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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國家賠償法 第5條上의 營造物의 設置․管理上 
瑕疵의 觀念

金 東 熙*

1)

Ⅰ. 序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등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리고 동 제5조는 조물의 설치․관리작용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진 바 있으나, 
제5조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토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설상으로는 동조상의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그 설치․관

리자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客觀的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동조에 기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상의 배상책임과 같이 無過失

責任이라고 보는 客觀說이 일단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바, 이 설에서는 

판례도 같은 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정 수의 판례는 객관설
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는 객관설에 따라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수의 판결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은 제5조상의 조물의 관념이나 그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한 

再檢討를 하게 되는 중요한 契機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에서는 먼저 조물의 설치․관리작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외

국의 이론 및 법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제5조상의 조물의 하자의 관념에 관
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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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의 觀念 또는 營造物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에 한정되어 있고, 이 법제

는 독일의 국가배상제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경우

는 판례법상으로 정립된 公土木工事로 인한 손해배상제도 중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자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제도가 일단 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의 법제나 관련 학설, 판례 등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瑕疵觀念에 대한 일본의 學說․判例

(1) 序言

일본의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제5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조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특히 조물의 하자의 관념과 관련하여 매우 활

발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어서, 관련 학설로서도 객관설․주관설․절충설․ 조

물하자설․의무위반설(의무위반론)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통설적 견해는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설은 
그 내용 또는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주관설․객관설․절충설(第1分類)로 

분류할 수도 있고, 조물하자설․객관설․의무위반설(론)(第2分類)로 분류할 

수도 있다.1)

제1분류상의 주관설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그 설치․관리자의 

安全確保義務 또는 損害回避義務의 違反으로서 主觀的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며, 

객관설은 하자를 조물의 物理的 缺陷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며, 절충설은 하
자를 물적 결함이라는 측면과 안전확보의무,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관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 현재는 주관설과 절충

설 그 자체를 주장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서, 이들 학설은 내용적으로는 의

무위반설(론)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여전히 

1) 宇賀克也, 國家補償法, 1997,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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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학설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의 학설 상황

에 따라 의무위반설, 객관설 및 조물하자설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현재의 基本的 學說

1) 義務違反說(論)

이 설은 하자를 설치 또는 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회피의무의 위반

으로 인한 물적 결함상태 내지는 이러한 의무위반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설은 조물의 하자를 손해회피의무위반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위반설은 하자의 유무를 손해회피의무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제1분류상의 主觀說에 상응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설의 주창자는 여기서의 손해회피의

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 설은 客觀說이라고 하고 있다.2)

이 설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조물하자론을 주창하고 있는 國井 교수는 이 

설에서는 조물의 하자의 관념이 손해회피의무위반으로 파악되고 있는 결과, 

이 설에서는 조물에 물적 하자가 없는 경우 예컨대 조물 관리자의 피난대

책의 해태 등의 경우에도 그것은 조물의 하자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설은 조물하자설이나 객관설에 비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國井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

설(광의)에서는 이러한 직무행위상의 過誤에 따른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1조(우

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들어 객관

설이 피해자 보호상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의무위반설에서의 하자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손해회피의무는 고

도화, 객관화된 것으로서, 이러한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으로서의 하자는 제1조

상의 과실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자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적시되기도 한다.3)

2) 客觀說

이 설은 조물의 하자를 조물이 通常 갖추어야 할 安全性에 欠缺이 있는 

2) 植木哲, 災害と法, 1991, p.8.
3) 國井和郞, 道路の設置・管理の瑕疵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ス 第332號, p.4; 第480

號,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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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고 하고 있다.4) 이러한 객관설은 위의 의무위반설과는 달리 조물의 

하자를 행위의 측면이 아니라, 物的 狀態에 착안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 설은 후술하는 조물하자설과 기본적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이 

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는 ｢ 조물의 하자｣가 아니라 그 ｢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적 결함이 설치․관리작용의 불

완전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설
에서는 설치 또는 관리의 불완전성은 物的 瑕疵에 擬物化된 형태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하자의 판단에 있어 작위의무위반 여부는 表出되지 아니한다는 점

에서 의무위반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객관설에서는 의무위반설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1조와 제2조의 책임의 성격이 애매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조물하자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는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설에 대하여 植木 교수는 이 설은 내용상 조물하자설과의 차

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설에 있어서의 물적 하자의 객관적 판단 

기준 및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배상책임의 무과실책임적 성질을 결합하는 경

우 이 설은 결국 조물하자설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다.5) 遠藤 교수도 또

한 객관설의 조물하자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설은 내용적으로는 

조물하자설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6) 객관설이나 조물
하자설은 모두 조물의 하자를 그 물적 결함상태로 파악하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객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내용적으로는 조물하자설이 보다 철

저한 객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營造物瑕疵說

이 설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다. 이 설은 국가배상법 제1조(제2

조)상의 책임은 行爲責任인데 대하여, 제2조상의 책임은 狀態責任․無過失責

任․危險責任으로 보고 있다.

