대심사(le contrôle maximal)의 세 

단계로 분류된다.712)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최소심사만 이루어진다.713) 최소심사는 행

정이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는지만을 심

사하는 것이다.714) 2013년까지 최소심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소개되어 온 

것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징계사유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그에 따

라 경고, 견책, 강등, 정직, 직권면직, 파면 등 여러 징계처분 중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행정재판소는 

그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만 개입한다는 것이다.715) 반면에, 공무원

708)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012, p. 421 참조.
709)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056.
710) Jean Waline, op. cit., p. 421 참조.
711)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해석의 오류, 권한분배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포함된다.
712) 학자에 따라서는 더 복잡한 분류방식을 취하기도 한다(Pierre-Laurent Frier et Jacques 

Petit, Droit administratif, 2013, pp. 546-553 등 참조). 프랑스의 3단계 심사와 독일의 

재량행위론의 비교 연구로, 박정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중범김동희교수정년기

념논문집, 행정작용법, 2005, 258-259면 참조. 
713) René Chapus, op. cit., p. 1061; Anne Jacquemet-Gauché,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en France et en Allemagne, 2013, p.673 참조.
714) René Chapus, op. cit., p. 1061; Pierre-Laurent Frier et Jacques Petit, op. cit., p. 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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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 심사에 

의한다. 예를 들어, 꽁세이데따는 고위 공무원인 국립과학연구소장이 정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공개서한 서명자들과 연대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716) 이는 꽁세이데따가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행

정의 판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살핀 것이 아니라, 통상적 심사에 따라 

문제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최대심사는 비례성 심사(le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라고도 한다. 비례성 

심사는 계쟁 결정이 인정된 사실관계와 균형을 이루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통상적 심사가 강화된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717) 비례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분야는 수용을 위한 공익성 인정, 그리고 경찰행정영역이다. 

⑵ 대표적 판례

비놀레(Vinolay) 판결718)은 꽁세유데따가 징계사유에 대한 법적 평가에 명백

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심사 방식은 2013년 B씨 판결719)에서 최대심사 방식으

로 변경되었다. B씨 사건은 월권소송만 제기된 사건이지만 위와 같은 심사강

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한도에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2011년의 

D씨 판결720)은 위법성과 과실,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등의 관계를 함께 볼 수 

715) 그 밖에 최소심사가 적용되는 경우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CE 3 novembre 2003, 
Hello, n° 248606, RFDA 2004, 196), 외국인에 대한 국외 추방 등 경찰행정권 행사

(CE 3 février 1975, Pardov, Rec. 83)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민의 추방

에는 통상적 심사가 적용된다(CE 24 octobre 1990, Rqgusi, Rec. 290 등). 시험과 관

련해서는 시험응시자격 부여에 관하여는 통상적 심사(CE 18 mars 1983 Mulsant, n° 
34782), 시험채점에 관하여는 최소심사(CE 20 mars 1987, Gambus, n° 70993, Rec. 
100)가 이루어진다.

716) CE 3 mars 1953, Teissier, Rec. 133(판결 내용은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045 참조).

717) René Chapus, op. cit., p. 1074 참조.
718) CE Sect. 26 juillet 1978, Vinolay, n° 93715, Rec. 315.
719) CE 13 novembre 2013, M. B, n° 3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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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로서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비놀레 판결

원고 비놀레는 제르농업협동조합(la Chambre d’agriculture du Gers)의 이사이

다. 원고는 1972. 2. 24. 조합장의 결정으로 파면(la révocation)되자, 조합을 상

대로 위 파면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파면

사유는 원고가 이사직을 수행하는 외에 담당한 A 유한책임회사 관리 업무를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꽁세이데따는 위와 같은 사유

를 이유로 징계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에서 “‘명백한 판단상의 

오류’(l’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가 아니고서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 

중에 가장 가혹한 징계인 파면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꽁세이데

따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파면결정을 취소하였고, 

조합에게 원고의 파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2,000프랑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다.

2) B씨 판결

꽁세이데따는 2013년 B씨 판결에서 징계결정에 대한 심사를 통상적 심사 내

지 비례성 심사로 변경하였다.721) 원고 B씨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위원회

(Conseil de l’Europe)에 주재하는 상임대사로 있다가 직위해제된 후, 징계절차

를 거쳐 2011. 2. 3. 대통령에 의해 ‘면직’(le mise en retraite d’office)되었다. 

원고는 위 면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였다.722) 꽁세이데따는 

다음의 순서로 판단하였다. 먼저 꽁세이데따는 원고의 문제된 행위에 대한 사

실 인정을 거쳐서 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판단하였다(사실에 대한 첫 

720) CE 9 février 2011, M. D, n° 332627.
721) Bertrand Seiller, Chronique de jurisprudenc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chronique 1er 

novembre 2013-31 janvier 2014), G. Pal. 22 février 2014 n° 53, p. 16 참조.
722) B씨는 위 면직 외에도 자신을 전권사절단체에서 제명하는 외교부장관의 명령의 취

소도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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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법적 평가). 그 다음으로 꽁세이데따는 징계사유와 징계의 정도가 비례에 

맞는지를 판단하였다(사실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평가). 꽁세이데따는 “징계 대

상이 된 공무원의 문제된 행위가 징계상 과실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행해진 징

계가 그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월권소송을 재판하는 재

판소에 있다”는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넘어가, 비위사실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723) 대통령이 면직 결정을 한 것이 비례에 반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전과 달리 징계사유에 대한 법적 평가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 정도에 대한 비례성 심사를 한 것

이다.724)

3) D씨 판결

원고 D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6. 5. 및 1996. 12.경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중학생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7. 11. 27. 형사처벌을 

받았다(집행유예 및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직 종사 금지). 장관은 

1998. 11. 30.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는데, 위 파면결정은 2004. 6. 11. 

낭뜨 행정항소재판소에서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장관은 2006. 3. 

9. 다시 원고를 파면하는 재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두 번째 파면결정에 대하여

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는 장관의 각 파면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첫 번째 파면결정에 법률상 하자가 있지만, 그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장관이 마찬가지 처분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723) 꽁세이데따는 B씨가 여성 직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

적으로 일삼는 등으로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다른 부하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위 직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724) 최소심사에서 통상적 심사로의 변화는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의해 여러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Alice Charron, 
«Tout vient à point à qui sait attendre» à porpos du contentieux disciplinaire, Petites 
affiches, 4 février 2014, n° 25, p. 6 et s(공무원 징계 분야에서 판사가 단순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청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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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위법한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범죄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파면결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행정청

의 지체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

기 때문이고,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파면결정 자체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

단하였다. 꽁세이데따는 첫 번째 파면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에게 과실이 있으나 

책임은 없다고 본 것이고, 두 번째 파면결정에 관하여는 과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725) 

 

⑶ 위법한 징계결정에 대한 책임의 성립과 범위

1) 책임의 성립

징계결정에 대한 심사강도가 최소심사에서 비례성 심사로 강화됨으로 인하

여,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무원에 대한 징

계가 비위사실(징계상 과실)의 중대성과 정확히 비례하는지를 행정재판소가 판

단하게 되면, 즉 행정재판소가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징계와 행정청이 실제로 행한 징계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게 되면, 징계의 위법

성 인정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적용에 

따라 책임의 인정도 더 용이해질 것이다.

2) 책임의 범위

위법한 징계로 인한 책임에서 특이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이다. 비놀레 판

결에서 꽁세이데따는 위법한 파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

다.726) 이는 우리 판례상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725)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Jacques Moreau, Responsabilité pour illégalité dans le cadre 
des relations entre fonctionnaire et personne publique, JCP A, n° 22, 30 mai 2011, p. 
2198 참조.

726)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적 손해 이외의 손해를 주장하지 않았다. 원고가 취소판

결이 선고되면 보수 상당액의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인지는 판례에 나타

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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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

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727) 한편 우리 법에서는 파면 등이 위법하여 취소되면 

처음부터 파면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보수청구권이 소급하여 되살아난다고 이

론 구성하고, 따라서 파면처분이 취소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바로 행

정청에게 미지급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징계결정이 취소된다고 하여 보수청구권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 원칙적

으로 공무원이 실제로 역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

문이다.728) 프랑스에서도 20세기 초반에는 징계결정이 취소되면 보수청구권이 

회복되며, 따라서 행정이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꽁세이

데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1933년 판례변경 이후 프랑스에서는 미지급보수를 

일실수입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만이 인정되고 있다.729)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 취소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하

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D씨 판결은 이 점을 보여준다.

3) 책임의 제한

파면 취소로 보수청구권이 부활한다고 이론 구성한다면 국가는 D씨 사건에

서 첫 번째 파면시부터 두 번째 파면시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D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였고, 

자신의 징계사유가 매우 중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파면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부인되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위 사건에서처럼 피해자

인 공무원의 과실이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행정결정 전

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써 꽁세

이데따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데에서부터 보수전액 상당액과 정신적 고

727)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728)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2, 2001, p. 317 참조.
729) CE 7 avril 1933, Deberles, RDP 1933, 624(이에 관한 설명으로 Marcel Waline, Notes 

d’arrêts de Marcel Waline, Volume 2, 2005, pp. 636-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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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적절

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건축허가 또는 거부의 위법성과 책임의 범위

⑴ 위법성과 책임의 인정

징계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한 예를 보여준다면, 건축허가는 수익적 행정

행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재량권의 존부와 범위는 문제된 권한을 부여

한 법령의 규정과 판례에 의해 정해지는데,730) 이는 건축허가 또는 그 거부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에서 건축허가는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는 행정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법조문에 특정된 거부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이 이에 기속되어 그 거부를 하

여야 한다고 설명된다.731) 한편, 도시계획법전 R.111-1조 이하에는 건축물이 공

중의 위생이나 안전에 해가 되거나, 소음 등 중대한 공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

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존에 해가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건축허가

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재판소의 심사는 최소심사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732) 

건축허가나 그 거부가 위법하면 ‘위법하면 책임 있다’는 법리에 따라 행정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위법한 징계결정으로 인한 손해가 보수청구권의 상실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위법한 건축허가ㆍ

73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p. 1057 참조.
731)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2013, p. 279 참조.
732) CE Ass. 29 mars 1968, Société du lotissement de la plage de pampelonne, n° 59004, 

RDP 1969, 320, conclusions, G. Vught(이 사건은 도지사가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해
당 건축이 인근의 지중해 연안지역으로서의 성격 보존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직권취소한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도지사가 애초에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명백한 판단상의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보았고, 위와 같

은 위법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도지사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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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로 인한 손해는 개개의 사건별로 다양하고 손해의 확실성이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편, 위법한 건축허가 또는 그 거부로 인한 손

