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法學碩士學位論文

리스 류우(Maurice Hauriou)  

가 상책  에 한 연

― 민사과실책 ㆍ 험책 ㆍ역무과실책  

3단계 전과정  중심 로 ―

2015年 8月

울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惠 英



리스 류우(Maurice Hauriou)  

가 상책  에 한 연
― 민사과실책 ㆍ 험책 ㆍ역무과실책

3단계 전과정  중심 로 ―

指導敎授 朴 正 勳

 論文  法學碩士 學位論文 로 提出함

2015年 4月

울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朴 惠 英

朴惠英  碩士學位 論文  認准함

2015年 7月

 원                      ㊞

    원                     ㊞

    원                     ㊞



i

국문 록

랑스는 1873년 할법원이 블랑꼬(Blanco) 결에서 국가배상사건을 

사인 간의 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아닌 공법상의 고유한 규율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이래로 국가배상책임의 공법상 독자성을 확립

하여 왔다. 우리 법원은 아직 국가배상책임을 민사 역에서 다루고 있

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서도 소극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랑스 공법학을 표하는 학자  한 명인 모리스 오류우

(Maurice Hauriou)가 그 자신의 국가배상책임구성에 한 이론을 정립하

여 가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한다. 

오류우는 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설

명하는 것에 그쳤을 뿐, 그 공법  독자성에 한 규명에는 별다른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류우는 그의 서인  행정법과 공법 개설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제1   제2 에서 국가배상책임

이 사용자책임과 그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설명함에 그쳤다.

그러나 오류우는 그 후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새

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기 시작하 고, 민법의 과실책임 념과는 구별되

는 독자 인 것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1897년 

발간한 깜므(Cames) 결에 한 평석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오류우

는 국가배상책임을 험책임으로 구성하면서 보험이론에 근거하여 설명

하 다. 이처럼 오류우는 1905년 이 까지 민법상 과실책임 이론에 한 

반동으로서 독창 인 험책임이론을 개하 다. 한편, 1899년 이후에는 

자신의 ‘ 리행정’(la gestion administrative)에 한 연구의 향을 크게 

받아 기존의 보험이론에서 벗어나 리행정  역무행  개념에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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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변경하 다. 이 시기에 오류우

는 공권력이 리의 방식으로 행정법을 집행할 때 행정공무원들의 주

 책임에 가담하게 된다고 하면서, 공역무 이행  발생한 사고인 ‘역

무행 ’(le fait de service)에 하여 행정기업의 책임자로 간주되는 국가

가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역무행 는 민사  과실과 구별되는 성

격을 가진다고 주장하 다.

오류우는 1905년 마조 그 꼬(Tomaso Greco) 결에 한 평석에서

는 다시 근본 인 변화를 보 다. 그는 과실이론보다 더 완벽한 험

이론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시 과실개념으로 회귀하 다. 그러나 국

가배상책임만의 고유한 공법  특성을 주장하며, 국가의 책임을 역무과

실책임으로 설명하 다.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가 책

임이 아니라 직 인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 고, 국가배상책임은 민사

상 과실책임과는 다른 공법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정 례 등에 의하여 

정립된 행정이론이 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까지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는 랑스 행정법

사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시기에 모리스 오류우는 지속

인 행정 례 평석을 통하여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를 이론 으로 뒷받침

하고 강화하 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다. 특히 국가배상책

임과 련하여서 제도이론에 기 한 법인격이론, 리행정이론 등을 통

하여 민법상의 과실과 다른 독자  책임 요건으로서의 역무과실 개념의 

정립에 향을 미쳤고, 국가배상책임 역의 확 에도 기여하 다.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로 돌아와 보면, 먼  우리 국가배상제도를 자

기책임에 입각한 공법상 독자  상을 가진 제도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  국가배상법 제2조는 그 문언상 책임구조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향후 자기책임설에 입각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배상이 공무원 개인의 민법상 불법행 책임을 국가가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례의 논리를 극복하고, 국가배상책임제도에 

한 공법상 독자 인 법리를 정립하기 한 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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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 변천 과정은 이를 한 하

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주요어: 랑스 국가배상책임, 모리스 오류우, 역무과실, 과실책임, 

험이론

학 번 : 2010-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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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  

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결은 특허청장이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반되어 무효인 변리사법시행령을 용함으로써 원고들에

게 한 불합격처분이 법하다고 보면서도, 공무원이 나름 로 합리 인 

근거를 찾아 처분하 다면 결과 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배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

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

하 다. 

법원이 어떤 처분에 하여 항고소송에서 그 법성이 인정되었음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는  결 이 에도 발견된다. 사

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의 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된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 사건( 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결)  공인회계사시험 불합격처분에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

여 취소가 이루어지자 이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결)에서도 법원은 공무원 혹은 시험 원이 객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  정당성을 상실하 다고 인정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손해의 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 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공무원 내지 시험 원

의 과실로 인한 직무집행상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국가시험 련 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 

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은 10년 이나 지 이나 공무원의 주  사정, 는 ‘객  

정당성’1)  ‘국가 책임부담의 실질  이유’ 등의 추상  개념을 내세워

서 공무원의 과실과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극히 소극 으로 인

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과실책임주의

 1) 례가 취하고 있는 객 정당성 기 의 문제 에 하여는 최계 , 처분의 취소

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 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61-300면 (289-2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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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2) 국가배상의 공법  특수성

을 후퇴시키고 국가배상에 한 민사법  사고  책임  념을 

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 

이와 같은 법원의 일련의 례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

다 어떤 처분이 법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객  정당성을 상실

하 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혹은 담당공무원의 나름 로 합

리 인(그러나 법한) 견해에 기 하여 처분하여서 담당공무원은 과실

이 없으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법성과 별개로 례가 말하는 객  정당성

은 무엇이고 과실과는 무슨 계인가? 법한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

되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분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과 더불

어서 법원 례들은 국가배상책임제도가 우리 법상 어떤 의미와 가치, 

상을 가지는지를 다시  떠올려보게 한다.

법한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그 법한 처분에 한 취소

를 구하는 소와 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국가를 상 로 자

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은 

이처럼 법한 행정에 한 국민의 기본  권리구제제도로서 요한 의

미를 갖는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여 히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은 항고소송과 더불어 국민

의 완 한 권리구제를 한 수단이 된다. 한 국가배상은 당사자에 

한 손해 보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작용에 한 통제 역할

까지도 담당하게 된다. 법한 처분으로 야기된 손해를 으로 배상하

도록 하는 것은 법한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 못지 않게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김 권,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이해 환을 한 소고, 법조 제58권 제8호, 

2009, 45-90면 (78면) 참조. 

 3)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로 － 법한 처

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미공간)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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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도의 부신 성장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국가배

상책임제도는 행정법학에서 다소 소홀한 취 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

다. 국가배상법은 1951년에 제정되었을 당시와 비교할 때 기본 구조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낙후되어 있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  타

당성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공법 으로 의미 있는 례의 출 도 드물

었다. 이는 실무에서 아직 국가배상청구를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운용하고 있고, 여 히 국가배상법 제2조를 

책임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도 무 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국가배상을 포함한 공법상 원

인으로 발생하는 법률 계에 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국가배상책임제도가 공법  제도로서 기능과 역할

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하여서는 재 우리의 법률 규정과 실무의 태

도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보다 먼  국가배상책임제도

를 발 시켜 온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는 비교법 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랑스는 일찍부터 국가배상을 행정법의 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고, 자기책임 구조에 따른 국가책임제도를 정립하 으므로, 

랑스에서의 국가배상책임제도가 정립되어 온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아우르는 방 한 

역에 해당하고, 례와 학설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주요한 주제로서 발

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랑스의 표 인 공법학자로서 랑스 국가

배상책임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역무과실’ 개념의 정립에 크게 기여한 

모리스 오류우(Maurice Hauriou, 1856-1929)4)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4) 모리스 오류우는 랑스를 표하는 공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서, 사회가 단순한 개인

집합 이상의 것으로서, 집단의식이나 객 념을 가지고 지속 으로 존재하는 여

러 제도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제도이론(la théorie de l'institution)을 정립함으로써

공법 이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 다. 그에 의하면 제도(l'institution)는 법과 역

사에 있어 지속성ㆍ항상성ㆍ 실성의 범주로서, 그 성립 과정이 곧 사회와 국가의 법

기 가 된다. 한편, 오류우는 일명 공권력 학 (l'école de puissance publique)를 창

건하 는데, 그는 행정작용을 단순한 법률의 집행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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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의 변천(성립) 과정을 알아보고, 우리 법에의 시사 을 살펴보기

로 한다.

보았으며, 행정권은 권리의 창설과 직권에 의한 집행 결정(la décision exécutoire)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라고 보았다. 

오류우는 랑스 명 이후 Rousseau 인 진 개 주의를 비 하면서, 제도는

동의를 수반하는 권력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되어서는 아

니 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유지ㆍ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는 에서 도

보수주의 경향을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류우는 한편으로 가톨릭 이론가로서

그의 법사상의 배경에 철 히 가톨릭 인간 과 사회 이 깔려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그의 기 작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험 ㆍ사회학 연구를 시하

다. 

오류우는 1856년 8월 17일 랑스 서부 샤랑뜨(Charente)의 라디빌(Ladiville)에서

태어났다. 보르도(Bordeux) 학에서 법학을 공하 고, 로마법에 한 연구를 통하

여 1876년에 법학사, 1879년에 법학박사 학 를 취득하 다. 1882년 법학부 교수자격

시험을 국 수석으로 통과한 후 1883년 툴루즈(Toulouse) 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로마법과 랑스 고 법을 연구하는 법사학 강좌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1888년에는

법과 학장의 요청으로 당시 새로운 과목이었던 행정법 강의를 갑작스럽게 맡게 되

었다. 그 후 1906년 툴루즈 학 법과 학장으로 임명된 이후 1926년 정년퇴임할 때

까지 학장의 지 에 있다가 1929년 3월 11일 73세의 나이로 타계하 다. 그의 아들인

앙드 오류우(André Hauriou)도 공법학자로서 Paris 학의 법경제학부 교수로 활동

하 다. 