이 설은 의무위반설은 이러한 양자간의 기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4) 古崎慶長, 國家賠償法硏究, p.153.
5) 植木哲, 前揭書, p.49.
6) 遠藤博也, 國家補償法,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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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기본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객관설도 또한 설치․관리작용의 불완

전성을 문제로 하는 점에서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있다.

조물하자설은 예컨대, 도로상에 장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 방치시간의 

長短이나 그 제거의 可能性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것이 아니고, 오로

지 사고발생당시의 도로의 상태와 관련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判例에 대한 위 學說의 立場

위에서 의무위반설, 객관설 및 조물하자설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다음

에서는 이들 학설의 입장을 도로사고에 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과의 대비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판결은 도로공사장에 야간에 설치

한 赤色燈標柱 등이 先行車에 의하여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後行車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당해 “적색등표주등이 넘어진 채

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도로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그것은 야간, 더욱이 사고발생 직전에 선행한 차에 의하여 야기된 것
이며, 시간적으로 … 지체없이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도로를 안전양호한 상

태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 다.

객관설에서는 이 판결은 時間的 不可抗力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례라고 하고 

있다.7) 의무위반설에서는 이 사건은 도로관리자에 손해방지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즉 손해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로서 그러한 점에서 이 판결은 도로관
리자에 손해회피의무위반이 없었던 사례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8) 이에 대

하여 조물하자설은 “사고발생당시의 도로의 상태에 착안하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 객관설이 이를 시간적 불가항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위의 판결의 타당

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9)

7) 古崎慶長, 前揭書, p.187.
8) 植木哲, 前揭書, p.153.
9) 西林章, 國家補償法,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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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豫測可能性․回避可能性과 通常性의 문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무위반설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안전확보

의무 또는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있는 바, 이러한 의미의 조물의 

하자의 유무는 사고의 豫測可能性․回避可能性 및 期待可能性을 기준으로 하

여 이를 판단하고 있다. 즉 이 설에서는 당해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나 그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은 인정되지 아니

하고, 그에 따라 하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객관설도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을 하자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설

은 하자를 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

고 있고 보면, 이 설에서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하
자개념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설

에서는 “豫測可能性은 관리자의 주관적인 知․不知의 문제가 아니라, 제반 사

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문제”라고 하고 있다.10)

이에 대하여 조물하자설은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은 하자 판단에 있어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설에서는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어떤 의미에서든 문제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通常性의 판단
과정에서 있어서의 것이라고 본다. 즉 이 설은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인

정되면, 일반적으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의 有無는 通

常性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독자적 판단기

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설에서는 관리자

에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장해물이나 未完成堤防의 붕괴를 들고 있다.11)

(5) 위의 學說의 綜合的 評價

위의 객관설, 의무위반설 및 조물하자설에 대하여 宇加교수는 다음과 같

은 평가를 하고 있다. 동교수는 먼저 의무위반설은 判例內在的 說明으로서의 

색채를 가장 농후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서, 판례의 整合的 說明의 관점에서는 

10) 古崎慶長, 前揭書, p.176.
11) 西林章, 前揭書, pp.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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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물하자설에 의하여서는 

赤色燈標柱燈 사건에 관한 판결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나, 

동교수는 판례는 항상 동일한 기준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객

관설 내지는 조물하자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적지 아니

하다고 하고 있다.