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 등 행정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소들이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⑵ 대표적 판례

1) 프랑스 트라보 주식회사 판결

이 판결은 건축허가 신청인인 프랑스 트라보 주식회사가 건축허가거부가 위

법함을 이유로 허가거부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 사건이다.733) 구체적

인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1989. 10. 31. 원고 회사에게 양식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시

계획증서734)(le certificat d’urbanisme)를 발급하였다. 회사는 1990. 5. 23. 증서

의 내용에 따라 양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1990. 9. 5. 건축허가

를 거부하였다. 도시계획증서 발급 전인 1989. 9. 28. 시의회가 위 지역을 관광

ㆍ숙박시설만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le plan d’occupation des sols)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지만, 위 의결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증서 

발급 이후인 1989. 10. 24.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발급된 

도시계획증서의 내용대로 주민의견조사(l’enquête publique)를 거쳐 양식장을 건

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시장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

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다. 꽁세이데따는 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위법하게 거부함으로써 꼬뮨에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733) CE 11 février 2004, Société anonyme France travaux, n° 212855(제1심 재판소인 니스 

지방행정재판소는 건축허가거부를 취소하고 꼬뮨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인 

리옹 행정항소재판소는 건축허가거부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회사가 상고하였다). 
734) 해당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의 내용, 소유권 제한 사항 등이 기재되며, 신청인이 

계획하는 건축 내용 등을 특정하여 증서를 신청하면, 해당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공공시설이 있거나 설치될 계획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전 L.41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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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주장한 손해는 네 가지였는데, 꽁세이데따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인정하였다. 꽁세이데따는 회사가 양식장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하기 위해 지출한 건축설계비 149,436프랑과 양식장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지

출한 415,316.77프랑의 금융비용 합계 564,752.77프랑(86,096유로)735)이 위법한 

건축허가 거부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았고, 원고가 도시관리계

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어떠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꼬뮨이 위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

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회사는 양식장 건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의 시가하락으

로 인한 손해와 무용한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

였으나, 꽁세이데따는 이것이 위법한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

리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736) 즉, 위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2) 레지당스 뒤 뻬이 독 부동산회사 판결

건축허가거부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 건축허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행

정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위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Z로부터 건축주명의를 

양도받은 부동산회사가 위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데, 꽁세이데따가 이에 대하여 두 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도지사는 1967. 5. 

2. Z에게 위법한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968. 7. 18.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라 국가는 위법한 건축허가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였다.

꽁세이데따는 첫 번째 판결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

735) 1유로를 1,400원으로 보면 약 12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736) 시장은 1990. 12. 10.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거부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원고

가 이 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위 토지 위에 양식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위 명령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판례상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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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내용 꽁세이데따의 판단

1 기성 건축부분 중 새로운 건축허가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의 공사비와 철거비 인정

2 첫 번째 건축허가신청에 소요된 비용 인정

3
공사중단에 따른 작업장 폐쇄 및 자재보관

비용, 공사중단으로 인한 설비와 기성부분의 
훼손에 따른 손해 

건축허가취소일부터 원고가 
성실하게 건축허가를 재신청
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데 소
요되는 기간을 12달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손해만 인정

4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비상승 
5 공사중단으로 인한 자산동결에 따른 비용

6 건축완공 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입상실 손해의 확실성 부인739)

7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비용 인과관계 부인
비고 인정되는 손해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따름

론을 제시하였다. “위법한 건축허가는 수허가자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지울 

만한 과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책임은 위법성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신청

한 신청인의 과실에 의해 감면될 수 있다.”737) 이 사건에서는 Z가 위 건축허가

가 도시계획에 반함을 알면서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꽁세이데

따는 이를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한 제1심 재판소의 판단

이 적법하다고 보았다.738)

꽁세이데따는 두 번째 판결에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50%인 498,801프랑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하였다.740) 원고 회사가 주장한 구체적인 손해와 그에 대한 꽁세이데따의 판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37) CE 12 novembre 1975,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Résidence du pays d’Oc, n° 94825.
738) 꽁세이데따는 원고 청구 중 일부를 배척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감정을 확

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739)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확실한 손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정은 판결에 나와 있지 않다.
740) CE 7 juillet 1977,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Résidence du pays d’Oc, n° 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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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법성과 책임의 제한

위 판례를 살펴보면 건축허가ㆍ거부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어

떠한 내용의 손해를 주장하고, 또 그 중 어떠한 것들이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

로 인정되는지를 알 수 있다. 꽁세이데따는 손해나 인과관계의 존재,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감면 등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꽁세이데따가 특히 일실수입의 인정에 엄격하고, 

손해액의 산정에서도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741) 구체적인 사

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인용액의 차이, 사업의 규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1) 손해와 인과관계의 판단

 위 두 판례에서 건축설계비, 사업시행을 위해 투여했던 금융비용, 철거되어

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비와 철거비, 건축허가신청비 등 적극적 손해는 배상 대

상으로 인정되었으나,742) 토지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나 기대했던 임대수입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은 위법한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거나 손해의 확실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

었다. 

판례가 특히 일실수입 인정에 엄격한 이유로 사인의 과도한 이윤추구나 투

기를 조장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는 견해도 있다.743)744) 그러나 이러한 일실

741) Duncan Fairgrieve, State Liability in Tort, 2003, p. 199; Bernard-Franck Macera et 
Yolanda Fernandez Garcia,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ans le contentieux de 
l’urbanisme, 2006, p. 103 참조.

742) 그 밖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적극적 손해로 공사지연에 따른 건축비 증가(CE 
10 octobre 1986, Maurice Heymes, n° 58240), 건축허가거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더 

이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무용하게 된 건축설계비(CE 11 mai 1983, 
Compagnie pour l’equipement le financement et la construction, n° 33370), 토지취득비

용, 건축허가취소로 무익하게 된 사업운영비 등(CE 17 juin 1983,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Italie-Vandrezanne, n° 27694)이 있다. 물론 이러한 손해의 인정 여부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설계비 이외에 일반적인 운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을 부인한 사건으로 CE 16 novembre 1998, Sille n° 17514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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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전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재판소가 1970년대

부터 일실수입을 손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745) 다만, 임

대수입이나 부동산판매 수입 등 기대했던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는 당해 사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데, 행정재판소가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을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746) 일실수입의 산정이 일반적으로 감정

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결문에 손해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정

743) Jean-Pierre Taugourdeau, Le caractère certain et direct du préjudice en matière de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de la puissance publique, AJDA 1974, p. 520 참조.

744)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개발회사와 사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건축허가가 거부되는 바람에 건설회사가 토지 매수를 포기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꽁세이데따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토지를 더 낮은 가격에 매

도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토지매수 포기가 위법한 건축허가 거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의 직접성,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CE 24 avril 1970, Chodron de Courcel, Rec. 278 참조, 판결 내용은 Jean-Pierre 
Taugourdeau, op. cit., p. 520에서 인용).

745) Jean-Pierre Taugourdeau, op. cit., pp. 521-522; Bernard-Franck Macera et Yolanda 
Fernandez Garcia,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ans le contentieux de l’urbanisme, 
2006, p. 97 참조.

746) 손해의 확실성이 인정된 사례로, 부동산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따라 얻을 수 있었

던 수입과 토지를 부동산회사에 매도하고 건축되는 아파트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

로 한 토지소유자가 건축지연으로 상실한 임대수입을 손해배상이 되는 일실수입으

로 인정한 사건(CE 26 octobre 1988,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les Mouin d’Hyères, 
n° 79400), 부동산 개발회사가 분양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

한 사건(CE 31 octobre 1986, Degranges, n° 61356), 부동산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사건(CE 11 mai 1983, Compagnie pour l’equipement, le 
financement et la construction, n° 33370), 영업상 이익상당의 손해를 인정한 사건(CE 
6 février 1987,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L’empereur, n° 63614) 등이 있다. 손해의 확

실성이 부정된 사례로, 건축지연으로 전력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불확실한 손해라고 본 사건(CE 10 octobre 1986, Maurice Heymes, 
n° 58240), 영업상 이익 상당의 일실수입 부정한 사건(CE 16 novembre 1998, Sille, 
n° 17514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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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축허가거부와 새로운 건축허가 사이의 조세관계 법령 개정이 직접 원인

이고 위법한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747)748) 반면, 건축허

가거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건축허가가 

종국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위법한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749) 

2) 책임의 감면

건축주가 위법한 건축허가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은 행정의 책임을 감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어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750) 이러한 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레지당스 뒤 뻬이 독 부동산회사 사건에서도 건축허가가 위법

하다는 사정을 건축허가 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중 50%가 감경되었다.751) 그 밖에 건축허가나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가 취소

747) CE 10 octobre 1986, Maurice Heymes, n° 58240.
748)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꽁세이데따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Bernard-Franck Macera et 

Yolanda Fernandez Garcia,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ans le contentieux de 
l’urbanisme, 2006,  p. 103 참조

749) CE 31 octobre 1986, Ministre de l’Urbanisme et du Logement c. Desgranges, n° 
61356, RFDA, 1987, 658, note J.-P. Gilli. 이러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거부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Bernard-Franck Macera et Yolanda Fernandez Garcia, op. cit., 
pp. 34-35 참조.