오류우의 표 인 서로는  행정법과 공법 개설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공법원리 (Principes de droit public),  헌법개요 (Précis de droit 

constitutionnel),  리행정: 행정법의 이론 고찰 (La gestion administrative: étude 

théorique de droit administratif) 등이 있다. 한 오류우는 1892년 유명한 Cadot 결에

한 평석을 쓴 이래로 1892년부터 1929년 사망 직 까지 37년 동안, 1차 세계

기간만을 제외하고 매월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법잡지인  Recueil Sirey 에 꽁세이유ㆍ

데따의 행정 결의 평석을 기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29년 그의 평석들이 아들에

의하여 3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분량이 2,300페이지 이상일뿐만 아니라 행정

법의 모든 쟁 을 치 한 법도그마틱 논증과 헌법체제ㆍ철학ㆍ사회학 등 거시

에서 다른 大作으로서 재까지 랑스 행정법 문헌에서 빠짐없이 인용되는 등

랑스 행정법사에서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박정훈, Maurice Hauriou의 법사상과 방

법론 —制度ㆍ二元ㆍ均衡—, 한국법철학회독회(미공간), 2000; 이 윤, 랑스 공법학

과 모리스 오류우,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행정 례연구 제11집 특별호), 2007, 

83-117면; 김충희, 모리스 오류우의 제도이론,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9-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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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은 처음부터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을 그 로 용

하 을 뿐, 국가배상책임을 그다지 비  있게 다루지 않았고, 간에는 

험이론을 채택하기도 하 으며, 그 후 과실이론으로 다시 태도를 바꾸

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당시 례의 흐름과도 한 련이 있는

데, 오류우는 례의 변화를 지지하거나 설명함에 있어서 깊은 이론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와 같은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5)

의 구성에 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오류우의 이론을 크게 3개의 시기로 분류하여 고찰하기

로 한다.6) 

제1장에서는 1892년부터 1897년 이 까지를 제1단계로 분류하고, 1892

년 출간된 오류우의  행정법과 공법개요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제2 을 심으로 오류우가 기에 국가배상책임을 민법

상 사용자책임과 동일하게 과실책임으로 이해하 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1897년부터 1905년 까지를 제2단계로 분류하고,  시

기에 오류우가 주장한 험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내용과 그 독창

성을 고찰한다. 먼  험책임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 당시 

랑스의 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류우의 험책임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우선 1897년 Cames 결에 한 평석과 

같은 해 발간된 행정법과 공법개요 제3 을 심으로 오류우가 이른바 

보험이론에 입각하여 구성한 험책임의 내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다음

으로 1901년 발간된 행정법과 공법개요 제4 을 심으로 리행정  

 5) 단,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과실책임 부분 공토목공사로 인한 배상책임 부분

은 주된 논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6) 와 같은 시기의 구분은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145-156면의 분류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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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행  개념에 입각한 험책임에 하여 보고, 그 기반이 된 리행

정 이론도 함께 살피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이론이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

는 1905년부터 1929년까지를 제3단계로 분류하고, 이 시기에 오류우가 

주장한 국가배상책임을 ‘역무과실책임’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먼  그

가 기존의 과실개념으로 회귀하게 된 계기인 1905년 마조 그 꼬

(Tomaso Greco) 결에 한 평석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1933년 발

간된 행정법과 공법개요 제12 을 심으로 이 시기의 오류우의 국가배

상책임에 한 이론의 내용을 체 으로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모리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이 랑

스 국가배상책임제도에 미친 향을 ‘제도이론과 국가의 법인격’, ‘역무

과실의 개념의 독자성 정립’, ‘국가배상책임의 확 ’, ‘역무과실과 개인과

실의 구별에 한 논의’, ‘과실(책임)의 경합에 한 논의’ 등의 항목으로 

나 어 고찰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내용과 오류우의 국가배상책

임 구성에 한 이론이 제공하는 시사 을 살펴본다. 먼  우리의 국가

배상법의 규정과 과실, 법성 등에 한 기존의 학설들을 고찰하고, 국

가배상 사건에 한 법원의 례를 비 인 시각에서 검토하기로 한

다.

제6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체 으로 요약하고, 모리스 오류우

의 국가배상책임 구성과 그 변천 과정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국가배상책

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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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과실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 (제1단계)

Ⅰ.개설 

국가배상책임 이론을 비롯하여 모리스 오류우의 행정법 이론을 고찰하

기 하여는 그의  행정법과 공법개요 7)에 한 연구가 필수불가결하다. 

오류우가 1892년 처음으로 발간한 개요서는 최 의 행정법 교과서이자 

오류우의 공법이론을 체계 으로 망라한 연구서 다. 그 후 오류우가 타

계하기 까지 11 까지 출 되었는데, 단순히 형식 으로 을 거듭한 

것이 아니라, 왕성한 연구활동을 토 로 기본이론이 지속 으로 수정되

고 발 하는 과정이었으며, 종종 담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 다.8) 

그러므로 모리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고찰은 오류우가 

발간한 개요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서는 오류우가 1893년에 발간된 개요서 제2 9)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오류우는 ‘공법상 보장'(garanties des droits publics)이라는 

표제 아래에 국가배상을 다루고 있다.10) 그는 모두의 이익을 하여 수

행되는 공역무로 인하여 어떤 한 개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그 개인에게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에서 출

발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류우는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을 설명함에 

있어 행정법 특유의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민사 인 과실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7) 원래 명칭은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으로, ‘개요’(le précis)라는

표 과는 달리 실제로는 오류우의 공법학 이론을 집 성한 방 한 분량의 연구서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일반 인 의미에서의 개설서나 개론서로 이해하여서는 안 될 것

이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제에 충실하게 ‘개요서’라고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8) 오류우는 생애에 거쳐서 왕성한 작활동을 계속하 고, 이론이 결코 정체되어 있

지 아니하 다. 이는 오류우에 한 연구자들이 일치하여 지 하는 특징이다. 김충희, 

모리스 오류우의 제도이론,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11-12면 참조. 

 9) 국가배상에 한 내용은 1892년 발간된 개요서 제1 의 내용과 동소이하다. 
1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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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책임 

1. 랑스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먼  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

리 민법 제750조에 응되는 랑스 민법 제1382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당해 손해의 발생에 과실(la faute)11)이 있을 경우 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12)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4조 제1항은 “ 구나 자

기 자신의 행 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의 행 나 

자신이 리하는 물건의 상태로 야기된 손해에 하여도 책임이 있다

.”13)고 규정한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에 한 직  근거 규정이라고 할 

제1384조 제5항은 “주인 는 사용자는 자신들의 가사피용인 는 피용

자를 사용한 직무 범 에서 이들이 야기한 손해에 하여 책임을 진다

.”14)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특징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랑스 민법 은 사무집행과 련된 범

에서 피용자의 불법행 에 해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태도를 입법 으로 채택하 다.15) 이때 사용자는 피용자의 개인책임이 

11) 여기에서 과실(la faute) 개념의 해석에 하여는 랑스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나, 오늘날 통설 견해는 객 요건인 법성과 주 요건인 귀책성을 통합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욱, 랑스 민법상의 Faute, 사회과학연구 제20집

제2권, 남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3면; 여하윤, 우리나라에서의 랑스 민법

연구방법에 한 소고,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2013, 1254-1255면 참조.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ut fait quelconque de l'homme, qui cause à autrui un dommage, 

oblige celui par la faute duquel il est arrivé, à le réparer.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 est responsable non seulement du dommage que l'on cause par 

son propre fait, mais encore de celui qui est causé par le fait des personnes dont on doit 

répondre, ou des choses que l'on a sous sa garde.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Les maîtres et les commettants, du dommage causé par leurs 

domestiques et préposés dans les fonctions auxquelles ils les ont employés. 
15) 19세기 자유주의의 성시 에는 사용자책임도 (복멸할 수는 없는) 추정된 과실에 기

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지배 이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

고 학설과 례에 의해 포기되었다. 재 랑스 민법의 사용자책임이 무과실책임이

라는 에 해서는 이론이 없다.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 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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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것을 제로 하여 그 책임을 신 지게 되고, 그 결과 사용자

와 피용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결과가 된다. 통 인 학설과 례에 의

하면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나 피용자 어느 일방을 상 로 청구할 

수도 있고, 양자 모두에 해 청구할 수도 있다.16) 

2.국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오류우는 개요서 제2 에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당시의 례와는 

달리17) 에서 본 랑스 민법 제1384조 사용자책임에서 찾고 있다. 먼

 오류우에 따르면, 다음의 두 경우에 공무원에게 직  책임을 물을 

수 있다.18)

- 행 자가 자신의 임무 수행 에 명백한 과실을 지른 경우;

- 일정한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없더라도, 역무의 잘못된 구성 내지 

운 ’(la mauvaise organisation d'un service)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있

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두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본질은 ‘ 리인에 한 임자의 

책임’으로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오류는 직무 수행 에, 는 직무 집행

을 계기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은 민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야

기하는 인간’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하 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법인

의 지 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 를 통해서 제3자에게 직

으로 피해를  수 없고, 그들의 리인을 통해서만 제3자와 계를 

교법 근-,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통권164호), 2012, 419-481면 (439-444면) 

참조. 
16)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한 랑스 례의 동향, 민사

법학 제59호, 2012, 3-41면 (6면) 참조. 
17) 당시 례는 국가 책임의 근거로 정의의 원칙(le principe de justice)과 몇 가지 특별법

을 들고 있었을 뿐, 민법 제1384조를 들지 않고 있었다.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94면 참조.
18)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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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다. 그래서 리인(피용자)의 행 로 인한 민사  책임, 다시 말해 

리인에 한 감독 부재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류우는 의 두 가지 경우  역무의 일반 인 잘못된 구성으

로 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즉, 국가에 

하여 탁자의 책임 규정을 용하기 하여는 필연 으로 과실을 범

한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하 공무원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역

무의 최종책임자(자치시도의 경우 시장,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에까지 올

라가야 하며, 결국 역무의 책임자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 한 이 경

우 역무가 잘못 구성되었다는 가정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나은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19) 이때의 책임은 ‘ 계약

’(quasi-contractuelle)인데, 다시 말해, 개인들은 국가에 하여 법 으로 

일정한 부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법 으로 개인들에 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에서 일종의 계약과 유사한 계가 형성

된다. 한 오류우는 국가가 모든 역무의 결여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이 실제 으로 려야만 하는 역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에 하여만 책임을 인정한다는 에서도 계약  성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뒤에서 볼 역무행 나 역무과실

념에 한 생각의 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Ⅲ.개요서 제2 의 국가배상책임에 한 내용 

1.행정  보장으로서의 국가배상

개요서 제2 에서 국가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 10여 쪽에 불과

19)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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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으나, 이후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에 한 

이론 개의 기 가 되는 내용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특기할 만한 은 오류우가 개요서 제2 에서 국가배상책임을 ≪

공법상 보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다. 오류우는 

시민들이 행정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받기 한 수단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① 행정행  자체에 한 소송, ② 공무원을 

상 로 한 소송, ③ 국가법인 는 다른 행정주체들에 하여 직  책임

을 묻는 소송이 그것이다. 