객관설도 기본적으로는 판례내재적 설명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의무위반설과 객관설은 판례의 이해방법에 관

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宇加 교수는 관련 판례를 의무위반설

이 아니라 객관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교수는 끝으로 조물하자설은 기본적으로는 판례내재적 설명이라기보다

는 조물하자의 본질론에 입각하여 판례외재적으로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존의 판례의 整合的 설명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12)

전술한 宇加교수의 하자관념에 관한 3개 기본적 학설에 관한 논술 부분은 

이들 학설의 본질을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프랑스에서의 公土木工事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1) 序言

프랑스에서의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내용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공공시설 그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나, 여기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발전된 

것으로서, 그에 있어서는 無過失責任의 적용범위가 넓고,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른바 공공시설(공물)의 正常維持上의 欠缺理論에 따라 내용적으로

는 過失推定原則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 제도를 

그 내용에 따라 무과실책임제도와 과실책임제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2) 宇加克也, 前揭書,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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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過失責任

공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 행정상 손해배상제

도에 비하여 보다 광범하게 무과실책임, 즉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흠결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1) 認定根據

공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기본적 인정근거

는 이 부문에서 행정권에 인정되는 諸般 特權의 代償(contre-partie) 또는 당해 

작용의 例外的 危險性에서 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나, 公共負擔 앞의 平等原

則도 또한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13)

2) 無過失責任의 適用基準

기술한 바와 같이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상당히 

광범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

서 양자의 적용기준이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일부 견해는 손해의 내용
에 따라 이를 持續的 損害와 偶發的(一時的) 損害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무과

실책임이 그리고 후자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견해는 그 결정기준을 피해자에서 구하

여, 피해자가 당해 공공시설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그리고 제3자인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이러한 입장에 서

면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구분에 따른 결정기준은 일시적 손해의 경우에만 적

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의 주제와의 관련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지속적 손해 

및 일시적 손해의 경우에도 제3자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이 적

용되는 것으로 정리하여 두기로 한다.

3) 無過失責任의 適用要件

위의 기준에 따라 발생한 지속적 손해 또는 제3자에 발생한 우발적 손해에 

13) A. de Laubadère et Y. Gaudemet,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 2, 11e éd.,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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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무과실책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피해자는 특정적이어야 한다. 공토목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의 인정근거를 공공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에서는 피해자 범위의 특정성이라는 요건은 그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피해자의 특정성의 요건은, 당해 피해가 상린관계상의 것
이던 沿道民 또는 沿岸民에 대한 것이던 간에, 그 인정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당해 손해는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과의 상린관계

에서의 통상적 불편 또는 제한에 따른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인

근의 공설축구장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이나(CE 22 mars 1991, Rivat), 도로

공사의 시행에 따르는 통상적 불편(CE 2 décembre 1984, Sic, niçoise des gaz 
liquéfiés) 등은 전보되지 아니한다.

4) 無過失責任 適用의 具體的 事例

① 營業上 損失: 관광유적지 부근에 댐이 설치된 결과 당해 유적지를 관류

하는 하천의 수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유적지의 관광적 가치가 저하

되어, 당해 유적지 방문을 주된 관광사업으로 하던 관광회사의 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손해는 전보되어야 한다(CE 22 janvier 1958, 

Société "Les gorges du pont du diable). 또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호텔에의 접

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결과, 그 일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의 피해도 

전보된다(CE 14 mars 1986, Soc. Hôtel Paris-Liège).

② 生活上 不便: 操車場 연장공사의 결과 교통량의 증대 및 각종 음향기기

의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CE 11 juillet 1960, SNCF c. 
Goncet) 또는 정수장의 가동에 따르는 惡臭로 인한 생활상 지장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보된다.

또한 고속도로 등 대단위 교통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沿道民의 

생활상의 불편(CE 22 OCTOBRE 1971, Epoux Blandin), 또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공항부근 주민의 생활상의 장해(CE 6 février 1987, Cie nat. Air-France)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법상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서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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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공항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에 발생하는 피해는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보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이러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이른바 機能的 瑕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전

보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는 흠결이 없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프랑스 법에서와 같이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그 배
상책임의 궁극적 근거를 公共負擔 앞의 平等原則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판례상으로 정립된 무과실책임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에는 당

해 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배상법 제2조(우리나라의 경우는 제5조)의 하자

의 관념의 확대적 해석에 의하여 구제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해결방

안으로 보인다.