750) Bernard-Franck Macera et Yolanda Fernandez Garcia, op. cit., p. 114 참조.
751) 유사한 사건으로 CAA Lyon, 9 décembre 1992, Époux Gire, n° 91LY00327, 

92LY00173(원고들이 토지를 분양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가 홍수로 토

지 지반이 침하되는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도지사가 공중의 위생과 안전에 손해를 야기하는 분양허가와 건축허가를 

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리옹 지방항소재판소는 부동산분양

회사가 해당 토지의 위험성을 지질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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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 인한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회사나 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

업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행정의 책

임이 감경되기도 한다.752)

제4절 소결

역무과실은 일찍부터 객관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었지만, ‘위법하면 과실 있다’

는 법리가 처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다. 위법성이 일정 정도에 달하여야 과실

이 인정된다고 생각되었고, 특히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와 법해석의 오

류로 행정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역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당연히 과실이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이전

에도 꽁세이데따의 판례상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역무과실이 부인된 사례

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행정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것

은 행정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활동에 일반적으로 기대되

는 수준에 못미치는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행정

결정이 위법하면 과실도 인정된다는 생각은 하나의 법리로 받아들여졌다. 공공

재정 부담의 증가나 행정의 자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소송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행정결정이 위

법하여 월권소송에서 취소되면 책임소송에서는 역무과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

된다. 월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책임소송에서 월권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50%로 감경하였다. 행정주체가 아닌 부동산분양회사와 국

가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752) CE 12 décembre 2003, Société financière de la Porte Maillot, n° 242649(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책임의 50%를 감경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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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에서 다투지 않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

함을 이유로 책임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

는 행정결정에 대하여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책

임소송에서 위 결정에서 부과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다투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월권소송이 완전심판소송을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결정이 위법할 때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역무의 단순

과실이고 중과실은 아니다. 중과실책임제도는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른 과도한 

책임인정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위법하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법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무과실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다

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는 책임을 감면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행정결정이 위법하나 적법한 행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동

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면, 위 법

리가 꽁세이데따 판례상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권소송에서의 적법성 통제 강도에 따라 역무과실이 인정되는 정도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크레골 꼬뮨 판결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찰작용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역무과실의 인정 범위가 축소된 예이

고, 공무원 징계에 관한 최근의 판례는 징계재량에 대한 심사강도가 최소심사

에서 엄격한 비례성 심사로 높아짐에 따라 역무과실의 인정 범위도 함께 확장

된 예이다.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그 거부의 위법성이 문제될 때에도 위 법리

는 엄격하게 지켜지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다양한 손해가 모두 직접적이고 확

실한 손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꽁세이데따가 일실수입 등 손해의 인

정 및 가액평가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역무과실책임제도는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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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 국가배상제도에의 시사점

프랑스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제도가 행정작용으로 사인이 입는 손해에 대

한 행정의 책임이라는 단일한 틀 안에서 발전해 왔다면, 우리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 제도는 각각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서

로 다른 원리를 근거로 발전하였다. 국가배상법은 그 중 행정의 손해배상책임

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국가배상법은 1951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753) 제2조와 제5조에서 두 가지 유형의 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

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역무과실책임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은 다 같이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만 책임의 구조와 법적 성격, 월권소송(항고소송)과 책임의 관계, 과실의 법적 

성격 등이 서로 다르다. 한편, 역무과실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과 그 

구조나 법적 성격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역무과실책임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과 과실의 의미

를 이해하고,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53) 다만, 국가배상법이 1967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배상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과 국가배상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민법을 적용한 예와 국가배상법을 준용한 예가 모두 발견된다

(민법을 적용한 예로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다9526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2929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11 판결 등, 
국가배상법을 준용한 예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공공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와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
판, 박영사, 2012, 678-679면 참조).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대신 ‘행정’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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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프랑스에서 역무과실책임은 행정의 자기책임으로 이해된다. ‘역무과실’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닌 행정의 과실이며, 행정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개인책

임만 인정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역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역무과실도 같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행정의 책임이 같이 인정

된다고 본다. 역무과실책임의 이러한 법적 성격은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프

랑스의 역무과실책임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Ⅰ.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법적 성격

1.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의 대립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

른바 선택적 청구권754)의 문제, 즉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때 피해자가 공

무원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

간설, 절충설이 제시되고 있다. 

대위책임설이란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변제자력이 있는 국가가 인수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요구함을 근거로 한다.755) 그러나 해석론상 대위책임설을 

754) 일반적으로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국

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 이는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병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다. 
75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3, 636면; 서원우, 국가배상법의 입

법론상의 제문제, 국가배상제도의 제문제, 법무부 법무실, 1991, 8-10면; 홍준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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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학자 중 상당수는 자기책임으로의 국가배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

고 있다.756)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국가가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757)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선택적 청구권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

다.758)759) 

자기책임설은 국가가 공무원을 통해 활동하고 공무원의 행위와 그에 따

른 법적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도 국가가 직접 부담

하는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760)761) 자기책임설 입장에 서면 공무원의 책

임이 국가의 책임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

된다고 설명되지만,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기도 한

정구제법, 오래, 2012, 29-31면 참조.
756)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3, 636면; 서원우, 국가배상법의 입

법론상의 제문제, 국가배상제도의 제문제, 법무부 법무실, 1991, 8-10면 등 참조.
757) 김도창, 전게서, 636면 등 참조.
758)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30-31면 참조(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피해자구

제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헌법적 결정으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라고 한다).
759)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위책임설과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사용자책임을 피용자의 개인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책임을 사용자가 대신 지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피용자와 사용자의 책임이 병존

하게 된다.
760)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법문사, 2013, 603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

21판, 박영사, 2013, 738면;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8판, 법문사, 2014, 544면; 류지태

ㆍ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1, 480면; 정준현,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1, 339-340면; 정남철, 국가

배상소송과 선결문제 :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 기판력 그리고 위법개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16호, 2010, 124-125면 참조.

761)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의 해석상으로는 대위책임으로 이해되지만,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하

며, 그러한 점에서 현행 국가배상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로 김중권, 국가

배상법상의 과실책임주의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법조 제635호, 2009, 64, 7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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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2) 자기책임설을 취하면서도 정책적 입장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

고 보거나,763)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보는 견해764)가 있는가 하면,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견해도 있다.765)

중간설은 공무원의 행위에 경과실에 있더라도 이는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에 직접 귀속되는 반면,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것일 때에는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때의 국가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라는 견해이다.766) 이와 비슷한 

견해로 절충설이 있다. 절충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행위로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지만, 공무원

의 직무수행에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그 행위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행위라도 대외적으로 직무행위로서

의 외형을 갖추는 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자

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767) 이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의 구조를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 구조와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다.768) 중간설의 입장에서는 공

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을 부인하지만, 절충설을 취하면 공무원의 고의

ㆍ중과실에 기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의 개인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도 병존하게 된다.769)

762)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8판, 법문사, 2014, 571면 참조.
763) 김철용,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974, 58-61면 참조.
764) 류지태ㆍ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481면 참조.
765)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I 제17판, 법문사, 2013, 607-608면 참조.
76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612-613면; 이상규, 국가보상법, 법문사, 1995, 

137-138면 참조.
767)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 박영사, 2014, 578-579면 참조.
768) 김동희,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6

권 제1호, 1975, 72면 참조.
769) 김동희, 전게서, 577-5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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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설은 자기책임설과 대위책임설이 결합된 것이고, 절충설은 고의ㆍ중

과실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설의 일종

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자기책임설과 대위책임설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책임설도 여러 

가지로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 국가가 공무원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을 이유

로 배상책임을 진다면 이 또한 자기책임이지만, 국가배상법의 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이다. 국가가 공무원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

험이 있는 활동을 하는 이상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

임론도 자기책임의 일종이지만, 국가가 위험책임을 지는 요건을 어떻게 설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상 대위책임설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수 있다. 기

관이론에 기한 자기책임설은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구조와 같이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 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

로 의제할 것인가에 따라 책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무원 개인

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

한다면, 역시 대위책임론과 내용이 같아지게 된다. 반면에, 프랑스의 역무과

실책임은 자기책임설의 일종이지만,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의 과실이 인정

될 때 행정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의 고의ㆍ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전제로 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실책임과 다르지만, 여전히 행정의 잘잘못

을 따진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과도 다른 것이다.

2.〈공군중령 철도건널목 사망사고〉판결의 검토

⑴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 즉,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 문제에 대

하여 한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가, 1996년〈공군중령 철도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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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판결770)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선택적 청구권

의 인정범위를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

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

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경우

에는 비록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

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

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771)

⑵ 판결의 검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헌법 제

770)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건은 군용버스 운전병이 

직무수행 중 과실로 철도건널목에서 피해자 군인이 탑승한 군용지프차를 들이받아 

열차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병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771) 한편, 별개의견(4인)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공무

원 자신의 책임에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실의 경중과 무

관하게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반대의견(2인)은 대위책임설의 입

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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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공방을 펼쳤다. 다수

의견은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국가 등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달리 국가 등의 면책규

정을 두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다수의견의 입장

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경과실일 때에는 국가가 자기책임을 지

는 것이고, 그것이 고의ㆍ중과실일 때에는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

이므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공무수행의 외관을 중시하여 국가 역시 자기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772)

1) 책임의 법적 성격

다수의견은 그 표현과 내용으로 보아 프랑스 역무과실책임제도의 영향을 

받은 절충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경과실이 프랑스의 

역무과실,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프랑스의 개인과실과 대응하며, 역무와

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개인과실에 대하여 책임의 중첩이 일어나

는 것과 같이 고의ㆍ중과실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역무과실과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

과실과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

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도 역무수행 중에 행해진 것이고 역무와 무관한 

공무원 개인의 의사나 행동이 가미되지 않는 한 여전히 역무과실로 인정되

기 때문이다. 한편,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행위, 공무원의 과실이 여전히 ‘국

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서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 구조와는 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역무과실책

772) 반대의견은 대표기관의 행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가 되어 국가 등이 직접 

책임을 지고 나머지 공무원의 행위는 사용자책임과 마찬가지로 대위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위책임설의 입장에 서 있다. 별개의견은 국가배상책

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명문으로 대위책임설 구조를 취하고 있

는 독일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자기책임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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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행정의 조직과 작용 전체를 놓고 그 과실을 따지는 구조인 반면, 대법

원이 인정하는 ‘자기책임’은 결국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공무원’의 과실

을 먼저 판단한 다음, 이것을 국가 등의 행위, 국가 등의 과실로 의제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공무원 개인책임의 인정 범위

대법원 다수의견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으로부터 공무

원의 개인책임 인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무원의 행위는 전적

으로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서만 파악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국가 

등에만 귀속된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가 개인의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반면에,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행위

는 본질적으로는 기관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효과를 국가 등에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공무원개인의 책임을 별도로 묻

는 것이 가능하다. 다수의견은 공무원에 대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인

정하는 문제가 피해자 구제, 공무원의 위법행위 억제,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국가재정 보호 등 상충되는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 입법정책적 문제라

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정책적 고려사항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773) 한편, 대

법원 반대의견은 대위책임설의 입장에서 선택적 청구권을 부인하였고, 별개

의견은 자기책임설의 입장에서 선택적 청구권을 전면 인정하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조로부터 공무원 개인책임의 인정 여부

에 대한 결론을 직접 도출했다기보다는 피해자 구제나 공무수행의 안전성

과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갔다. 다수

의견과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의 이러한 대립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선

택적 청구권의 인정 범위 판단에 정책적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773) 다수의견이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보다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김동희,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 여부, 행정판례연구 4, 1999, 4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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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774) 

3.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해석

⑴ 자기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 구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전개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논의

를 살펴보면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느냐 대위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실의 판단이나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 문제에 대한 논리필연적인 결

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국가배상책임 구조 전체의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특히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프랑스의 역무과실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러하다.

첫째,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행정활동의 실제에 부합한

다. 행정작용은 적법하여야 하지만,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될 가능성은 상존

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사인이 항고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부인하고,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국가배상소송은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만이 행정작용으로 인정되어 그 법적 효과가 

국가 등에 귀속되고, 위법한 직무집행은 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문제이지만 

자력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대위책임설의 논리는 행

정활동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법인식과도 모순된다.