그  행정행  자체에 한 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행정행 의 

취소 는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행정주체에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오류우는 법한 행정행 로 인하여 

래된 손해가 당해 행 의 취소에 의해서만은 회복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는 기정사실이며, 취소소송은 단지 허구 인 만족

만을 주게 된다고 강조한다. 

오류우는 공권력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해서 행사되는 경우 특정 개

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 을 때 그 피해를 그 개인에게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 고,20) 법한 행정행 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 행 를 범한 공무원을 상 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그 기 때문에 정부는 ‘홧김에’(ab irato) 발

생한 소송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하여 어떠한 비를 항상 하

고 있는데, 그러한 비를 ‘행정  보장(garantie administrative)’라고 지칭

한다.21) 이와 같은 보장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이 과실에 하여만 책임

을 지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의 공무원을 보호하게 된다. 여기서 보호받

게 되는 ‘공무원’(l'agent du gouvernement)은 그 범 나 권한의 크기를 불

문하고 공권력22)의 일부를 임받은 모든 사람을 포 하는데, 주로 국가

2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94면.
21) Maurice Hauriou, 앞의 책, 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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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정기구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고, 선출직 의

회 구성원들은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에 한 소송, 즉 공무원을 상 로 한 민사소송으로서 손

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은 일반법원에 제기될 수 있지만,23) 도지사

(Préfet)24)에 의하여 단되고, 과실의 유무에 하여 할재 소(管轄

裁判所, tribunal des conflits)25)에서 심사하게 된다. 

2.국가의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당시 할재 소는 공무원에 의하여 심각한 범법행 가 발생한 경우 

그 행 는 더 이상 행정행 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행 가 되는 것이

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오류우 역시  논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26) 그는 공무원이 직무 

22) 입법권이나 사법권과 구별되는 집행권력을 이행하는 공권력을 말한다. 
23) 랑스에서 공무원에 한 소송 내지 소추가 항상 보장되었던 것은 아니다. 공화력 8

년 헌법(Constitution de l' an VIII, 1799년 12월 13일자 랑스 헌법) 제75조에서는 ‘헌

법 보장’(garantie constitutionnelle)이라는 표제 하에 장 을 제외한 정부의 공무원들

에 하여는 꽁세이유ㆍ데따의 결정에 의해서만 임무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꽁세이유ㆍ데따는 외 으로만 이를 허가하 다. 그러나 1870년

9월 19일자 칙령으로 제75조가 폐기됨으로써 이제는 제약 없이 공무원들에 한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Maurice Hauriou, 앞의 책, 92면 참조.
24)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행정기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 행 에 해 일종의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어떤 소송이 행정재 소 할에 속한다고 단하면 일

반재 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반재 소가 할 없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

할분쟁 명령’(l’arrêté de conflit)을 할 수 있다. 할분쟁 명령이 있으면 일반재 소는

할재 소의 결이 있을 때까지 소송을 단하여야 한다. 할재 소는 할분쟁

명령을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결을 하게 된다. 블랑꼬 결에서는 도지사가 국가에

한 청구부분에 하여만 할분쟁 명령을 하 다. 훈, 랑스 행정법에서의 공역

무의 개념, 경희법학 제39권 제1호 (2004. 6.), 274면;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

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

울 학교 박사학 논문, 18면 참조. 
25) 랑스의 ‘행정기 과 사법기 의 분리원칙’으로 인하여 행정법원과 사법법원 간에

제기되는 할분쟁을 심사하기 한 특별법원이다.
26) 이 부분은 공무원의 개인과실을 과실과 동일시하고, 역무과실을 경과실과 동일시

하 던 이론의 조(前兆)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류우의 이와 같은 이

론은 그 뒤 폐기되었다. 이에 하여는 제4장, 4.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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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에 매우 한 과실을 지른 경우에는 그 행 는 행정행 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행 이므로 그를 국가의 진정한 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를 입은 국민은 민사소송으로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경미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는 공무원이 아닌 국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오류우는 이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한 보장 수단이라는 

에서 설명하면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범 에서는 실수에 한 용인(la 

tolérance d'erreur)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류우는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되는 과실의 로, 편지를 잘못 배달

한 우체부, 보를 잘못 달한 신기사, 차를 소홀히 해서 추첨을 무

효화시킨 군수, 부주의로 붕괴된 다리를 건설한 기술자 등을 들고 있

다.27) 그리고 국가는 경과실에 하여 책임을 지고, 과실에 하여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항상 책임을 물을 상

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서, 양 책임의 병존은 부정

하고 있다.28)

Ⅳ.소결 

1873년 할재 소가 블랑꼬 결을 통하여 국가배상책임에 하여 사

인 간의 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아닌 공법상의 고유한 규율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우는 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에 그칠 뿐, 그 

공법  독자성에 한 규명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이 사용자책임과 그 구조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

논의 부분 참조. 
27)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91면 참조.
28) Maurice Hauriou, 앞의 책, 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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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논리를 철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사용자책

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 에 한 책임으로서 책임(간 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오류우는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국가

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 는데 그와 같은 책임을 책

임으로 이해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오류우가 ≪공법상 보장≫

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논하면서, 가벼운 과실을 지른 

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을 언 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가 자신의 과실에 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과실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하 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나아가 

국가배상에 한 논의의 심을 '공무원의 면책'으로 악함으로써 공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더 을 두었다고 평가된다.

사실 오류우가 1892년 발간한 개요서 제1   1893년 발간한 개요서 

제2 은 아직 사상의 독창성이 형성되기 이 의 서로 분류할 수 있

다.29) 그는 1882년 교수자격시험에서 국 수석을 차지하 지만, 1888년 

행정법 교수직을 맡기 이 까지 그는 행정법이 아닌 법제사와 로마법의 

문가 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오류우가 국가배상이라는 주제에 

하여도 특별히 깊은 사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는 개요서 제2

 780쪽  약 10여 쪽만을 국가배상에 할애하고 있을 뿐이라는 에서

도 드러난다. 그러나 개요서의 을 거듭하여 가면서 오류우의 사상은 

 더 성숙하여 갔고, 국가배상책임에 한 구성에 한 이론도 이후 

크게 변화하게 된다. 

29)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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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험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 (제2단계)

Ⅰ.개설

오류우는 1892년 발간한 개요서 제2 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랑스 민

법 제1384조에서 정한 ‘타인의 행 에 한 책임’에 기 하여 설명하

고, 1893년에 발간한 개요서 제2 에서도 요한 변경은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오류우는 꽁세이유ㆍ데따30)의 례의 변화 흐름에 착안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민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기 시작하 으며, 

국가배상에서의 과실, 즉 역무과실을 민법의 과실 개념과는 구별되는 독

자 인 것으로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1897년 쓴 깜므(Cames) 결에 한 평석에서 시

작되었다.  평석과 함께 1897년에 발간된 개요서 제3 에서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을 민법상의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에 근 한 험책

임으로 보면서 당 의 보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1899년 

이후에는 자신의 ‘ 리행정’(la gestion administrative)에 한 연구의 향

을 크게 받아 1901년에 발간된 개요서 제4 에서는 역무행  개념에 따

른 책임이론을 개하 다. 제2단계에 이르러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에 

하여 어떤 실정법에도 의존하지 않은 지 인 근에 의거하여 보다 더 

공법 인 책임이론을 제안하 다.31) 이하에서는 와 같이 오류우의 생

30) 일반 할권을 가진 유일한 랑스의 행정재 기 이다. 편제상 首相이 院長을 겸

함으로써 행정부에 속하고, 조직의 상당 부분이 정책자문과 법령제정 등 최고행정기

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 ‘訴訟部’(la section du contentieux)는 법 과

동일한 ― 오히려 실제 으로는 일반법원의 법 보다 우월한 ― 권 와 독립성을 갖

고 범 한 재 권을 행사하고 있다. 랑스 행정의 앙집권 성격을 반 하고 있

으며, 국참사원(國參事院)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박정훈, 독일행정법과 비교하여 본

랑스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연구 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463면; 박정

훈, 인간의 보편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행정법연구 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107-109면 참조. 
31)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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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먼  추 하여 보고, 제2단계로 명명

한 1897년부터 1905년 이 까지 오류가 례 평석  개요서 제3 과 제

4 에서 설명한 국가배상책임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Ⅱ.시  배경 

19세기에 랑스는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 하 고, 참정권이 

국민 일반에게 확 된 시기 다. 그리고 연 의식에 기 한 사회보장제

도의 맹아가 나타났는데, 랑스 명 이 까지 가족 내 혹은 직업  길

드 내로 국한되었던 연 의식은 1789년 랑스 명과 인권선언 이후 새

로운 부조(l'assistance)의 개념으로 체되었다. 1791년에 폐지된 구체제의 

길드들을 계승한 상호공제조합(les sociétés de secours mutuels)이 1835년

에 법 으로 승인을 받았고, 1898년에는 상호공제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이 가능하게 되었다.32)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기계가 출 하 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33) 당시 랑스 민법상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에 기 하고 있었고, 19세기 반까

지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의 도의  귀책성을 불가결의 조건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한 근로자의 보호가 사회  문제로 

두하 다. 민법학계에서는 근로자가 근로 에 입은 손해에 하여 사용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한 시도가 있었고,34) 민사 례는 1896년 인

1966, 149면. 
32) 김은경, 랑스의 복지재원 조달시스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정책연구 2013-70), 

2013, 9면 참조.  
33) 남효순, 랑스 민법 의 과거, 재와 미래 - 랑스 민법 제정 200주년을 맞이하여

-, 서울 학교 법학 제47권 제2호, 51-95면 (56면). 
34) 안 의무(l'obligation de sécurité) 반으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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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민법 제1384조 제1항

이 동물과 건물뿐만 아니라 리 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라고 시하기에 이르 다.35) 이와 같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무렵에는 단체재해책임보험도 

출 하 다.36) 