(3) 過失責任

공공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過失責任原則이 적용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것은,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과실은 당해 행정작용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기본
적으로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의 이용자인 경우

에는 이러한 의미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판례상으로 정

립된 이른바 公共施設의 正常維持上의 欠缺理論에 따라 내용적으로는 過失推

定原則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리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그 이용자에 손해가 발

생하면, 일단 당해 시설의 정상유지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반
대사실의 입증책임은 국가 등이 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적

용에 있어서는, ①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당해 시설의 흠결상태는 충분히 특

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공공시설의 흠결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등에

는 이를 정상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제한적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14) 이러한 제한이 있기는 하나, 공공시설에 

일단 흠결상태가 있는 경우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등이 당
해 시설의 정상적 유지에 있어 過誤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이 이론에 따라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자는 상당히 두터운 

14) A. de Laubadère, ibid., pp.449-451; R. Chapus, ibid., pp.5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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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정상유지상의 흠결이론은 내용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충적인 요청의 折衷의 所産이다. 즉 일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공시설의 

이용자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의하여 수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 그 유지․관리상 과실 즉 

과오가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전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등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공시설의 이

용자는 당해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음에도 당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유지․관리상

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古崎 교수가 주창하고 있는 瑕疵의 一應의 推定理論은 내용적으로는 

위의 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이론은 “공공

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하자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만 동교수는 이러한 일응의 추정이론에 

따른 판결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서, 그것은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당해 조

물의 구조,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의 여러 사정에 관한 증거가 당

사자 쌍방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으로서, 이들 사정을 총합하여 하자 有無가 
곧바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5)

Ⅲ. 瑕疵의 觀念에 대한 우리나라의 學說․判例의 檢討

1. 學說

하자의 관념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주관설과 객관설만이 주창되고 있었으나,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折衷說도 소개되고 있는 바, 절충설은 조

물의 하자는 그 물적 결함상태 및 그 관리자의 관리행위의 過誤의 양자를 모

두 포함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절충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는 없고, 또한 이 설에 입각한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객관설과 주관설만을 살펴보기로 하는 바, 그 구체

15) 古崎慶長, 國家賠償法硏究, 198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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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토에 앞서 미리 지적하여 둘 것은, 주관설과 객관설은 모두 조물의 설

치․관리의 하자란 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라고 파악하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의 대립은 없고, 견해가 갈리는 것은 이러

한 하자의 내용적 판단 또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1) 客觀說

이 설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조물에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

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하자의 有無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그 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過失 有無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의 객관설은 일본의 학설의 경우는 일단 순수객관설로서의 조

물하자설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객관설이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이 설에서는 판례도 동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2) 主觀說(義務違反說)

이 설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조물의 설치․관리자의 安全確

保義務 내지는 事故防止義務의 違反에 기인한 物的 危險狀態 또는 缺陷狀態로 

본다. 이 설은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배상책임이 絶對的 無過失責任 또는 結

果責任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에 있어 그 설치․관리자가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여하가 문제되지 않

을 수 없다는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주관설로서는 그 내용을 약간 달리하는 것으

로서, 의무위반설과 의무위반론이 주창되고 있는바, 이들 학설과의 대비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관설은 의무위반설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관설은 현재 소수설적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判例의 檢討

기술한 바와 같이 객관설에서는 우리 판례도 이 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의 판례는 주관설 또는 의무위반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판례를 일단 객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과 주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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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客觀說的 입장의 判例

1)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 조물의 설치의 하자라 함은 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때

문에 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

한다고 할 것인 바,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

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

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객관설에서는 동설에 입각한 판결례로 이 판결을 인용

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물의 하자란 조물에 통상적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의미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

성의 문제라고 說示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 판결이 객관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조물의 설치사정이나 그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그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당해 병사를 산에서 

단지 8m의 지점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견고성이 있는 병사를 건조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이 불가피하 던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하고, 원판결의 증거만으로

는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 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이 순수한 객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

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객관설적인 판결례로서는 대법원의 1994. 11. 22. 선고 94다 32924 판

결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

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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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 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 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어 있던 결

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위에서 객관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 2개 판례를 살펴보았던 바, 이 외에 

객관설에 입각한 다른 판결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主觀說的 입장의 判例

객관설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의 판례에 있어서는 주관설적 입장의 판례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들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 

중 하나의 판결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3다3243 판결

이 판결은 주관설적 판례의 효시를 이룬 것으로서, 고속도로에 방치되어 있

던 타이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

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

다고 판시하 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爭點은 公物로서의 고속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有無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조물의 설

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후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 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음의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다.

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이것은 국도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쇠파이프가 

튕겨 그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수에 맞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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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당해 사건의 발생 30분 전쯤에 행한 이 도로의 

점검시에는 당해 장해물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넓은 국도에서 더 짧은 

간격으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 다.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이것은 강설로 인하여 도로에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결과로 발생한 교통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겨울철의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그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산간지

역에 위치한 일반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

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관리상의 하자

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 다.