둘째, 위와 같은 국가배상책임 구조로부터 국가배상책임의 공법적 성격이 

나온다. 국가배상책임은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과 다른 것이다. 국가

774) 선택적 청구권 인정 판단에 있어서의 정책적 측면에 관하여는 김철용, 공무원개인

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6호, 1996, 85-113면; 김
철용, 이른바 선택적청구권의 문제, 일감법학 제1권, 1996, 33-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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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은 단순히 손해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통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한 행정활동은 1차적으로는 항

고소송을 통해 통제되고, 2차적으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위법한 결과가 

전보된다. 또한 항고소송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기타의 행정작용의 경우는 

국가배상소송이 사실상 유일한 적법성 통제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배상소

송은 항고소송과 함께 법치행정을 보장하는 두 가지 수단이며, 이러한 점에

서 통일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으로 대표되는 행

정주체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처럼, 국가배상책임에서도 공무원 개개인의 행

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활동 자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

라 위법한 ‘행정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셋째,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면 과실개념을 객관적으로 파

악하기에 용이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구제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대위책

임설의 입장에서도 ‘조직과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과실의 인정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자기책임설을 취하더라도〈공군중령 철도건널목 

사망사고〉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이 ‘공무원의 과실’을 행정의 과실로 의제

하는 구조를 취한다면 대위책임설에 따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에서처럼 국가배상책임을 행정활동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직접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 파악하면, 과실의 판단 대상이 ‘공

무원’이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활동’ 자체가 된다. 행정조직과 행정활동 

전체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 요구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보다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프랑스에서 행정결정에 

관하여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형성된 과정은 이러한 측면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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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자기책임설에 따른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해석

위 판결의 어느 견해도 헌법의 해석에서부터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을 도출하지 않았지만, 헌법 제29조 제1항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 또

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반드시 대위

책임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775)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

위책임에 대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법인에게 지우고 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대위책임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776)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을 결정짓

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헌법 제29조 제1항은 대위책임설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

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고의

ㆍ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또한 국가 등이 국가배

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요건에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한 대위책임설이나 공무원 

개인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이를 국

775) 헌법 제29조 제1항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으며, 헌법 제29조 제1항의 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은 공무원 자신의 개인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로 박정

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401-402면 참조.
776) 민법 제35조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민법주해 [1] - 총칙 (1), 박영사, 1995, 

589-591면 참조. 



204

가의 책임으로 의제하는 자기책임설777)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측

면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공무원의 과실’을 

‘행정의 과실’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행정활동의 실제

와 행정활동 통제수단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의 과실’을 ‘행정의 과실’로 이해하면, 이 과실

을 프랑스의 역무과실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778)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도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고 공무

원의 과실을 ‘행정의 과실’로 이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⑶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선택적 청구권의 관계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즉,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병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병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는 국가배상책

임의 법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배상책임의 기능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헌법과 국가배상법을 해석하였고,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을 공무원 개인

책임의 인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공무원 개인책임의 범위를 국가배상

법 제2조 제2항의 구상범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행위가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공

777)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기책임은 실제에 있어서는 대위책임과 다를 것이 없다.
778) 영조물책임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외에 국

가 등의 ‘공무수행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가

배상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로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

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4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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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개인책임의 인정 근거로 제시한 이상, 이러한 근거를 고려하여 ‘중과

실’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과실은 단순히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

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무원의 행위를 기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개인책임을 지는 중과실을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

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779)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 말하는 중과실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고,780) 프랑스의 개인과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프랑스의 개인과실, 특히 역무의 수행에서 일어난 개인과실은 

단순히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의도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81) 예를 들어, 우리 대법원

은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구둣발로 차는 등 비인격적ㆍ비교육적 방법을 사용

하여 체벌한 행위,78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

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작성 시에 해당자의 전과사실을 확인

77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780) 대법원 스스로가 공무원의 중과실을 정의하면서 사인의 실화책임이 문제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과 국립학교 교사의 중과실이 문제된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을 함께 들고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19833 판결 참조).

781)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으나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프랑스에서 역무 수행 중에 일어난 개인과실로 

행정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공무원증 등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

무원증을 위조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참조).
78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6178 판결(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교사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체벌의 동기가 교사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점, 체벌부위가 신체부분 중 가장 중요

하고 위험한 머리 부분인 점,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한 점,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할 정도로 상해의 결과가 중

한 점을 들어 교사의 구상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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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부작위783) 모두를 중과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공무원이 단순한 실수로 전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에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행정작용

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법적 성격

1. 영조물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의 대립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

되고 있다. 논의의 쟁점은 행정주체의 일정한 의무위반을 국가배상법 제5조

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판단요소를 삼을 것인가에 있다. 객

관설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하자는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설치ㆍ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784) 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방호조

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안전성 결여로 보는 의무위반설이 있다.785)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을 프랑스에서 공공시설(공사)로 손해를 입

은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유사한 책임으로 파악하며,786) 방호조치

78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위와 같은 기재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음

을 이유로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국가와 공무원을 공동피고로 제소하였고, 대
법원은 피고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였다. 판결문에 

해당 후보자와의 관계 등 공무원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

다. 중과실을 문제 삼은 것으로 봐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기재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784)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3, 641-642면; 김철용, 행정법 전면

개정 제3판, 고시계사, 2014, 441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판, 박영사, 2013, 
748면 등 참조.

785)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 박영사, 2014, 598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

사, 2013, 755-757면 참조(안전관리의무위반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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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을 역무과실과 같은 ‘국가작용의 흠’으로서의 과실로 보고 있다.787) 

‘방호조치의무위반’을 일종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를 ‘주관설’

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의무위반의 의미가 위와 같기 때문에 주관설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영조물책임을 위법ㆍ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영조물책임은 행정주체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때 성립하는데, 이 안전조치의무는 행정주체가 

사인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이고 공무원 개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

관적인 과실과 무관하고, 따라서 무과실책임이라고 설명된다.788) 

의무위반설과 위법ㆍ무과실책임설은 모두 방호조치의무(안전조치의무)의 

위반을 책임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호조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공무

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작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상태’789) 또는 공무원

의 고의ㆍ과실과 무관한 ‘위법ㆍ무과실’의 상태790)를 의미한다. 두 견해 모

두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의무위반의 판단기준으로 고려

하는 최근의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견해는 명칭이 주

는 뉘앙스와는 달리 매우 유사한 견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조물책임의 

법적 성격 문제는 영조물의 객관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방호

조치의무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손해발생

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786)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122면 참조. 
787) 김동희,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6

권 제1호, 1975, 75면;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의 개념,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123면 참조.
788) 정하중,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12, 398-400면 참조.
789) 김동희, 전게논문, 122면 참조.
790) 정하중, 전게서, 4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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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지만, 영조

물에 어떤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

단하기에 부족하고, 설치ㆍ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791)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상황, 영조물의 위험성792),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 

설치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793) 등이 고려된다.794) 한편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

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795)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영조물 설치ㆍ관리주체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79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등 참조. 이는 영조물책임은 무

과실책임이며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으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전의 판례(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와 다른 것이다.
79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79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794) 하천관리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ㆍ발생의 빈도ㆍ발생원인ㆍ피해의 성

질ㆍ강우 상황ㆍ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

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79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

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
512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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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의무에는 영조물이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의무

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 어떤 수준의 손해까지 예견하여 방호하

여야 하는가의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설치된 영조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객관설이나 의무위반설 또는 위법ㆍ무과실설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다.796) 반면에, 도로에 장애물이 떨어지거나 노면이 결빙

되는 등과 같이 장애 발생 자체를 관리주체가 예방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위와 같은 외부의 장애 요인과 관리주체의 관리 행위가 손해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에는 방호조치의무위반 여부, 즉 영조물의 

결함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유무를 영조물 관리상 하자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유

형의 사건에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하는데, 관리주

체의 관리행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797) 

796)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
65678 판결(하천이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자를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유원지 옆을 흐

르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걸었다면 하천이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고, 익사지점에 위험표지나 부표를 설치하는 것까

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03133 판결(제방

도로 경사면의 경사도와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다투다가 제방도로로 

떨어져 익사할 것을 예견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

례) 등.
79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발생한 사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대
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도로에 떨어진 쇠파이프로 사고가 발생한 사

건, 낙하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아 책임 

부인);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겨울철 노면결빙으로 사고가 발생

한 사건. 눈이 내린 시점, 위험의 정도, 관리주체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

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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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배상법의 해석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관리주체의 방호조치의무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방호조치의무위

반은 공무원의 의사나 행위를 전제 내지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영조물을 설치ㆍ관리하는 행정활동

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무과실에 상응하는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공공시설의 ‘통상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

정되면 공공시설 이용자가 그 시설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행

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프랑스에서도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통

상의 관리상의 하자’ 판단에 고려된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자

가 시설이용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통상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영조물책임에서는 영조물에 어떠한 기능상의 결함

이 있음을 피해자가 우선 입증하여야 그 결함을 예견하고 피할 수 없었다

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전환된다는 점에서 후자가 피해

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영조물책임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

임이 완전히 전환된 프랑스의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책임보다는 일반적

인 역무과실책임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민법 제

758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어 영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의 태도는 영조물책임을 일종의 과실책임으로 보는 것으

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를 별도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비

판이 제기된다.798) 그러나 국가배상법이 ‘물적 하자’라고 하지 않고 영조물

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

798)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151-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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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의 하자’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모두 방호조

치의무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799)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의 

면책규정은 공작물 소유자와 점유자의 방호조치의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라 생각할 수도 있다.80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주체의 관리행위

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설을 취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에서 피해자의 구제 정도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 또는 방호

조치의무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방호조치의무의 구체적

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801)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과 취소소송의 위법성의 관계

프랑스에서 행정작용의 ‘위법성’은 역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이 같

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된 행정작용이 월권

소송의 대상인 행정결정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위법하면 법을 준수할 의무

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이 피해자 구제수단 또는 적법성 통제수

799)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800) 즉, 위 면책규정은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를 기준으로 공작물

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되, 공작물 점유자가 자신에게 요구되

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

석할 수 있다.
801)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 제3판, 고시계사, 2014, 442면 참조(객관설의 입장에서 영

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에 대한 추상론에서 벗어나 세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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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서 통일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월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책임소송만 제기하여 행정결정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역무과실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월권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기판력에 따라 손해배

상책임의 성립요건 중 과실이라는 어려운 요건의 입증을 이미 마친 것이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

단에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판시를 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대법원의 위 판례의 당부를 논하기에 앞서,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

의 의미, 처분의 공정력 및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위법성 판단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Ⅰ.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1.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의 의미

⑴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견해의 대립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 즉 위법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

여는 위법의 대상, 판단기준, 그 기준이 되는 ‘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학설이 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결과불법설, 행위위법설, 직무위반설, 상대

적 위법성설로 나눌 수 있다. 결과불법설이란 ‘사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을 말하며 사인이 입은 손해가 시민법상 원리에 비추어 정당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설명된다. 우리나라에서 결과불법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다.802) 행위위법설은 행위가 법규범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것

인데,803)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행위 자체의 법 위

802) 결과불법설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 박영사, 2014, 563면; 정하

중, 행정법개론 제8판, 법문사, 2014, 550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04면 참조.