근로자에 한 사회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  분 기 속에서 1898년 

4월 9일에는 랑스 최 의 산업재해입법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책임에 

한 법률｣(Loi du 9 avril 1898 concernant les responsabilité dans les 

accidents du travaiil)이 제정되었다.  법률은 직업 험의 원칙에 서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자동 으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과실에 

한 입증 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에 한 보편 인 보호 혜택을 

제공하 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고용주(사용자)가 직  부담하거나 고용주

들의 상호공제 고에 의해 보상된다. 그리고 이에 한 교환조건으로서 

고용주 개인의 불법행 책임을 부정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한 사

용자책임 배상의 범 를 일정률로 제한하 다. 보상과 련하여서 ① 근

로자가 ‘고의  과실’(la faute intentionnelle)37)로 인하여 사고를 래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과

도와 건물의 붕괴로 인한 손해에 한 민법 제1386조를 확 해석 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으나 일반 으로 수용되지 못하 다고 한다. 남효순, 앞의 56-57면 참조. 
35) Cass. Civ., 16 juin 1896. 한편, 랑스의 례는 사용자책임의 근거를 과실추정((la 

présomption réfragable de la faute)에서 찾았으나 과실 부존재의 입증에 의여서도 면책

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험책임론을 확립하 다. 오늘날 랑스 민법상 사

용자책임은 사용자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한다는 에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 ㆍ비교법 근-,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419-481면 (444

면) 참조.
36) 주 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한 비교법 연구,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1987, 77면 참조.  
37) 여기서 ‘고의 과실‘은 우리나라에 있어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랑스 행정법에

서는 고의ㆍ과실의 이분법을 취하지 않고, 고의를 과실의 구체 인 형태 하나로

악하고 있다. 김동희, 한국과 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173-204면 (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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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la faute inexcusable)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동시에 ③ 사용자 측에 재해 발생에 하여 용서할 수 없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상률의 할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다.38) 

 1898년 4월 9일자 법률은 ‘직업  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종래

의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책임구조를 환하고, 산업재해

에 한 사회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랑스의 유명한 법사학자인 

랑수와 에왈드(F. Ewald)는 이를 당시 ‘ 랑스 사회에 보여진 연 주의 

발 에 한 요한 증거’로 평가하 다. 즉, 공업화ㆍ기계화의 발 으로 

산재발생의 책임규명이 불가능한 가운데 산재가 이제 더 이상 ‘개인 ’ 

험이 아닌 ‘사회 ’ 험이라는 인식이 사회 반에 퍼져나갔으며 이

러한 ‘사회 ’ 험의 발생에 해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사

회가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법률의 제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39)

와 같은 시기에 등장한 례가 바로 깜므(Cames) 결40)이다. 오류

우는  례에서 착안하여 처음으로 험이론을 주장하면서, 험책임

이 공행정의 운 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가책임

의 기 인 것으로 악하 다.41) 이때 국가책임의 이론  토 가 ‘상호

보험’(mutual insurance)이라는 에서 보험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01년 발간된 개요서 제4 에서 오류우는 기존의 보험

이론에서 벗어나 리행정  역무행  개념에 입각하여 험이론을 유

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미묘하게 변경한다.42) 자, 즉 깜므 결에 한 

평석에서 오류가 주장한 내용을 ‘보험이론에 입각한 험이론’이라 하고, 

38) 최 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조각사유로서의 고의ㆍ인식ㆍ무모의 의미, 고시계

제39권 제8호, 1994, 133-143면 (141면) 참조.  
39) 심창학, 랑스 산재보험제도연구, 정책자료 2003-10b, 한국노동연구원, 2003, 19-20면

참조. 
40) CE 21 juin 1895, Cames, S. 1877, 3, 33, conclusions J. Romieu, note M. Hauriou.
41) 이 윤, 랑스 공법학과 모리스 오류우,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행정 례연구 제11

집 특별호), 2007, 83-117면 (92-93면) 참조.
42)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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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즉 개요서 제4 에서 설명하고 있는 험이론을 ‘ 리행정  역

무행 에 입각한 험이론’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험이론은 국가책임의 발생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민법상 과실이론에 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에서 

공통 이다. 

Ⅲ.보험이론에 입각한 험책임이론

1.Cames(깜므) 결

보험이론에 입각한 험책임 이론을 처음으로 개한 깜므 결에 

한 오류우의 평석을 고찰하기에 앞서 사안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기

로 한다.43) 국  병기공장의 단철공인 Cames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

 철편에 맞아 왼팔이 불구가 되었는데, 꽁세이유ㆍ데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먼  근로자(Cames)에게는 어떠

한 잘못이나 부주의, 규정 반이 없었다고 보았다. 한 공장의 작업조

건과 련하여서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Cames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력 해머로 철뭉치를 단조하는 것으로서 철강산업에 있어서 일

반 인 업무에 해당하 고, 단조 부품의 크기, 동력 해머의 무게도 통상

인 것이었으며, 다른 근로자의 수도 매우 충분하 고, 그 밖에 어떤 업

무상 특별한 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꽁세이유ㆍ데따는 

근로자 자신은 물론 공장의 작업조건에도 과실이 없었다고 단하면서

도, 그 작업 내용이 특별히 험한 것이었고, 그 결과 발생한 손해가 특

별히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선언하 던 

43) 이하 례 내용은 김동희, 한국과 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

학 제26권 제1호, 1985, 173-204 (192면)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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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상호보험(l'assurancemutuelle)에 의한 험책임의 구성 

1897년 Sirey에 수록된 깜므 결에 한 오류우의 평석44)은 “우리는 

꽁세이유ㆍ데따가 이 결을 통하여 '직업 험 이론'(la théorie du risque 

professionnel)을 인정하고, 지난 15년 동안 입법자가 들어가기를 주 하

던 길에 과감히 진입하 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오류우는 서두에서 

정부 원인 Romieu의 표 을 인용하면서 Cames가 당한 사고는 근로자와 

국가 모두에게 과실이 없이 발생한 익명의(anonyme) 사고로서, 산업 험

(le risque industriel)의 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꽁

세이유ㆍ데따의 결이 산업 이면서 동시에 행정 인 사고가 발생한 특

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행정의 기능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한 국가책

임의 기 가 되는 '행정 험의 일반이론'(la théorie générale du risque 

administratif)의 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 다. 

오류우는 법과 례가 공행정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한 침

해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를 상 로 직 인 

보상을 소구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소송의 기

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독창 인 이론 도출이 가능하다

고 한다. 즉, 행정  사고의 험에 비하여 시민들 사이에 상호보험

(l'assurance mutuelle)이 체결되고, 국가는 법인의 자격으로 이를 리한

다. 상호보험의 개념은 이론 으로 법과 공공부담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에서 유래한다. 상호보험의 보험 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 에 포함된 

보험료로 충당되는 일종의 '상호신용 고'(la caisse mutuelle associée)에 의

하여 지불되는데, 이는 공  부담 는 행정행 가 불평등하게 부과되는 

44)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627-6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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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부담 앞에서의 평등원칙이 간 인 방

식으로 추구되는 것이다.

오류우는 험이론은 국가에 한 모든 경우의 책임소송을 행정법원에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 다. 한 험

이론이 공행정 기능에 따르는 모든 손해에 있어서 국가 책임의 기 가 

된다고 하 다. 책임의 기 를 이루는 상호보험의 기반이 사 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고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법과 공법의 간 유형인 

사회법에 련된 개념이다.45) 한편 오류우는 모든 행정  사고에 해서 

국가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일정한 제한의 필요

성을 인정하 다. 

여기에서 간  이론으로서 오류우의 견해의 독특함이 드러나는데, 

간 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  의미를 갖는다.46) 

- 원리에 있어서, 상호보험은 사회법  개념이다. 더 이상 사법  개념

도 아니고, 공법  개념도 아니다;

- 결과에 있어서, 보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재정  이유로 

인하여 보상을 제한해야만 한다.

3.책임의 요건  입증 

행정사고에 해서 보험을 용하기 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특

별한 손해'(le préjudice spécial)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그 개인이 

행정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단지 모두에게 평등한 무게와 비

용의 공행정으로 인한 통상 인 손해만을 감수하면 되었을 것이다. 의 

특별한 손해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에서 성립된다. 

- 공무원의 잘못 는 실수 

45)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149면 참조.
46) Lucien Sfez, 앞의 책,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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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로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행정활동 

오류우는 첫 번째 가정에 하여는 더 발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아 

두 번째 가정에 하여서만 고찰하 는데,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

활동의 표 인 는 공공토목공사(les travaux publics)으로서, 공공구조

물 주변 부동산에 하여 수용이나 임시 인 유, 는 구 인 손해

를 야기한다고 하 다. 한 공사장의 인부나 불특정 개인에 한 인

사고 역시 소수의 개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 활동의 최종

인 결과가 다수의 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로써 시민들 사이의 평

등이 깨어지게 된다. 오류우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그 자체로 사고라

고 보았다. 공공구조물이 다른 부동산이 아닌 바로 그 해당 부동산 주변

에 건설되는 것이 바로 사고라는 것이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행정  

과실이나 오류가 개재되더라도 이러한 과실이나 오류가 보상 의무의 원

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사고에 한 상호보험에 그 원인이 존재하

는 것이다.47)

특별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를 상 로 그 피

해의 배상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의 ‘특별함’은 활동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단지 ‘손해’ 자체만을 입증하면 되고,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컨 , 공공구조물의 건설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구조물을 계획한 엔지니어 는 공사장 책임

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 깜므 결에 하여 오류우는 국가의 무기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은 근로자에게 산업 장에서 발생하는 통상 인 험 이외의 

특별한 험을 래하는 특별한 행정활동에 해당하고, 그 활동 에 발

생한 사고는 공무원의 잘못에 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보상의 권리가 주어지는 사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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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리행정  역무행 에 입각한 험이론

1.오류우의 리행정 이론

개요서 제3 까지 오류우는 상호보험계약이라는 의제  념을 기 로 

국가배상책임을 설명하 으나, 국가배상책임의 구성에 한 구체 인 설

명은 다소 부족하 다. 험책임에 한 이론이 보다 더 체계화된 것은 

1901년 이후인데, 여기서는 1904년에 출간된 개요서 제4 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이를 본격 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오류우의 생각 변화에 향을 

미친 리행정 이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의 원

칙은 리행정 이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8) 오류우는 공권력 학

로 알려져 있어 공역무 이론에 인 사람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그

는 공역무 개념 역시 인정하 을 뿐만 아니라,49) 개요서 제3 에서도 이

미 "공역무는 행정청 자체의 존재 이유기 때문에 행정과 행정법의 모든 

심"50)이라고 하 고, ' 리행정'의 문제는 오류우의 요 심사  하

나 다. 