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이것은 주관설적 판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 事件의 槪要: 서울의 어느 5거리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의 적색
전구가 斷線으로 消燈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訴外 이창열이 자신의 승

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이 교차로에 진입한 김 환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김 환이 신체적 상해를 입고 이창열의 승용차도 일부 손괴되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이창열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보험회사는 

위 양인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 다. 이후 동 회사는 이 보험금지급
에 따라 면책된 위 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사고는 위 

신호기의 고장 및 방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 과실비율인 50%에 상당하

는 금액의 求償請求를 하 다.

(ii) 대법원의 判決: 위와 같은 사안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내지는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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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물이 完全無缺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

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물

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설치 관리자가 그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社會通念上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防護措置義務를 다하 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豫見可能性과 回避可能性이 없는 경우 즉 그 조물의 결함이 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하자의 관념 내지 그 판단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교차

로의 신호기의 적색신호등이 소등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서울시의 이 신호기

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하 던 바, 그 구체적 설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심이 확정한 서울특별시 전역의 신호기 설치상황, 신호등이 소등되는 경

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

신호가 斷線으로 소등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잘

못이 있다거나 그 消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신

호기의 고장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이러

한 경우까지 피고에게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防護措置를 기

대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 신호가 소

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

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iii) 判決의 分析的 檢討

이 판결의 판시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부분 또는 요소로 구분된다.
먼저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관념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통상적 안전성의 내용 또는 정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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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94다54998 판결에

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 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있어 항상 완전무

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있다. 

이 판결은 끝으로 이러한 하자의 판단은 당해 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와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시

간적․장소적으로 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豫見可能性과 

回避可能性이 없는 경우, 즉 그 조물의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

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는 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

(3) 營造物의 瑕疵觀念에 대한 學說과의 대비에서의

判例의 立場의 具體的 檢討

위에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일단 객관설적 입장과 주관설적 입장의 것으로 

나누고, 통설인 객관설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관설적 판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판례로서 특히 99다54004 판결에 대하

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 다. 우리 판례가 하자의 관념에 대하여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위의 99다54004 판결을 하자관념에 관한 

대표적 학설인 (순수)객관설, (광의)객관설 및 의무위반설의 3개 학설과 대비하

여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명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객관설은 조물의 하자란 조물에 통상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하자 유무는 설치관리자의 고

의․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러한 의미의 객관설은 일본의 학설의 경우는 조물하자설 또는 달리 표현하

여 보면 순수객관설에 해당할 것임은 기술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판결을 객관설에 따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 판결

의 경우 조물인 교차로의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상태는 곧 당해 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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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상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판결에서는 조물에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막바로 

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설치관리자가 防護措置義務를 다하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는 것이다.

(광의의)객관설에서도 조물의 하자를 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설치․관리상의 불완전

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순수객관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설에서는 설

치․관리상의 불완전은 조물하자에 擬物化된 형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의

무위반을 곧바로 문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내용의 (광의의) 객관설에서는 이 판례는 내용적으로는 不可抗力的 

事由에 따른 국가의 免責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크며, 그러한 논리
구성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판

결에서는 예측가능과 회피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바, 이들은 불가항

력의 판단요소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구성은 이 판

례의 해석으로서는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음의 두 가지 이유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문제로서, 不可抗力은 매우 

例外的으로만 인정되는 것이고 보면, 이 판결을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관리
자의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는 적지 아니한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리자에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불가항력사유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부인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위에서 분석한 이 판결의 설시 내용을 보면, 이 판결은 의무위반설에 입각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서는 

조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

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하자 유무의 판단은 조물의 설치․관리자가 防護

措置義務를 다 하 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에서는 손해발생의 豫見可能性과 回避可能性이 없었다고 보아 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하고 있는 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 사건에서 대법
원은 이 판결에서 조물인 신호등의 관리자에 당해 조물의 불완전성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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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결과, 그러한 불

완전성의 발생에 있어 관리자에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당해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아 조물의 하자를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올바른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책임이 과실책임

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자체에서도 방호조치
의무는 당해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

도의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는 이 의무는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판단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방호조치의무의 위반은 주관적 관념으

로서의 과실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Ⅳ. 結語

이 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관념 내지는 동조에 기한 배상책임의 성질의 검토를 위한 것이다. 외국의 법