80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판, 박영사, 2013, 720면;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36-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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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동일하다는 협의의 행위위법설804)과 후자가 전자보다 넓다는 광의의 

행위위법설로 다시 나뉜다.805) 광의의 행위위법설에는 두 가지 설명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이란 행위규범에 반하는 공권력 행

사ㆍ불행사를 말하며, 여기서 행위규범에는 행위의 근거규범뿐만 아니라 인

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 등의 위반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다.806) 

두 번째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이 행위 자체가 법규범에 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태양의 위법성, 특히 관계법규 및 조리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이라 보

는 견해이다.807) 다음으로, 직무의무위반설은 국가배상법의 위법이란 공무원

의 행정에 대한 직무의무위반이 그 직무의무의 사익보호성을 매개로 위법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808) 

상대적 위법성설은 국가배상법이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국

가배상법상의 위법성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이 다르다는 견해다. 상대적 

위법성설은 취소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 일본에서 주장된 이론인데, 

이후 문제된 행위가 근거법령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행정에게 책임을 지울 실질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 선고되면서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변질되었다고 한

다.809)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판례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부 판례가 

상대적 위법성론을 취하는 판례로 제시되고 있다.810)

804)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8판, 법문사, 2014, 551면 참조.
80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제4전정판, 청운사, 1993, 629면; 김동희, 행정법 I 제20

판, 박영사, 2014, 564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04면 참조.
806) 김도창, 전게서, 629면(행정규칙 위반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김동희, 전게서, 

564면 참조.
807) 박균성, 전게서, 704면 참조.
808) 류지태,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4판, 박영사, 2010, 470면 참조.
809) 일본에서 상대적 위법성론의 전개에 대하여는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

사, 1997, 812-831면 참조.
81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판, 박영사, 2013, 720면; 박균성, 전게서, 7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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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법설은 행정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법규상 권익침해가 예정되

어 있는 경우가 많은 공법관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811) 직무위반설은 ‘직

무의무위반’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 국가배상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812) 이하에서

는 행위위법설과 상대적위법성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⑵ 행위위법설에 따른 위법성의 의미

협의의 행위위법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은 취소소송에서

의 위법성과 동일한 것이 된다. 광의의 행위위법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책임

에서의 위법성이 취소소송의 위법성보다 넓은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 의미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광의의 행위위법설 중 첫 번째 견해는,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이 있

어서, 그러한 행위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 생각된다. 그런데 인권존중, 권력남용, 신의성실과 같은 규범들은 행

정법 또는 헌법 원리에 포함되며 그 자체로 처분 또는 처분의 근거법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813) 따라서 이러한 규범을 위반한 처분이 

취소소송에서는 적법하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보

811)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 박영사, 2014, 564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

사, 2013, 704면 참조. 
812) 직무의무위반설에 의한 판례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무원에

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

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제시되지만, 이는 행위위법

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813)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41-44면;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6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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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경우를 생각

해볼 수 있다.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준칙 자체가 위법하

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재량준칙에 따른 것이 적법한 재량행사가 되고 

재량준칙에 반하는 것이 위법한 재량행사가 된다.814) 예외적으로 재량준칙

에 반하여 사인에게 불리한 제재처분이나 수익행위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

음에도 그 적법성이 인정되었다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특수

한 사정이 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금전배상으

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행정규칙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따

르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위반이 있다고 하

여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절차는 행정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 위반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울 것이다. 또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절차의 이행ㆍ불이행은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작위ㆍ부작위로 

볼 수 있다. 처분 과정에서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상대방에

게 부수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침해행위는 처분과는 별개의 직무집

행행위가 되고, 이 행위는 직무집행상의 손해방지의무위반으로서 위법한 것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

에서의 위법성 판단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보다 넓어지게 되는 관

계로 볼 수 없다.815) 그 밖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는 근거법

81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

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에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815)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규칙위반을 국가배상책임의 ‘법

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로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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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가 될 수 없지만 국가배상책임에서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행위규범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광의의 행위위법설 중 두 번째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이 행위 자

체의 법위반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견해인데, 이것은 

사실상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처분)보다 넓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816) 처분을 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위태양이 문제된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의 문제로서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포함되거나 처분과는 별개의 사실행위

로 파악될 것이다. 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또한 처분과는 

별개의 사실행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물건을 점

유의 방식으로 압류하였는데817) 보관상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물건파손으로 인한 국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때 압류물 보관은 체납처분과 별개의 사실행

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굳이 압류물 보관 과정까지 체납처

분의 일부로 포섭한 다음 체납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될 수는 없지만 국

가배상소송에서는 압류물 보관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위

법하다는 논리를 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의의 행위위법설과 광의의 행위위법설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때에는 취소소송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지

만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고,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의 위법성이 문제될 때에는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

816)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4면 참조(행위자체의 위법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고 있다).
817) 원칙적으로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한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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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책임의 위법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818)

2. 처분의 공정력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처분에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될 때 수소법원이 이를 스스로 심리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 왔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

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수소법원이 그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819) 이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월권소송을 제기

하여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확인받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소송에서 행정결정이 위

법하고 따라서 행정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판단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같은 결론

에 도달하게 된다. 위법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건 국가배상책임에서 처분의 효

력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과 취소소송의 위법성이 같지 않다고 보면 위와 같은 논의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처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었을 때 처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수소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위법

성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는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는 민ㆍ형사

법원과의 문제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

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국

818) 비슷한 견해로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668면 참조.
819)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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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상소송의 선결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행정법원이 국가배상소송을 재판하

더라도 취소소송이 병합되지 않는 한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것은 마찬가

지이기 때문이다.

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⑴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개개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의미하며,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미친다.820) 즉,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

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821) 원고청

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

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새로운 소에서 소송물에 대

한 판단 또는 그 선결관계로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도 확정판결에 저촉되

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한

다.822) 국가배상소송은 취소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지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

성’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이 취

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

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820) 소송물을 구체적인 개개의 위법사유로 구분하는 경우, 원고가 일정한 위법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소송에서 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으로 인해 별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추

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 일정한 위법사유로만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언제든지 다른 

위법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
영사, 2006, 396면 참조).

821) 사정판결의 경우 취소청구는 기각되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82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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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취소(기각)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취소(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에 미

치는가라는 문제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동일한 처분’임을 전제로 논의하여

야 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문제된 처분의 위법성

과 무관한 처분과정이나 처분의 집행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등이라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823)

광의의 행위위법설에 따르면 취소판결의 위법성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위법성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의의 행위위법설은 처분 이외의 다른 행정작용도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보다 넓게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예를 

실제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을 따르건 협의

의 행위위법성설을 따르건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소송에

서도 처분의 위법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

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824) 반면에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하게 되면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이 취소소송의 위법

성과 별개의 것인 이상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Ⅱ.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의 분석

1. 판례 분석의 필요성

대법원은 1990년대까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위법

82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3면 참조.
824) 다만, 이것은 프랑스에서 인정되는 월권소송 기각판결의 상대적 기판력과는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다(앞의 150-152면 참조)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미치는 기판력

의 객관적ㆍ시간적 범위와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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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을 이유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인정한 다음에 과실의 판단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기존과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반론에 따

르면,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

당 공무원이 …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825)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위 표현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음의 문장을 덧붙여 판시하고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

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

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

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26)

82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826)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반론을 최초로 제시한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에

서 1999. 3. 23. 선고 98다30825 판결을 참조판례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참조한 위 1999년 판결은 준공처리 지연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위법성

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공검사 지연이 위법함을 이유로 준공검사의 취소

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준공처리 지연의 위법성은 취소소송에서 판단될 수 있는 성

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법령상 준공처리기간을 특정하여 그 안에 준공검사를 마칠 

것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준공처리 지연이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

무원에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마칠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과 과실이 같이 판단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의 관계, 또는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의 

근거로 위 판결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

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

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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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부터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이고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827) 그

러나 표현 자체가 상대적위법성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판례의 표현

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 판례가 상대적위법성설을 따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상

당히 설득력이 있다.828) 따라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제시한 판례를 

분석하여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대법

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판례의 유형별 분석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제시한 판결은 총 8건이 선고되었다. 아래에서

는 대법원이 제시한 논리의 이론적 타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 8건의 판결 중 국가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를 대법원이 위법성과 과실을 

모두 부인한 사례(1)와 과실을 부인한 사례(2), 그리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지 않았다는 판단만 한 후 책임을 부인한 사례(3)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4)를 또 하나의 유형으로 보아 총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829) 

⑴ 위법성 및 과실을 부인한 사례

초기에 선고된 두 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문제된 

827)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57면 참조.
828)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06-707면 참조.
829) 위 판결 중 상당수에 대하여는 이미 비판적 분석이 행해진 바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고 이후에 선고된 판결을 추가하여 판례를 검토하였

다. 위 판례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88-393면 참조; 최계영,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78-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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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

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 ·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 표현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이 두 사건에서 위법성과 과실 모두를 

부인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1)〈개간허가취소〉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이 문제의 일반론을 설시한 최초의 사례이다.830) 원고는 전

북 고창군 신림면에 두 건의 개간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개간사업 준공기한

을 도과하고도 준공을 하지 못하자 신림면장이 허가를 모두 취소하였다(1차 취

소). 1차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고창군수의 개간허가 취소사

무를 읍면에 위임한 조례가 무효임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

었다. 고창군수가 다시 개간허가를 취소(2차 취소)831)하였는데, 2차 취소에 대

하여도 적법한 계고가 없고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832)로 다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고창군을 상대로 허가취소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주로 허가취소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판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거법률에 허가조건 위반을 개간허가의 취소사

유로 규정하고 있고 신림면장 및 고창군수가 원고의 준공기한 도과를 허가조

건 위반으로 보아 1, 2차 취소를 하게 된 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된 

830) 대법원 2000. 5. 21. 선고 99다70600 판결.
831) 고창군수는 두 건의 개간허가 중 한 건은 취소하고, 나머지 한 건은 허가 자체가 

권한 없는 신림면장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이유로 당연무효임을 통보하였다.
832) 원고가 준공기한을 도과하고도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위 개간사업으