19세기 후반의 주요 학설들은 권력행 (l'actes d'autorité)와 리행

(l'actes de gestion)를 구별하 는데, 당 의 공법학자 던 라페리에르

(Laferrière)는 1896년 출간한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제2 에서 권력행 만이 행정소송의 상이 되고, 

리행 는 행정소송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51) 오류

4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0면.
49) 이 윤, 랑스 공법학과 모리스 오류우, 공법학의 형성과 개척자(행정 례연구 제11

집 특별호), 2007, 83-117면 (92면) 참조; 독일 공법학자들도 민사 계의 핵심은 재산

에 기 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공공 계는 재산 계로부터 떠나 자유로운 인간에 한

지배권에 기 하고 있다고 하여 공법의 특성을 지배권에 두고 있지만, 오류우의 이론

이 독일 공법학자들과 다른 은 공역무 개념도 함께 인정한다는 이다. 이 윤, 앞

의 , 88면. 
5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3e éd, 1897,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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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19세기 말까지 이러한 이해에 동조하여 행정소송의 상은 그 성격

상 권력행 라고 하 다. 그러나 1899년에  행정 리, 행정법의 이론  

고찰 (La gestion administrative : étude théorique de droit administratif)을 

출간하면서 그의 생각을 완 히 바꾸었다.52)

오류우에 의하면, 권력행 는 행정기 이 공권력의 리자인 것으로 

보이는 행 로서 진정한 명령  성격을 갖는 행 인 반면, 리행 는 

행정기 이 권력, 즉 명령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리행 는 행정기 이 공역무의 리인이나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행 이

다. 공권력은 오로지 일방 이고 강압 인 형태 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리행 에서도 공권력은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

는데, 이는 공역무의 실제  수행에 있어서 사인들에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 다. 그리하여 우편, 신, 철도 등

의 기술  서비스나 사회보장 부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역무가 행정

 특성을 지니게 된다. 공역무를 수행하는 행 의 집합과도 같은 ‘공  

리행 ’(la gestion publique)53)는 논리 으로 완 심 소송의 상이 되

어야 하며, 이는 본질 으로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꽁세이유ㆍ데따

는 1903년 떼리에(Terrier) 결54)에서 역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계약55)에 한 소송은 자신의 할임을 선포하 는데, 이는 오류

51) 이하의 내용은 Paul Couzinet, La theórie de la Gestion Publique dans l'œuvre du Doyen 

Maurice Hauriou, 1969 157-178면 (La Penseé du doyen Maurice Hauriou et son 

influence)을 주로 참조하 다. 
52) François Burdeau, Histoire du droit administratif, 1995, 337면. (TitreⅡ ChapitreⅢ, 

Doctrine: le temps des cathe édrales) 
53) 오류우는 리행 가 공권력의 존재와 함께 이루어질 때 행정소송의 상이 되는 공

리행 가 되고,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사 리행 의

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54) CE. 6. février 1903, Terrier, 원고인 뱀 사냥꾼 떼리에(Terrier)가 지방자치단체

(département)와 뱀사냥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

로, 여기서 꽁세이유ㆍ데따는 자신의 할을 인정하 다. 
55) 참고로 랑스에서 행정계약이라는 법제도는 고유한 공법 제도로서 오랜 통을

갖고 있는데, 주로 공 과제의 수행에 (가장 넓은 의미에서) 私人을 끌어들이는 기

능에 이 맞추어져 있고, 행정계약의 법 효과는 형 으로 고권 성격을 가진

다. 박정훈, 독일행정법과 비교하여 본 랑스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연구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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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이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오류우의 새로운 이론은 2년 뒤인 1901년에 출 된 개요서 제4

에도 큰 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오류우는 기존의 보험이론과 다르

게 리행정  역무행  개념에 기 를 두고 국가배상책임에 하여 설

명한다. 그에 따르면 행정기업(l'entreprise administrative)의 주인으로 간주

되는 국가가 공역무 집행  발생한 사고에 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국가배상책임이다. 

2.역무행 의 개념

오류우는 제2단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역무행 ’(le fait de service)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제3단계에서 말하는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을 험책임이론에 입각하여 표 한 것으로 생각된다.56) 그리하여 

개요서 제4 에서 국가배상책임에 한 부분은 주로 ‘역무행  이론’(la 

théorie du fait de service)이라는 표제 아래에서 논의된다. 

오류우의 정의에 따르면, 역무행 (le fait de service)란, 공역무 집행  

발생한 사고로서 행정의 책임을 야기하는 것이다.57) 이는 원칙 으로는 

공무원의 행 이지만, ‘개인  행 ’ 는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야기하는 

‘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역무행 는 행정행 와 분리될 수 없는 

행 이면서, 행정기구의 운 에 따르는 사고이므로, 민사  과실을 구성

하는 것이 아니다.58) 

역무행 로 인한 국가의 책임은 공권력 활동으로 간주되는 직무집행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민사 역이거나 는 민사 역으로 간주되는 행

에 하여는 과실 이론이 용된다. 한편, 순수한 법 용을 하여 권력

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483-485면 참조. 
56) 험책임이론은 역무과실책임이론과 달리 국가의 책임을 설명함에 있어서 과실(la 

faute) 개념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57)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58면. 
58) Maurice Hauriou, 앞의 책,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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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행된 공권력 행 59)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 , 역무행 에 한 책임은 리행정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원

칙 으로 모든 리의 상황, 다시 말해 공역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모

든 경우에 한 행정의 책임으로서 보상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보상의

무는 행정의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실화된다.60)

3. 동기업으로서의 공역무

오류우는 리행정이 시민과 력 계61)에 들어가고, 행정과 력자(시

민)와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 한 무  의무 계가 성립된다고 보았

다. 즉, 정부는 정상 인 직무를 보장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권리가 있는 반면, 직무의 이행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62) 오류우는 개요서 제4 에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직무의 법성과 올바른 운용은 지속 인 선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공권력이 정상 으로 직무를 기획할 때 시민들의 조를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직무의 올바른 운용을 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기 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자의 자격으로

서 그들이 받은 피해에 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63) 

59) 오류우는 그 로서, 법원이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즉

결 선고는 사법부의 직무에 해당하는데, 직무의 이행 즉, 심리과정에서 실수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60)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327면.
61) 공 과제의 극 수행을 심으로 하는 리행정에 있어서 행정은 시민을 일방

으로 규율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과의 력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주체가 된다. 

오류우가 이 시기에 이미 행정주체와 시민의 계를 력 계로 악하 다는 것

은 놀랍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1990년 부터 행정법에 있어 ‘ 력’와 념이 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하여는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 력’ 

―독일에서의 이론 논의를 심으로―, [행정법연구 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244면 참조. 
62)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314면 참조.
6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0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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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우는 공역무의 이행은 어떤 방식이든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

종의 동  성격을 갖는 기업이라고 보았고, 국가를 그 기업의 사주(社

主)로 이해했다. 이는 1898년 ｢노동재해에 한 법률｣에 의해서 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사업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주는 공동의 업무, 

즉 으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부분 으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의 리인(지배인)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모든 력자에 한 계에

서 기능의 법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리행정에 있어서 국가는 정

상 인 직무를 보장하기 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지만 반 로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에서 보면 그들은 국가에 하여 직무의 올바른 운용을 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기 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력자의 자격으로

서 자신이 받은 손해에 한 배상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리의 방식이 아닌 권력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의 경우 국

가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류우는 역무의 집행을 동반하지 

않는 권력행 는 드물다고 하면서, 권력행 에 한 공권력의 무책임성

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 다. 특히 경찰 분야에 있어서는 리의 

방식과 권력  방식의 병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64) 컨 , 불법

이거나 경솔한 경찰 규정, 는 반 로 있어야만 하는 규정의 결여에 

하여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경찰규정의 유무는 공권력

이 권력  방식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과 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

서유지 의무의 이행과 련된 경찰조치는 리행 에 해당하며 그것이 

합당한 권력행사를 벗어난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리가 경찰에 교묘하게 스며든다”). 오류우는 “국가는 경찰조치에 하여 

책임이 없거나, 국가는 공권력으로서 책임이 없다.”라는 표 은 자제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65) 

조.
64)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3-264면

참조.
65) 그리하여 오류우는 경찰조치에 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꽁세이유ㆍ데따의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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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우는 ‘상명하복  공무원 계’(le fonctionnement hiérarchie)에 

있어서도 리의 방식과 권력  방식의 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다. 컨 , 상 의 행 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

원은 역무의 이행에 있어서 항구 인 행정의 력자에 해당하므로 리

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여  연  수 권, 공무

원의 개인  입지를 정하기 해서 조직된 인사 련 규정 등을 토 로 

그에 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

다고 하 다.66)

4.과실이론과의 비교

오류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의 책임에 한 이론은 ① 국가

가 리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하여 탁자로서 책임을 진다

는 고  과실이론과 ② 국가를 행정기업의 책임자로서 간주하여 기업

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새로운 이론의 두 가

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이론은 민사소송 할, 그리고 공

무원의 책임과 국가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에 새로운 이론은 행정소송 할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경합하지 않는다. 

오류우는  두 이론  꽁세이유ㆍ데따가 명백히 후자를 채택하 다

고 하면서, 과실이론은 민사법정에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직

에 지나치게 의지하 다고 비 하면서 개요서 제4 에서 다음과 같이 

언 한다. 

과실이론은 기업의 모든 부분에 한 家長權(le pater familias)의 

뢰 결을 강하게 비 하 는데, 이에 하여는 제4장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66)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4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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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통한 개인  감독의 추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결코 어떤 개

인의 것이 될 수 없는 규모 집단기업일수록 과실이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 략)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고, 사실상 어

느 구도 책임이 없으며, 사고의 유일한 원인인 기업은 그것을 감

내해야만 한다. 공역무의 수행은 기업 에서도 가장 범 하고, 

동시에 익명성이 가장 강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도권

이나 책임은 쉽게 사라진다. 결국 사고에 한 책임 규정을 용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67) 

5.역무행 와 개인행 의 구별 

오류우는 험책임이론을 취하면서도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의한 개인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 다. 행정  행 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행

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하여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공역무 이행  손해를 야기한 행 가 역무행 인 경우

에는 국가의 책임이 성립하고, 개인  행 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성립되며, 양 책임은 경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개인

 행 는 ― 과실이론에 한 유일한 양보로서 ― 사기에 가까운 과

실을 말한다. 따라서 역무행 (le fait de service)에 수반되는 소홀함 는 

가벼운 과실에 하여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행정

기업)가 책임을 진다. 