제로서는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경

우는 공토목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의 법제가 이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이들 법제를 먼저 검토하 다. 이러한 검토에 이어 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당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 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관념에 대하여는 우

리 학설상 통설적 지위에 있는 객관설은 동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객관설에 의하여는 그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기 어려

운 다수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바, 위에서 필자는 그 대표적 판결례로서 대법

원 2000. 2. 25. 선고 59두54004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고 나서, 현

재의 판례는 조물의 안전성의 결여라는 의미에서의 그 하자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관념이 아니라 관리자에 의한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 위반

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관설보다 구체적으로 의무위반설에 입

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우리 판례가 조물의 하자의 관념을 이처럼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조물의 통상적 안전성의 결여라고 이해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위반설은 이 관념을 전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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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에 비하여는 피해자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그 문제점으로서 지

적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지적은 일단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판례상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는 고도의 객관적 의무로 

파악되고 있고 보면, 양자의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책임이 結果責任이나 絶對的 無過失

責任은 아니고 조물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동조에 기한 배상책임
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한다면, 동조상의 하자를 객관화된 

의무위반으로 인한 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상태로 보는 것이 보다 동조의 책

임의 성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동조상의 책임을 

상태책임, 위험책임 또는 결과책임으로 보고, 동조상의 하자를 전적으로 객관

적 관념으로 파악하는 이론구성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책임은 프랑스의 公土木工事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중 
그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

한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의 경우, 지속적 손해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 등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이용자에 발생한 일시적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의 과실의 관념은 행정작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상태로 파악되는 객관적 관념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 경
우에도 판례상으로 정립된 공공시설의 정상적 유지상의 흠결이론에 따라 내용

적으로는 과실추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은 기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토목공사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과의 대비에

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이처럼 객관화된 의미에서의 과실책임제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 판례상으로는 프랑스의 공공시설의 정상적 

유지상의 흠결의 법리는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항구적 손해, 특히 공항 또는 고속도로 등의 주변주민 또는 연도민이 그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일본 판례상 인

정되고 있는 이른바 기능적 하자에 따른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이러한 지속적 

손해에 따른 공토목공사로 인한 배상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나, 우리 판례상으로는 이러한 기능적 하자관념에 따른 실질적인 무과실책

임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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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상태

로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이 관념을 조물의 불완전상태를 막바로 조물의 

하자로 파악하는 (순수)객관설에 비하여 피해자구제의 면에서는 다소나마 미흡

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이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념을 

이처럼 안전확보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의 위반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것

은 객관적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는, 주관적 과실책임에 입각하고 있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비하여 동조의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배상책임은 주관적 의미의 과실을 그 배상책임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제5조상의 배상책임은 프랑스 법의 표현을 빌

리면 객관화된 의미의 과실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상의 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과실책임으
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제5조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한 단계 진전된 과

실책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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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ticle 2 de la loi sur la reponsabilité administrative dispose sur la re-

sponsabilite de l'Etat en raison la faute commise dans l'exercice des fonctions 

publiques et l'article 5 sur la responsabilité de l'Etat en raison de défaillance 

dans l'entretien normal des ouvrages publics.

Cet article a pour objet d'étudier la notion de la défaillance dans l'entretien 

normal des ourvrages puglics disposée dans l'article 5. La responsabilité prévue 
dans cet article correspond à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pour les dommages 

causés aux usagers des ouvrages publics dans le régime de la responsabilité des 

travaux publics en droit français. L'article 2 de la loi japonaise sur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contient la même disposition. Nous avons examiné 

par conséquent ces deux régimes de responsabilité.

D'après l'opinion majoritiaire, celle-ci signifie l'état défaillant des ouvrages 
publics et elle est une notion objective dans le sens que l'état défaillant est 

jugé objectivement, Mais cette opinion ne paraît pas correspondre à la 

jurisprudence récente en la matière. En effet celle-ci ne reconnaît l'existence 

de défaillance que si l'administration agissait contre l'obligation d'entretien 

normal des ouvrages publics.

L'opinion majoritaire soutient que la responsaiblite de l'Etat est admise dès 
qu'il y défaut dans l'entretien des ouvrages publics, mais selon la jurisprudence 

elle n'est reconnue que quand il y agissement fautif de l'administration, et 

partiant cette responsabilité est selon la terminologie française une reponsabilite 

pour fa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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