로 인한 경관훼손 및 재해발생을 우려하는 주민여론 및 신문보도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은 법정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두 건의 개간허가 대상 토지 중 일부

에 대하여는 적법한 계고가 없었으며, 개간공사의 진척 정도 및 원고의 지출정도 

등을 고려하면 재량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2차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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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즉, 처분에 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허

가조건 위반 자체는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833) 이 사건은 처분에 절차

상의 하자가 있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주

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판단이 집중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취소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

을 면제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사한 판결로,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안산시장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안산시장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보복인사〉판결이 있다.834) 이 사건은 취소소송이 아니

라 과태료소송에서 전보인사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건이므로, 취소소송의 기판

력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이 사건은 국가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무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그러나 안산시장의 전보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위 전보조치의 위법성이 문제

된 것이므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판단 구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안산시장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전보인

사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정기인사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하향

전보된 점, 원고가 평소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직원이나 용역업

체 등과 마찰을 빚는 등으로 하향전보가 내용상 정당했던 점을 들어, 위 전

보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835) 원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에 따르면, 처분이 위법하면 안산시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인정될 수밖에 

833) 최계영,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79면 

참조(“허가취소사유는 인정되고 단지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주된 근

거로 보인다”). 
83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835)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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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836) 따라서 원심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전보조치의 위법

성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제시한 일반론이 아니라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객

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

립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을 제시하고 그 판단

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위법한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같은 이유로 제한하는 민사판례를 근거로 

한 것인데,837)838) 대법원이 전보조치의 ‘객관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는 점, 

사실상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개

간허가취소〉판결과 논리의 전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도 전보조치의 위법성과 시장의 고의ㆍ중과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과실로 삼아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상당부분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836) 공무원은 고의ㆍ중과실인 경우에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에서 원고

에 대한 하향 전보의사를 인사실무자들에게 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인사조치 

되었음이 원심에서 사실로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837)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

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

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에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

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

지의 판결).
838) 프랑스에서는 이와 달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할 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앞의 182-1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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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천대학교〉판결

〈인천대학교〉판결은 인천대학교가 공립화되는 과정에서 재임용을 받지 못

한 교수들이 교육부장관 등839)의 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학교 설

립자인 인천광역시와 임용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다.840)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부장관 등이 공립대학 교수ㆍ부교수를 임용

함에 있어서 해당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청을 받도록 한 취지가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제청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제청 내용에 따라 교수ㆍ부교수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 임용제청자가 자의적으

로 임용심사를 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에 대한 임용제청만 하였

다는 사정을 교육부장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

유로, 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거나 교육부장관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

였다. 이 판결에서도 결론에서〈개간허가취소〉판결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

지만,〈개간허가취소〉판결에서와 달리 처분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공립대학 교수ㆍ부교수 임용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점이 되고 있다. 이 사건

은 원고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부

인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841)

⑵ 고의ㆍ과실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은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후 피해자

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사건에서 처분

839) 교수로 제청된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부교수로 제청

된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 및 임용거부를 하였다.
840)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841) 과실 개념에 대한 제3절 이하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판례상 인정되는 과실개념

에 따르면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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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위의 일반론을 제

시하고, 결론에서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842)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험위원 위촉에만 관여하고 출제

는 시험위원들이 하는 점, 객관식 시험방식의 한계로 분쟁의 소지가 일정부

분 있는 점, 출제 당시에 출제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점 등 직무상의 

어려움 외에도,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2차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아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부분 해소한 사정

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같이 삼았다. 

⑶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한 사례

1)〈사시1차 불합격 취소〉판결

이 사건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음이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로 밝혀지자 불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

판결에서와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결론에서는 불합격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843) 유사한 사실에 관하여 불과 

2주의 간격을 두고 선고된 두 판결에서 결론의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알 

수 없다.844) 다만〈사시1차 불합격 취소〉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

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것

84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843)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844)〈사시1차 불합격 취소〉판결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된 판결이고, 
〈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판결은 그로부터 2주 후 대법관 4인으로 구성

된 소부에서 선고된 판결이다. 주심은 다르지만 첫 번째 사건의 대법관 전원이 두 

번째 사건의 소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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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공공시설 유상매수〉판결

부동산 개발회사인 원고는 당진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받았는데, 위 승인시의 부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845) 원고는 위 부관을 취소소송에서 문제

삼지 않고 일단 사업을 진행한 후, 위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로 당진시를 상

대로 위 공공시설 매도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846) 원고가 위 부

관에 대하여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의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는 제1심과 원심 모두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지 않

은 데 재량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진시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

법원은 위 공공시설을 원고가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한 결정이 위법함을 전

제로,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

라도”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을 때 국

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아래와 같이 당진시의 국

가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즉, 위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점, 피고 담당 공무원이 당시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

는 것이 용이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을 제기하는 등으로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사업진행 등을 위

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847) 

845) 부관의 내용은 원고가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별도의 유상매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84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847) 대법원이 유상매수 결정에 재량하자가 있다고 본 이유나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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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 특히 담당 공무

원이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보면,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이 처분의 객관적인 하자에 대한 판단보다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취소소송으로 

부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해 이룰 다투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가배상으로 같은 효과를 얻으려 하였는데, 대법원이 당

진시의 책임을 부인한 데에는 위와 같은 소송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48)

⑷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일반론이 제시된 사례 중에서 국가배상책

임이 인정된 사례는 세 건이 있다.

1)〈광역교통시설 부담금〉판결 및〈건축허가 지연〉판결

대법원은 구 ｢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인천광

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광역교통시설 부담금〉판결에서 위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849) 이 판결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위 부칙 규정 해석에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지 여

부였다. 대법원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으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고 이어 

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848) 프랑스에서는 월권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고 이후에 행정결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월권소송의 제소기간 제

한을 우회하여 사실상 월권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소를 

각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

것이 판례상 소각하 사유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849)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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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행정기관 내지 유관 행정부서로부터 시달된 업무지침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

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공무원의 고의ㆍ과

실이 인정된다는 일반론을 다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

둘째, 대법원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업무연락 등

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더라도 

납부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징수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등 위법한 행정작용을 

중지 내지 회피할 의무가 담당 공무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문제

된 ‘위법성’은 법률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자체가 

아니라 위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후에 납부된 부담금을 수납한 별개의 행

위의 위법성이다. 엄밀히 말하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이 동일한가라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건축허가지연〉판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위 

일반론을 제시한 다음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취소소송에서 위법성이 확

인된 부분은 최초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었고, 위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건축

허가 거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을 지체하고 재처분 이후 착공신고 수리를 지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

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판단이었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 판

단의 대상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850) 

850) 원고는 원래 위법한 건축허가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도 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나
95361 판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하였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

른 재처분이 있었다면 준공허가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부터 실제 

준공허가일까지의 임료 상당 일실 차임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

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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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재심사위원회〉판결

 이 판결은 산재심사위원회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여 피용자의 장해를 인정한 것이 문제된 사

건이다.851) 대법원은 위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된 내용

을 뒤집을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토대로 재결을 하였기 때문에, “재결이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

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

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사유를 객

관적 정당성의 판단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일

반론의 제시가 해당 사건에서의 위법성ㆍ과실 판단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852)

3. 판례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이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8건의 판결 중 5건에서

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3건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된 3건 중 2건은 엄밀히는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대

상이 된 처분이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대상과 동일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과 국가배상책임이 부인된 5건 중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고의ㆍ

과실만을 부인한 사건은〈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판결 한 건 뿐

이므로, 대법원이 위 일반론을 통해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

85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최계영, 처
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61-300면 참조.

852)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

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03면 참조(한편으로는 위 일반론이 대법원 판례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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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의 위법성을 달리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자 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대법원이 위법성을 부인하지 않고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은 8건 중 대법원이 위 일반론을 최초로 제시한〈개간허가

취소〉판결 한 건에 불과하다. 한편, 객관적 정당성에 관한 일반론이 제시

된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과 구조가 유사한〈보복인사〉판결과 위 판결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위 두 사건은 모두 하급심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

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위법성을 부인한 사건들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의 위법성 판단에 동의할 수 없어서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

로 처분의 위법성을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853)

둘째, 대법원의 태도는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보다 좁게 보는 것인데, 이와 같은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법치행정을 보장하

는 수단이고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전자를 후자보다 좁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854) 대법원이 객관

적 정당성 판단을 위해 제시하는 사유들은 위법성 이외의 다른 국가배상책

임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853)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

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89면; 홍준형, 행정구제법, 오래, 2012, 57면(하급심 판

결이라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처분이 대세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

로 상급심이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조.
854) 이와 같은 태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법질서의 일체성에 반한다는 견해로 김

철용,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소송, 고시계 85년 7월호 149면; 사법적 결

정의 통일성이나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홍준형, 전게서, 
57면; 이러한 태도가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로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
문사, 2013, 6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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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855) 

셋째, 대법원의 태도는 위법성, 과실, 손해,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등 국

가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여러 요소들 각각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판례는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

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꽁세이데따가 보여주던 일부 판례와 유사한데, 꽁세

이데따에 가해졌던 비판과 같은 비판을 우리 판례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열거하는 고려사항 중에서 ‘손해의 정도’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손해의 정도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결정할 

뿐이다.856)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가 있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

는다. ‘피해자측의 관여’는 인과관계의 인정요소 또는 피해자 과실로서 책

임의 감면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개간허가취소〉사건

에서, 대법원은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허가조건 위반 사

실이 있다는 사정을 책임감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고,〈사시1차 불합격 취

소〉사건과〈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사건에서도 불합격처분이 취

소된 후 2차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대법원

의 소극적 입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려는 대법원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각각의 개념 요소가 갖는 고유한 통제기능”857)이 몰각되

면,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는 법원만의 구체적 타당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858) 

855) 최계영,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90면 

참조.
856) 최계영, 전게논문, 291면 참조.
857) 최계영, 전게논문,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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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

프랑스의 역무과실은 객관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역무과실은 행정주체 

자신의 과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무과실의 판단에 있어서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개별 공무원을 기준으로 의사나 심리상태, 행위에 대

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역무과실은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의 의무위반’이자 ‘역무의 조직ㆍ작용상의 하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과실의 객관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이다. 꽁세이데따에 의해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진 이 법리는 이후 행정

판례에서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구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이와 많이 다르다.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자

기책임이라 보고 있지만, 그 의미는 공무원 개인에게 직무집행상의 위법과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과 과실로 

‘의제’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판결

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 부인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제1절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

고, 그에 따른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를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Ⅰ.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의 의미

1. 과실의 의미에 관한 논의

858)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

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92면 참조(“‘국가 책임부담의 실질적 이유’라는 극단적

인 불확정개념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과실 여부 및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

단함으로써 자의적인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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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주관적 과실론과 과실의 객관화

근대법학에서 과실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행위자의 의사를 평가하고 그에 대

하여 개인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실은 자연인

의 책임능력의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하

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859)를 의미한

다. 고의가 일정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내지 의욕을 의미한다면, 과실은 일

종의 “의사의 긴장의 결여”860)를 뜻한다.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 

심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외부의 용태를 가지고 이를 판

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관적 과실론은 한계가 있다.861)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과실론은 현대법학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

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862)으

로 이해된다. 과실의 판단에서 자연인의 의사나 심리상태와 같은 요소를 제거

하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과 그와 같은 평균인에

게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설정하며, 이 주의의무와 문제

된 행위를 비교한다.863) 주의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손해의 예견가

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것도 행위자의 의사를 기준

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학자들은 이른바 ‘과실의 객관화’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864) 민법에서 이해하는 과실도 이와 같은데,865) 

859) 민법주해 [18] - 채권 (11), 박영사, 2005, 185면. 
860) 민법주해 [18] - 채권 (11), 박영사, 2005, 187면.
861) 이 점은 프랑스에서도 지적되는 점이며, 국내에서의 이러한 설명은 독일과 프랑스

에서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86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86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5면 참조.
864)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 제3판, 고시계사, 2014, 418면;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528면;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9판, 박영사 2010, 495면; 박균성, 행정

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5면 참조.
865)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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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상적 과실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과실 개념도 여전히 공무원 개인

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이다.