한 오류우는 개요서 제4 에서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성립하는 ‘개인

 행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에 하여 ‘가장 명하지 않은 사람’ 는 ‘가장 불성실한 사람’도 범

하지 않을 과실을 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할 뿐이다. 즉, 공무원 개인에 

하여 모범 인 공무원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범한 

인간으로서 임무의 통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 말 것만을 요구하며, 라

67)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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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에르가 언 한 것처럼 “공무원에게 정열과 결 을 갖고 있는 인간으

로 보이지 말 것을 요구한다.”68) 

오류우는 이와 같이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에 한 라페리에르의 구별기

을 체로 수 하면서, 역무행 와 구별되는 개인  행 의 특성으로

서, 당해 공무원의 행 가 행정의 통에서 벗어나 있고, 행정행 로부터 

분리가능한 경우일 것을 제시한다.69) 거꾸로 말해, 공무원의 직무 이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직무의 형편없는 운용의 

최  한계’ 내에 있고, 행정행  자체에 내포되어 있어 그와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만이 책임을 진다. 

한편, 오류우는 개인행 를 권한남용(l'excès de pouvoir)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권한남용은 행정행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행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불법행  는 권한남용을 질 다는 사실

만으로 언제나 공무원에게 개인 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으로 개인행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70)

Ⅴ.소결 

오류우는 험이론을 구상하면서 노동 계 는 사회보험법 계를 국

가배상책임에 일정 부분 투 하면서, 산업 험을 행정 험의 특별한 경

우로 간주하 다. 오류우는 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구조를 상호보험으

로 이해하고자 하 는데, 이는 사회보험에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장래

의 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하여 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지불

하고 험이 실화 되었을 때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 여를 받게 되는 

6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4e éd, 1904, 269면 참

조.
69) Maurice Hauriou, 앞의 책, 269-270면 참조.
70) Maurice Hauriou, 앞의 책, 2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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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새롭고 독특한 이론인데, 산업

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와 상호보험 개념의 발달 등 그 당시의 시  

배경과 함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류우는 1989년 4월 9일 법률

에서 상당히 많은 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 사용자의 

배상액을 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이론을 통하여 배상액이 지

나치게 확 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 다. 다만 책임의 범 를 제한하는 

부분에 하여 세 한 이론 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오류우는 리행  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는 보험이론에 의존하

지 않고, 리행정과 역무행  개념 등에 기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설명

하 다. 보험이론에 입각하 던 험이론은 직 인 념에 기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체계 인 설명이 부족하 으나 개요서 제4 에서 개

된 험이론은 이 보다 더 정교하고 상세해졌으며, 보다 더 공법 인 

책임이론으로 근 하고 있다. 

먼  오류우는 ≪공법상 보장≫이라는 표제 하에서 국가배상책임을 간

략하게 논하 던 개요서 제1, 2 과는 달리 개요서 제4 에서는 ≪역무

행  이론≫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오류우는 공권력이 리의 방

식으로 행정법을 집행할 때 행정공무원들의 주  책임에 가담하게 된

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이 민사규범인 과실이론이 아니라 역무행 라

는 형태로 성립하게 된다고 강조하 다. 이 까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

함에 있어서 상호보험 계의 성립을 간주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세 ) 납

부와 국가의 책임을 상호 인 계로 악하 으나, 개요서 제4 에 이

르러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리를 리행 에 있어서의 국가와 국민의 

력  계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무의 상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직무 운용의 법성을 보장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권

리가 있고, 국민은 이에 하여 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보

면, 국민은 국가에 하여 직무가 올바르게 운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에 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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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우는 기본 으로 공행정이 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를 

제로 하여 국가의 책임문제를 논하고 있으나, 권력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언제나 국가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을 경계하 다. 그리하여 

리의 방식과 권력  방식의 병치를 인정하면서 경찰 역이나 상명하복

 공무원 계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

았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후 제3단계에 이르러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오류우가 험이론을 취하게 된 결정 인 이유는 국가배상소송이 행정

소송의 할권이며, 민법과는 구별되는 공법상의 독자  책임원리임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리행 가 행정소송의 상이 

아니라고 본 라페리에르에 립하여 리행정 이론을 개하 던 것과 

연결된다. 다만, 험이론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도 역무과실을 경과실

로, 그리고 공무원의 과실을 과실과 동일시하던 기존의 태도는 유지하

고, 사기에 가까운 과실을 질 을 경우 공무원의 개인행 가 된다

고 보았다. 오류우는 이를 과실이론에 한 유일한 양보라고 보았다. 

이처럼 오류우는 제2단계에 이르러 국가배상책임의 공법  성격을 강

조하며 이를 험책임으로 구성하 다. 그러나 그로부터 단 1년만에  

한번 격한 이론의 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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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역무과실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 (제3단계)

Ⅰ.개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은 1905년에 발표한 마조 

그 꼬(Tomaso Greco) 결에 한 평석에서  다시 근본 인 변화를 

나타냈다. 오류우는 꽁세이유ㆍ데따가 과실 개념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민사 할을 지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 던 

험이론의 효용성을 되묻고, 험이론과 비교할 때 과실이론이 더 우월하

다는 것을 논증한다. 다만, 이때의 과실은 ‘역무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71)로서 민법상의 과실과는 다른 공법  특색을 가지며, 오늘날까

지 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본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와 같이 태도가 격히 환된 이후 처음으로 출간된 

개요서 제6   가장 마지막 이라 할 수 있는 제12 72)에서 정리된 

역무과실에 한 오류우의 이론을 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  

71) 꽁세이유ㆍ데따는 1904년 니바지오니(Nivaggioni) 결에서 최 로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이라는 표 을 사용하 고, 1905년 마조 그 꼬(Tomaso Greco) 결과 옥

세르(Auxerre) 결에서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그 후 랑스에서는 ‘역무의 과실’이라는 표 이 진 으로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이라는 표 으로 체된 것으로 보인다.

오류우는 제3단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주로 ‘역무의 과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례 평석에서는 ‘역무과실’이라고도 하고 있다. 두 용어의

의미를 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역무의 과실이든 역무과실이든 그 책임의

성격이 본질 으로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

하지 아니하고 원칙 으로 모두 ‘역무과실’ 는 ‘역무과실책임’이라고 쓰되, ‘역무의

과실’이라는 표 을 사용한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나 오류우의 을 인용하는 경우

에는 ‘역무의 과실’이라고 표기하고, 원어를 병기함에 있어서도 원문에서 사용한 표

을 그 로 쓰기로 한다. ‘역무과실’과 ‘역무의 과실’의 구별 등에 하여는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면을 참조하 다.
72) 개요서 제12 은 그의 아들인 리 학 교수 앙드 오류우가 모리스 오류우의

에 약간 가필하여 편집한 것으로, 지 까지 한국에서 오류우의 인용에 자주 사용되

었다. 김충희, 모리스 오류우의 제도이론,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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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 그 꼬 결에 한 평석에서 오류우가 설명하고 있는 꽁세이유ㆍ

데따 례의 변화, 역무과실책임의 의미  과실이론의 험이론에 한 

우월성을 통하여 오류우가 과실이론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고

찰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개요서 제6 과 제12 에서 정리된 역무

과실책임에 입각한 국가배상책임의 구성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 내용이 방 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사용자책임과의 비

교, 책임의 유형, 역무과실책임의 특징, 국가의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

임의 구별  경합, 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의 순서로 항목을 나 어 

보기로 한다.

Ⅱ.과실개념으로의 회귀 

1. 례의 변화

오류우의 생각에 변화를 이끌어 낸 마조 그 꼬 결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73) 튀니지의 알 바하르(Souk-el-Arbas)에서 난폭한 황소가 도주하

자 군 들이 이를 뒤쫓았고, 헌병이 황소를 향하여 총을 쏘았다. 그 꼬

(Greco)는 당시 집 내부에 있다가 헌병이 쏜 총알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 다. 꽁세이유ㆍ데따는 그 꼬에게 상

처를 입힌 총알이 헌병에 의하여 발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

족하고,  사고가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에 기인한 것

으로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시74)하면서 

73) 이 부분의 내용은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0면)을 참조하 다. 
74) 례에서 사용된 표 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sidérant qu’il ne résulte pas de 

l’instruction que l’accident dont le requérant a été victime puisse être attribué à une faute 

du service public, dont l’Administration serait respon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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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그 꼬의 청구를 기각하 다. 

한편, 옥제르(Auxerre) 결은 훈련  총알에 맞아 사망한 군인의 아

버지가 아들의 사망에 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청구한 사안으로, 꽁세

이유ㆍ데따는 이 사건에서는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상을 인정하 다.75)

이 결들은 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까지 꽁세이유ㆍ데따는 1899

년 1월 13일 르 뢰(Lepreux) 결76) 등에서 원칙 으로 공권력으로서 

국가는 특히 경찰의 조치에 하여 공무원의 과실에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공권력의 무책임성을 이유로 본안 단에 들어가

지 않았다. 그러나 마조 그 꼬 사건에서는 공권력의 무책임을 내세워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꼬에게 피해를 입힌 경찰의 책

임을 재 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역무과실

에 하여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경찰 조치에 한 국가책임의 가능성을 

인정한 최 의 결이기도 하다.77)

오류우는 마조 그 꼬 결에 하여, “공권력  경찰 분야에서 국

가배상책임의 새로운 개를 포함하고 있고, 역무의 과실(la faute du 

service public)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꽁세이유ㆍ데따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흥미로

우며 단히 주목할 만한 이론상의 시도”78)라고 평가하 다. 