⑵ 객관적 과실론

위와 같은 추상적 과실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과실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의 

작용이 정상적 수준에 미달한 상태’나 객관적 관념으로서의 ‘국가작용의 흠’으

로 보자는 견해,866) 또는 개개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집단 또는 조직체의 과

실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국가작용의 하자’로 보자는 견해867)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들 견해는 행정의 행위가 공무원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

정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체를 기준

으로 그 작용상의 하자를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역무과실’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2. 객관적 과실의 인정 필요성

객관적 과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실 판단에서 자연인의 정신적 요소, 즉 

인식상태에 대한 판단을 제거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인 ‘과실’은 공무원 개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활동에서 전면에 

나서 있는 행정주체의 과실이며, 따라서 ‘행정조직과 작용의 하자’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행정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부합하고 행

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나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함은 제1절에서 

보았다.

그러나 과실을 단순히 ‘공무원’의 과실이 아닌 ‘행정’의 과실, ‘행정조직ㆍ

작용의 하자’로 본다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직과 

866) 김동희,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 1979, 148-154면;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529면 참조.
867) 박균성, 국가배상법의 위법과 과실에 관한 이론과 판례, 행정법연구 제1호, 1997,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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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기대되는 활동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객

관적 과실이라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행정에게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처분이 위

법하면 과실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판례상 과실의 의미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의 ‘과실’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

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868)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상의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우리 판례에서도 과실 판단에 가해공무

원의 특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869) 예를 들어, 대법원은 시위 

진압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 도망치던 시위참여자들이 넘어지고 서로 깔려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전투경찰들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

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을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870)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

거나 직접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경찰 중 어느 한 명의 과실

을 상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은 위 

사건에서 투입된 전투경찰조직 전체에 대하여 그 시위진압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한 과실이며, 일종의 ‘조직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판결은 예외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행정활동 조직

이나 작용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 개인의 과실을 국가 등의 과실로 의제하는 구조를 취하더라도 공무

86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등.
869) 김철용, 행정법 전면개정 제3판, 고시계사, 2014, 418면;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529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판, 박영사, 2013, 719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5면 참조.

87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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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수준을 높게 잡으면 과실을 ‘국가작용의 흠’으로 이해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

무원에게 그 처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일련의 판례에서 확

인할 수 있다.871) 우리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인정가능

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판례상 처분은 위법하나 공무원의 과실은 부인되는 사

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 재구성

1.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분석

이하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는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례를 위법성의 유형별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위법하나 과실 없다’고 판단된 판례는 법령해석에 하자

가 있어 처분이 위법한 경우(1), 근거법령이 위법하여 처분이 위법한 경우

(2), 사실을 법적으로 포섭하는 데에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3), 재량준칙을 

따랐으나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4)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제2절에서 살

펴본, 공무원의 과실이 부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5)를 묶어서 총 5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872)

871) 사실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판결문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 

전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이미 일정 수

준의 국가작용의 하자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상 처분이 위법하나 과실

은 부인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은 프랑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

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872) 이 분석은 위법한 처분과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1960년부터 2007년까지의 판결 23

건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과실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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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법령해석의 위법과 과실 부인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이 과실을 부

인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

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

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

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는 없다.873)

대법원은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선례나 학설, 판례도 

귀일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과실 부인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로 학설, 판

례의 대립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법령의 문언이 명백하지 않아 다르게 해석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한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인 견해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인 근거로 외부위원을 

초빙하여 반년 간 법령해석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는 점,874) 노동부장관이 

와 부정된 경우를 모두 검토하였고, 대법원이 과실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논리의 전

개과정별로 분류를 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과실이 부인된 판례만을 검토하였고 

위법성의 유형별로 판례를 나누었다. 위 23건을 분석한 연구로 박정훈, 국가배상법

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82-395면 참조. 또한 본 논문에서는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727-733면의 유형을 참조하여 판례를 분류하였다.

87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874)〈특허법 소급적용〉판결(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특허를 불실시하는 경우 특허를 취소하거나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개정 특허법 규정을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특허를 불

실시한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과 고

등법원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점, 특허국장이 3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반년 이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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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과 관행을 따랐다는 점,875) 상급관청인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중앙인사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해석을 하였다는 점876) 등을 인정

하였다. 때로는 문제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석이 가

능하다는 사유 이외에 별다른 사유 없이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기도 한

다.877)

위 유형의 판례를 보면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과 ‘행정조직 및 

작용 전체의 하자’ 내지 ‘행정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해석이나 지침을 따랐다

면 과실이 부인된다, 심지어 당해 사건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장관이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해석을 하였음이 과실 부인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878)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을 부인하였다.
875)〈노조설립신고 반려〉판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은 구 노동조

합법 규정상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지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이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

입을 강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신과 견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침과 관행에 근거하여 법령을 해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의 과실을 부인하였다.
876)〈철도공사 직원 강제임용〉판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에서는 

철도청장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7조를 잘못 해석하여 공무원 신분을 계

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판

단하고 소속 공무원의 잔류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당연퇴직 통지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문언이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 어

려운 상황에서 상급관청인 건설교통부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의 해석과 같은 해석

을 내렸다면 철도청장이 달리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877) 〈토지초과이득세〉판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0540 판결)은 구 ｢토지초

과이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다. 법령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에서도 문제된 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문언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는 점만이 제시되었다.
878)〈철도공사 직원 강제임용〉판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물론 

이 사실은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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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상 과실이 부인되면 국가 

등의 책임도 부인되었고,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상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았

다. 이는 당해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의 정도가 국가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의의무의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⑵ 위법한 법령을 적용한 처분과 과실 부인

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법령이 상위법규에 위

배되는지 여부까지 사법적으로 심사하여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879) 이렇게 되면 

위헌ㆍ위법인 행정입법 제정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령 해석상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880) 행정

이러한 분쟁에서 상급기관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87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

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등.
880)〈변리사시험 상대평가제 전환〉판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변리사시험 1차시험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제에서 상

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경

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뢰보호의 필

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실을 부인하였다. 1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특허청장의 재량이고, 지금까지 수차례 평가방식을 절대평가

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

았던 점, 절대평가제가 수험생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그 이유

로 들고 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판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
결)에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산

정방식과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규정한 시행령이 위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나, 공무

원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구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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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제정하였다면, 이후 위 행정입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행

정입법 제정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현역병 전역보류〉판결881)이다. 원고는 육군 현

역병 전역예정일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기

소되었고, 구속기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도록 한 병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보류되었

다. 원고는 위 병인사관리규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

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위법한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하였다. 대법원은 위 규정을 적용한 소속 부대장의 과실을 부인하였지만, 

병역법의 규정상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만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병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한 육군 참모총장

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⑶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위법과 과실 부인

추상적인 법령 해석의 문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문제된 법령을 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래의 판

례는 후자가, 즉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법령 해석상 위법이 문제된 사건에서와 같

은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 허가거부〉판결882)은 위법한 자동차정비업 허가거부처분

으로 인한 부산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부산광역시장이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에 대한 반대민원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허가기준

으로 요구하는 공해방지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

을 통고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을 거

부하였다. 이후 위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 거부처분에 대한 

과실이 부인되었다.
88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
88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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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시장이 근거법령에서 

정비업 허가 시 고려하도록 규정한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 정비업자의 

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 지역적 특수성”에 위와 같은 민원 내용도 포함

된다고 판단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 비추어 위 

거부처분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 

모델하우스 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모델

하우스 부지 과세〉판결883)에서도 대법원은 비슷한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은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

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의 부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

설건축물은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였다. 

모델하우스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져 

온 점, 당시 서울특별시의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 위법ㆍ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점

을 고려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위

법하게 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원래 경트럭용으로 제조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사

용되는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서 수입 시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제출이 요구되는 ‘승용자동차용 고

무타이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타이어 통관보류〉판결884)도 위 유형에 

88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884)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이 사건에서 부산세관장은 위 타이어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됨에도 그 제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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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대법원은 ‘승용자동차용’의 해석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없

는 상황에서 세관공무원이 상품의 사용용도를 중시하여 내린 결론이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⑷ 재량준칙에 따른 징계처분의 위법과 과실 부인

대법원은 제재사유는 인정되지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타의 사정에 비추

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무

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공ㆍ사익을 비교형량할 때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관하여 법령이나 행정

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공

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885) 공무원이 제재사유나 처분

의 가중ㆍ감경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없이 제재처분 행사 기준에 반하는 처

분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886) 위 판례의 적용영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없음을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885)〈외과의원 업무정지〉판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 무면허의료행

위를 이유로 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사건);〈이용실 

영업허가 취소〉판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6141 판결, 음란행위 제공을 이

유로 한 이용업영업허가 취소가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사건, 제재사유 자체는 

인정되었다);〈한국인증원 업무정지〉판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
결,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위반사유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건). 
88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

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

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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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그 밖의 재량하자와 과실 부인

그 밖에 대법원은〈공공시설 유상매수〉사건,〈인천대학교〉사건,〈사시1

차 불합격 취소〉사건 및〈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사건에서 ‘객

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이 

중〈공인회계사 1차시험 불합격 취소〉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하

였고, 나머지 사건들도 사실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중점이 된 것으로 보인

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887) 4건 모두 재량하자가 문제된 사건들인데, 

결국 처분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

되지 않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2. 객관적 과실 개념에 따른 관계 재구성

⑴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의 인정가능성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은 ‘행정’의 과실, ‘행정조직과 작용의 하자’로 이

해되어야 하며, 그에 따르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보았다. 그동안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

의 과실을 부인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888) 대법원은 위

와 같은 판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에도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을 부인하는 듯한 판단도 하고 있다. 위와 같

은 대법원의 태도는 국가 등의 재정적 부담 증가889)와 행정의 자율성 저하

887) 앞의 221-232면 참조.
888) 김동희,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 1979, 153면;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

책임으로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2010. 6. 25. 한국공

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379-405면;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663면 참조. 