오류우에 의하면, 꽁세이유ㆍ데따는 마조 그 꼬 결에 이르기 

까지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다고 한다.79) 르 뢰 결을 하기 몇 개월 

75) 례에서 사용된 표 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sidérant que cet accident, dans les 

circonstances où il s’est produit, doit être attribué à une faute du service public, de 

nature à engager la responsabilité de l’Etat.
76) CE 1899. 1. 13. Lepreux, 이 결에서 꽁세이유ㆍ데따는 “국가는 공권력의 자격으로

서는, 그리고 특히 경찰조치와 련하여서는 그 공무원의 태만에 해 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라고 시하 다.
77)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1면) 참조. 
78) Maurice Hauriou, 앞의 책, 5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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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불로뉴-쉬르-메르(Boulogne-sur-Mer)라는 도자기 회사에 한 1899

년 1월 13일자 결에서 홍수감시서비스의 하자에 한 국가의 책임을 

원칙 으로 인정했고, 1902년 1월 31일자 그로송(Grosson) 결에서 자치

시는 행정  할권에 의하여 시장이 취한 경찰 조치에 한 책임이 있

다는 것을 묵시 으로 인정했다. 1903년 2월 27일자 올리비에(Olivier) 

결  짐머만(Zimmermann) 결은 성 히 이루어진 결 집행과 경찰의 

조치로써 이루어진 집행에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904

년 2월 5일 지니에르 (Ginière) 결에서 꽁세이유ㆍ데따는 경찰의 자의

인 체포에 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아직 주 하면서, 원

고에게 체포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개인  책임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

는 것으로 보인다. 

2.역무과실의 의미 

오류우는 먼  마조 그 꼬 결에서 역무과실에 한 꽁세이유ㆍ데

따의 화법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먼  라페리에르는 1896년에 

이미 “공역무에 책임이 있다”(Le service public est responsable)80)라는 표

을 사용하 고, “일반인들이 공역무가 원인이거나 어도 원인을 제공

한 사고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 다. 한 정부 원

인 떼시에(Teissier)는 르 베르(Le Berre) 사건의 결론에서 “잘못 운 된 

공역무에 과실이 있다.”고 하 고, 빌나 (Villenave) 사건에 한 결론에

서 이를 다시 반복했다. 그런 뒤 마침내 1904년 7월 1일 니바지오니

(Nivaggioni) 사건에서 꽁세이유ㆍ데따는 “역무과실만이 그러한 잘못이 

질러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Une faute du service peut seule expliquer 

79) 이 부분 례 소개는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1면) 참조.
80)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1, 1896, 680면.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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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une semblable erreur ait été commise.) 라고 하여서 역무과실이라는 표

을 최 로 사용하 다. 

오류우에 의하면, 역무과실이라는 용어는 기본 으로 두 가지 개념, 즉 

'공역무'(le service public)와 '과실'(la faute)의 결합이다. 먼  '공역무' 개념

은 행정이 래한 손해에 한  배상책임의 기 가 무엇이든지 간

에 그 손해는 확실하게 국가의 활동과 련이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활동과 련이 없다면 국가에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를 

들어, 공공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부동산 피해에 있어서 그 피해는 직ㆍ

간  방식으로 공공구조물의 존재와 련이 있어야 하고, 노동 분야에

서의 사고는 노동과 련이 있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다. 피해가 국가에 의하여 발생하 는지를 분명히 하기 해서

는 책임을 공역무 운 과 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류우는 

그 꼬 결에 한 평석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오늘날 행정에서 역무의 집행이 주된 심사가 되었다. 에는 

경찰의 시 (l’âge de la police) 다면, 재는 리의 시 (l’âge de 

la gestion)로서, 역무 집행(l’exécution des services)의 시 이다.81) 

꽁세이유ㆍ데따는 공역무 개념에 과실 개념을 결합함으로써 역무과실

이라는 개념을 창조하 는데, 과실 개념이야말로 가장 주의를 요하는 사

항이다. 오류우는 마조 그 꼬 사건에 한 평석에서 꽁세이유ㆍ데따

가 ‘행정의 과실’(la faute de l’Administration), 는 ‘공무원의 과실’(la 

faute des agents)이라는 표 을 사용하면서 과실의 개념을 꾸 히 유지해 

왔음을 직시하 다. 그에 따르면, 수년 부터 국가배상책임이 ‘사고  

직업 험의 개념’(les idées d’accident et de risque professionnel)과 산업사

고에 한 1898년 4월 9일자 법률에 그 토 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81)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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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동 법률 이후에는 논문이나 주석 등에서 험이론과 과실이론을 

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험이론에 따르면 행정의 과실은 언 할 필

요가 없고, 오직 역무를 리하는 행정기업에 내재한 험만 있을 뿐이

다. 이러한 험이론에서 과실이론으로 회귀하게 된 결정  계기를 오류

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험이론의 편을 들었음에

도 과실 개념을 유지해 온 꽁세이유ㆍ데따의 인내심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례가 학설보다 더 좋은 방식인지, 혹은 민사

법원의 할을 주장하는 민사이론을 멀리하고자 하는 욕망에 기

에 무 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에 해서 자문하게 되었다. 오늘

날은 국가배상책임에 한 행정법원의 할권이 확고하게 되었다. 

그 다면 우선 험이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실제 인 모든 결과

를 찰하고, 과실이론을 통해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지를 알아보

자.82) 

오류우는 험이론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을 두 가지로 보면서, 과

실이론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83) 

첫째, 리인의 개인 인 책임을 면제하고, 기업(국가)의 책임으로 하

는 것이다. 이를 하여 험이론에서는 사고가 기업의 험이고, 따라서 

사고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선언하 던 것이다. 그러나 과실이론에 의

하더라도, ‘사고는 기업의 과실에 직  기인한다.’ 는 ‘직 인 책임은 

임자의 책임을 체한다.’라고 함으로써 실질 으로 동일한 결과를 이

룰 수 있다.

둘째, 사고의 피해자가 기업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 하는 것이다.84) 공역무의 잘못된 수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82)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5면) 참조.
83) Maurice Hauriou, 앞의 책, 535-536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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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험이론은 사고가 

기업의 험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모든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가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즉, 사고는 

합리  한계에서 기업의 과실이라고 추정된다.85) 왜냐하면 1898년 4월 9

일자 법률에서도 모든 사고를 으로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실에 한 국가의 직 인 책임을 인

정함으로써 험책임의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과실은 엄 히 말해 국가의 과실이 아니라 역무의 과실이다. 

그러나 궁극 으로는 역무의 뒤편에 있는 국가 법인에게 과실에 한 책

임을 지우는 것이며, 국가가 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법인은 공역무의 당연한 인격화이고, 공역무에 있어서 국가법인과 구별

되는 법인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역무과실’은 상황에 따라서 ‘공역무를 인격화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과실’을 의미한다. ‘역무과실’이라는 표 은 

구체 으로 평가된 공역무의 평균 인 성실성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책임의 범 를 나타낸다는 장 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역무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하여 ‘역무에 내재된 보통의 성실성’에 의거하여 직  

책임을 진다.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국가

는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구성된 과실이론이다. 

84) 꽁세이유ㆍ데따는 1898년 법의 향으로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와 련하여서는 익명

의 사고가 국가의 책임이며, 결과 으로 과실은 추정된다고 하 다. 그러나 국가는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증명할 수 있고,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

이 인정된다[1900년 05월 25일, 기녜(Guignet) 결]. 반 로, 시민에게 발생한 피해에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하여는 국가의 과실이 증명되어야만 하지만 행정소송

차에서 사에게 상당한 주도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증거의 발견도 일정 부분 사의

책임이며, 청구자는 증거의 실마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뉘앙스의 례도 존재한다

[1903년 02월 06일, 깜므(Cames) 결 참조]. 그 밖에 많은 결들은 단순히 "행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명된다."라고 언 하기도 한다. 
85) 다만, 뒤에서 다시 언 하겠지만 오류우는 개요서 제6 에서는 험책임과 구별되는

역무과실책임의 특성으로 행정의 책임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6e éd, 1907, 4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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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실이론의 험이론에 한 우월성 

오류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과실이론86)이 험이론

보다 우월하다는 을 논증한다. 

첫째, 과실이론의 탄생은 로마법 시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험이론은 산업 명 이후 노동사고에 한 입법으로부터 새롭게 출 한 

이론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험이론이 과실이론보다 진보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류우에 따르면, 로마법의 시 는 매우 

세련된 법률분석의 시기이며, 역사  발 의 종 인 고  시기이다. 따라

서 이런 시기에 정립된 과실이론은 험이론보다 결코 원시 인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과실이론은 농업과 부르주아  삶의 조건과 련하여 책

임문제에 한 매우 완성된 해법을 제시한다. 반면에, 험이론이 기반으

로 하는 노동사고는 새로운 분야이다. 오류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업주의를 인간의 신기원으로서 간주한다면, 우리는 신기원의 

기에 있고 신기원이 제기하는 법 인 문제의 해법은 아직 원시 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한다. 험이론이 노동사고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때문에 과실이론보다 험이론이 더 완성된 

이론이라고 평가할 때 결국 우리가 환상에 속고 있지 않다고 구

도 증명하지 못한다. 반 로, 험이론이 더 원시 이기 때문에 그

러할 가능성이 더 크다.87)

험이론은 우연 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험과 우발 인 사고에 

하여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손해 보

86) 과실책임을 본질로 하는 국가배상제도는 본래 근 법치국가체제 하에서 ‘국가무책임

의 원칙’이 폐지된 이후에 책임 성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공무원 개인의

주 인 책임요건과 연계시켜 가능한 한 책임의 범 를 한정시켜서 국가의 재정 부

담을 이려는 의도가 반 된 제도 다. 
87)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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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는 효과 이지만, 정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한 결

과를 래할 수도 있다. 오류우는 원시  자료에 한 비평과 법률분석 

작업의 결과인 과실이론이야말로 우연 인 경우를 제거하면서, 차이를 

구별하고, 유형화하며, 의도 인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둘째, 이론의 실질 인 기능 면에서, 험이론은 사고(l'accident)를 기업

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보는 에서 비도덕 이다. 반면에 과실이론

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결과로 간주하고, 열성 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격려한다. 오류우는 산업사고에 한 무과실 책임을 

정한 입법이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하면서, 험

이론은 역무의 수 을 하시킬 것이라고 하 다. 반면에 과실이론은 공

무원들이 실수를 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열성을 자

극하고, 역무의 수 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험이론은 원시

이고, 다소 피상 인 해법이었고, 과실이론이 좀 더 진화된 해법이다.88) 

Ⅲ.역무과실책임의 내용

1.국가배상책임의 근거 

오류우는 개요서 제6 에서 ≪공역무 리에서 발생한 공행정의 

 책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역무과실이론, 공토목 공사로 인하여 야

기된 손해에 한 이론 등을 논하고 있다. 오류우는 고도의 정치 ㆍ형

평성의 이유로 행정집행에 의하여 래된 손해는 으로 보상을 하

는 것이 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국가의 보상의무는 행정특권의 

88)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29-539면 (538-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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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부에 해당한다고 하 다. 그리고 공공 리에 한 분쟁은 본질

으로 보상에 한 분쟁이기 때문에 매우 요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

다.89) 

한편, 개요서 제12 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 

기업과 공역무의 경 에 있어서 공권력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손

해를 야기하게 된다. 오랫동안 그러한 손해들은 ― 몇몇 법률에 의

한 외들을 제외하고 ― 공무원의 책임을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리

고 40년  라페리에르는 그의 논문에서 이 게 썼다. “주권의 특성

은 보상 없이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이론은 

꽁세이유ㆍ데따의 활동 덕분에 반 로 이해되고 있다. 공권력은 일

반 으로 자신의 행 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하여 책임을 진다. 