889) 최계영,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86-288면 참조(항고소송과 달리 국가배상소송에서는 패소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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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려한 때문인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면, 당

해 사무를 처리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더라

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가라

는 의문이 생긴다. 당장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무원’을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조

직 전체로 넓히고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법령해석의 위법이나 위법한 행정입법의 적용에 따른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법률전문

가는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의 행정전문가이다. 또한 법령의 해석에 대한 최

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있고 행정에게 해석상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도 아

니다.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는 것이

고 상위법의 적법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작용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과실론의 입장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국가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겠지만, 행정의 

재량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

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과실이 부인되는 경우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하자가 있거나 공ㆍ사익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을 한 경우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드리앙꾸르 판결에 의해 ‘위

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기 직전, 행정결정이 위법하나 역무과실

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한정하기 위해 리고(Rigaud)나 엘렝(Hélin)이 제시

한 요건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890)

체가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것만으로도 이익

침해가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항고소송에 비하여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890) 리고는 행정이 법적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면 과

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엘렝도 추상적이고 정의되지 않은 개념에의 포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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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과도한 책임 부담을 막는 완충장치의 검토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제도를 살펴보면, 국가 등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막는 적절한 완충장치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인과관계 단절이나 과실상계 등과 

같이, 위법성과 과실 이외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나 책임의 범위 설정에 

관계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판작용, 입

법작용, 행정심판 작용, 기타 전문성을 갖춘 일정한 합의제기관의 행정작용 

등 중과실책임을 요건으로 하는 분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개정이 없더

라도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중과실책임제도와 같은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인에게 금

전부담을 지우는 처분이 위법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

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권남용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각

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된 가해자

(사인)가 별도로 존재하고 국가 등이 그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등 행정과 사인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국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집행정지제

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인의 손해발생을 막는 수단인 동시에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되고 행위의 위법성이 오로지 그에 대한 판단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만 과실이 

부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앞의 136면 각주 538), 138면 각주 5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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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지금까지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제도를 책임의 구조, 역무과실의 성격과 내

용,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역무과실책임은 우리나

라 국가배상책임과 구조나 성격면에서 유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다. 역무과

실책임의 기본적인 생각은 행정이 자신의 공역무 작용상의 과실에 대하여 스

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역무과실은 행정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는 행정만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책임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

건에서 역무과실과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손해발생의 공동원인이 되는 것은 별

개의 문제다. 한편 공무원의 개인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개인과실

과 역무과실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의 책임이 중첩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책임의 중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

정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행정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

은 엄밀한 의미의 역무과실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무과실책임

의 구조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기한 행위는 기관의 행위로서 그에 따른 책임도 

국가에 직접 귀속되고, 고의ㆍ중과실에 기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직무수행의 외관을 존중하여 이 또한 국가의 행위로 보아 그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직접 귀속시킨다는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구조와 유사

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으로 보면서도 ‘공무원’의 행

위,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행위, 국가의 과실로 의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은 역무과실책임과 다르다. 오히려 공무원을 매

개로 하지 않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을 판단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이 역무과실책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역무과실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의 과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역

무과실은 자연인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요소가 배제된 ‘의무의 위반’이며 ‘역무

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이다. 이는 우리 국가배상법의 과실이 당해 직무

를 수행하는 성실한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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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다르다. 이 점이 역무과실책임과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경찰행정이나 감독작용, 공공시설공사 등 사

인이 손해발생에 관여하는 행정작용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예

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역무과실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 과실 판단에 전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역무 목적

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역무과실의 인정 근거가 되기도 한다. 

행정에게 결과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

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의무 부과에 따른 행

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중과실을 전제로 책

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

으며, 중과실책임은 재판작용과 감독작용 등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역무과실과 우리 국가배상법상 과실의 차이는 위법한 처분이 손해의 원인이 

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월권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월권소송(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거친 경우

의 취급에는 양국의 실무가 차이를 보여준다. 프랑스에서는 행정결정이 위법하

여 월권소송에서 취소되면 그것으로 위법성 및 과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되

지만, 대법원의 일부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

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부인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에 따라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역무과실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실이 부인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특

히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거나 무효인 근거법령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사실

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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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과실책임제도는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와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그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역무과실책임은 매우 공법적인 제도이다. 이는 역무과실 개

념 자체에서 드러난다. 또한 프랑스 행정법의 중심 개념인 공역무(le service 

public)는 과실을 행정에 돌리는 연결고리로서 행정의 의무위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역무과실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작

용하지는 않지만,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역무과실책

임이 무과실책임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의 구제를 매우 중시하는 제도이다.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은 무과실책임뿐만 아니라 역무과실책임의 이념적 

근거가 된다. 역무과실책임은 원칙이 되고, 그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

해자를 위하여 무과실책임이 안전망이 된다. 역무과실이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

해된다는 점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는 행정결정이 문제되는 영역에서 결정의 취소와 손해의 배상이라는 이중

의 보호가 원칙이 되도록 하였다. 공공재정 파탄이나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국가배상책임 인정의 반대논거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제도가 프랑스 사회에서 특별한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이후 우려했던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셋째, 그렇다고 하여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가 피해자의 손해를 무조건적으

로 전보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인과관계의 단절이나 피해자의 과실과 같은 책

임 감면 기법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역무과실, 침해, 인과관계 

등 책임의 구성요건과 책임 감면에 관계되는 요소들이 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무과실책임제도는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무과

실책임제도의 위와 같은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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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을 자력 있는 국가가 떠안는다는 대위책임설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보다 역

무과실책임의 구조와 같은 자기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행정활동의 공법적 성

격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가배상책임은 행정활동의 하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이며,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제

도가 아니라 위법한 ‘행정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을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 조직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을 역무과실과 유사한 자기책임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행정’의 

과실, 즉 ‘행정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문

제는 행정조직 전체에 부과되는 의무의 수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정조직 

또는 작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실의 인정 기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공공재정이나 효율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어떠한 영

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국민의 혈세를 소수에게 낭비하는 제도가 아니

라,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며 행정

활동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를 전면적으

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무원’

을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조

직 전체로 넓히고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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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Étude sur la faute de servic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k, Hyun Jung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Né au milieu du 19e siècle et développé par la jurisprudence du Conseil 

d’État, le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constitue une des pièces 

maîtresse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Il se compose de deux types de 

responsabilité dont l’un est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La faute de service’ est le concept de base de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et représente le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par l’administration, un défaut 

d’organisation ou de fonctionnement du service. La faute de service engage la 

seule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c’est à dire que l’agent concerné n’est 

responsable que pour sa faute personnelle considéré comme détachable de sa 

fonction. Cependant, il peut y avoir cumul de fautes ou cumul de responsabilités 

où la victime peut poursuivre non seulement l’agent coupable mais aussi 

l’administration. 

La doctrine classique présente la faute de service comme une notion 

autonome et originale. Selon ses dires,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est 

une responsabilité propre de l’administration, tandis que la responsabilité du 

commettant est une responsabilité du fait d’autrui qui suppose l’existence d’une 

faute du préposé : la faute de service est une faute anonyme détachée de la 

faute d’agents déterminés et appréciée objectivement, alors que la faute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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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une faute subjective commit par une personne physique et exigent la 

conscience de son auteur. 

Pourtant, vers la seconde moitié du 20e siècle, la doctrine classique etait 

critiquée par un groupe de juristes niant l’originalité de la faute de service. 

L’interaction entr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la responsabilité civile a 

permis une évolution similaire, qui diminue l’importance du débat sur 

l’originalite de la faute de service sans toutefois diminuer l’importance de la 

faute de service. Le caractère direct, anonyme et objectif de la faute de 

service reste intact.

La faute de service est une faute objective, ne nécessitant pas d’élément 

moral de l’auteur du dommage et où il est inutile de rechercher l’agent qui a 

fait l’acte dommageable. Comme écrit Roger Bonnard, c’est «juger le service 

et non l’agent». Cependant, selon les cas, le juge prend en compte des 

éléments concrets, comme les circonstances de temps et de lieu, les moyens 

dont dispose le service pour assurer la mission ou la prévisibilité du dommage.

La règle de l’illégalité fautive relève clairement l’objectivité de la faute de 

service. Cela signifie que s’il y a illégalité dans la décision qui fait l’objet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alors la faute de service est reconnue 

automatiquement. Mais la doctrine classique pensait autrement et exigait une 

certaine gravité pour qu’une illégalité de la décision soit qualifiée comme 

fautive. Par exemple, la pensée dominante ne reconnaissait pas la faute s’il y 

avait seulement un vice de procédure ou une simple erreur d’appréciation du 

fait. Or à partir du milieu du 20e siècle, cette idée d’illégalité fautive a 

commencé à être accepté progressivement par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L’arrêt Driancourt du 1973 confirmait cette revirement de doctrine et de 

jurisprudence.  

Toute illégalité est fautive, mais tout illégalité fautive n’engage pa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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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Absence de préjudice ou de lien de causalité, 

la faute de la victime et le fait du tiers rendent valable les hypothèses où une 

illégalité d’un acte n’entraine pas la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De plus, 

une illégalité légère n’est pas suffisante pour engager celle-ci dans les 

hypothèses où sont exigées une faute lourde. Un examen des arrêts importants 

nous permet de constater l’application rigoureuse de la règle d’illègalitè fautive 

et de mieux comprendre le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en général.

L’analyse du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en droit 

français nous donne de l’inspiration à l’étude du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coréenne. Il vaut mieux de concevoir la faute de notre régime 

comme une faute de service, une faute objective propre à l’administration, une 

défaut d’organisation ou de fonctionnement d’un service. Cette conception 

répond à la réalité administrative où on reproche l’administration et non 

l’agent conçu individuellement. Elle est conforme au caractère public de la 

responsabilitè administrative qui, en dehors de la fonction réparatrice, assure la 

fonction de contrôle de l’activité administrative.

Mots-clefs: faute de service,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faute personnelle, 

faute objective, illégalité fautive, faute lo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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