“일하라, 신 보상하라.”라는 인 감각이 폭넓은 만족을 받게 

되었다.90) 

오류우는 공권력의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의 법인격과 한 

련이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책임이라는 개념은 원래 

법 인 유죄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개인들의 집단은 개인과 마찬

가지로 법행 를 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궁극 으로 그들은 개인들

의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학은 그러한 집단이 불법

행 와 더 나아가 ‘범죄행 ’(la culpabilite delictuelle)를 지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한 오류우는 국가의 책임을 기존의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다른 공법

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원래 제3자(개인

들)에 한 국가배상책임의 원리는 사법(私法)에서 유래되었지만, 행정

89)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6e éd, 1907, 482-483면

참조.
9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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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의해서 폭 변경되었다. 행정책임 분야의 필수 인 원칙들은 사법

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러한 분쟁에 한 할권을 민사법정에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행정법원도 그 할권을 경쟁 으로 주

장하고 있다. 행정책임의 일반원칙은 민법에 기 하지만, 여기에 결코 민

법 이 용되는 것이 아니며, 원칙의 용 형태는 행정 례에 의해서 

상당히 변형되었다.91) 같은 맥락에서 오류우는 행정의 역무행 에 한 

책임에는 민법 제1382조  그 이하에 규정된 탁자 책임에 한 민사

이론이 으로, 단순히 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조합  구

성’(l'organisation corporative des personnes morales)에 합한 행정이론이 

용된다고 한다.92) 

한편, 오류우는 개요서 제6 에서는 공역무를 이행하는 국가는 ' 리기

업'(l'entreprise de gestion)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의 토 를 

' 리기업'의 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국가는 

주도 인 리자로서 공역무의 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자신의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즉 역무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

다.93)

2.사용자책임과의 비교 

오류우는 역무과실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결코 본질 으로 동일

하지 않다는 을 개요서 제12 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먼  공행

정은 행정법인과 공무원들을 동시에 의미한다. 과실은 실제로 법인의 기

인 공무원에 의하여 범하여진다. 행정법인과 기 은 어떤 계에 있는

가? 원칙상 랑스 민법  제1384조에 따라 민사재 에서 용되는 탁

자와 행인의 계는 결코 아니다. 이에 한 행정재 의 첫 번째 임무

91)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06-507면

참조. 
92) Maurice Hauriou, 앞의 책, 516면.
9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6e éd, 1907, 4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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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법 제1384조의 규정이 민사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공무원의 

계를 규정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하여 국가와 제3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를 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블랑꼬 결은 그 

표 인 이다. 

오류우에 따르면, 리인의 과실에 한 탁자의 사용자책임은 법인

의 본질과는 잘 맞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은 기본 으로 법인을 그 기

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고, 법인이 기 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법인은 

기 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지만, 법인이 

기 을 임명한 것이 아니다. 법인이 기 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

로 기 이 권력  방식으로 법인에 하여 자신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에 있어서 기 은 바로 정부(le gouvernement)이고, 이는 

다시 말해, 명령(le commandement)이나 마찬가지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기 은 집단 는 국가의 표자(le représentant)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때의 표자는 리인(préposé)이 아니라, 통치자(gouvernant)에 해당한

다. 따라서 민법 제1384조에 규정된 주인( 탁자)과 리인의 계를 법

인과 그 기 의 계에 하여 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행정 례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직 으로 알았고, 그래서 정치  실제에 보다 더 가

까운 공무원과 법인의 책임에 한 구성을 찾았다고 오류우는 평가한다. 

민사이론에 의하면, 탁자는 개인의 자유로써 리인을 선택할 수 있

었고, 리인을 감독하며, 그에 하여 개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엄격함이 뒤따른다. 즉, 탁자는 자신의 리인

이 실제로 직무 수행 에 범한 모든 과실, 그리고 공법상의 범죄에 

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탁자와 리인은 피

해자에 한 계에서 연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행정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다른 공무원의 개입을 통하여서만 공무원을 선택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상  공무원 내지 기 은 리인이라기보다는 

정부를 구성한다. 사실상, 기 을 통하여서만 행동할 수 있는 법인은 기

과 거의 동일시되고, 법인의 책임은 기 의 책임과 다르지 않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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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  과실(la faute quasi délictuelle)

1) 공무원의 개인행 에 한 책임과 짝을 이루는 공행정의 

역무행 에 한 책임 

2) 리인에 한 탁자의 민사  책임(민법 제1384조)

3)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 책임(민법 제1384조)

이 바로 블랑꼬(Blanco)  블랑시에(Branciet) 결문의 이론이다.94) 

그 다면 어떤 조건에서 기 의 책임이 행정법인의 책임을 동반하는

가? 이에 하여 오류우는 개요서 제12 에서 다음같이 둘로 나 어 설

명한다.

1) 과실에 한 책임 역에서 행정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기 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되는 권력, 공무원, 행정명령과 행정

실무로 구성된 복합기 (l'organisme complexe)으로 이해되는 넓은 의미의 

공역무이다. 

2) 역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잘못이 오류(誤謬), 경솔, 탈루 는 부주

의를 구성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은 역무행 , 즉 역무의 실무( 행)에 포

함되므로, 행정이 역무에 한 책임, 결과 으로 자기책임을 부담하게 된

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이 역무의 실행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 그러한 과

실은 공무원이 개인 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개인  행 ’가 된다. 

3.책임의 유형 

행정활동의 결과로서 공행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책임을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95) 

94)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17면. 
95) Maurice 앞의 책, 543-5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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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  험에 한 책임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외 인 것으로, 원칙 으로 법에 근거해

야만 하고, 법에 의하여 보상 액이 정해진다. 이러한 책임은 본질

으로 험에 한 보험의 성격을 갖고, 그 할에 한 일반 인 

규칙은 없다. 

1) 공무원 장애연  (육군  해군 련 1841년 4월 11일  

18일자 법률, 1919년 3월 31일자  1919년 6월 24일자 법

률)

2) 기업에 책임이 있는 직업 험에 기반을 두어 성립된 산업

재해에 한 1898년 4월 9일자 법률의 용에 따른 노동사

고에 한 보상 

3) 혼란에 따르는 피해  손해에 한 자치시  국가의 책

임 (1914년 04월 16일자 법률), 교  는 폭력에 기한 범

한 범죄  경범죄로 인하여 공공자산 는 민간자산에 발

생한 손해에 한 자치시의 특별책임

4) 물  인 쟁손해 보상 (1919년 4월 17일자 법률  

1919년 6월 24일자 법률);

5) 국가기  는 국가방어를 해서 일하는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한 법 (1921년 5월 3일자 법률).

6) 정당한 국가방어를 해서 취한 책에 의해서 발생한 손

해[1923년 11월 30일 꾸이떼아(Couitéas R.) 결]

다.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야기하는 공권력의 통상 인 실행으로 

인하여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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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 이익, 공공사업분야에서의 일시 인 수용, 군사  

징발 등등의 이유로 수용분야에서의 공권력이 행사한 징발

2) 공공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사유지 피해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오류우가 험책임에 입각하 던 종 의 서

술과는 달리, 기업의 사고  험에 한 책임은 외 이며, 요한 분

야에서 법률에 의하여만 인정된다고 하여서 명백한 견해 변경을 드러낸

다는 이다. 그에 따르면 험에 한 책임은 더 이상 책임이론이라기

보다는 '보장이론'(la théorie d'assurance)의 역이다. 즉, 이러한 험책임

은 국민에게 완 한 보장을 구성하고, 사고와 련이 없는 원인에 하

여도 인정된다. 다만, 법룰에 의하여 보상 액이 정해지고, 정액제이기 

때문에 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96)

4.역무과실책임의 특징

역무과실에 한 책임은 어떤 행정집행의 피할 수 없는 결과97)가 아니

라, 어떤 행  는 역무집행 에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발생한 공역무의 

과실에 한 책임으로,98) 공무원의 개인행 로 인한 책임과 짝을 이루는 

공행정의 역무행 로 인한 책임이다. 이는 공법  특성을 가지며, 행정책

임에 한 공법을 구성한다.99) 오류우는 개요서 제6 에서 역무행 에 

96)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36-537면

참조.
97) 오류우는 특별한 행정행 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손해에 하여는 역무과실이론이

아닌 '손해이론'(la théorie des dommages)이 용된다고 한다. 그 표 인 경우로는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의 경우이며, 보상의 근거는 부당이득(행정자산의 직 인

부의 증 )이라고 보았다.
9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6e éd, 1907, 484면.
99)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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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1) 원칙 으로 행정이론이다.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변호사의 

리가 필요하다. 

2) 리인(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공역무의 과실 는 국가(기업)의 

과실에 한 객 인 책임이론이다. 즉, 구체 으로 잘못을 범한 

공무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

는다. 

3) 역무과실책임이론은 공공 리분야(la gestion publique), 즉 리의 특

권을 동반하는 공역무의 실행에 있어서만 용된다. 국가가 권력  

방식, 즉 집행결정에 따라 행동한 경우에는 역무과실책임이론이 

용되지 않는다.100) 한 특권이 없는 사 인 리방식으로 행동하

을 때101)에도  이론을 용할 수 없으며, 그 경우의 과실에 

하여는 민사이론이 용되고, 민사법원에 할이 주어진다.

한편, 역무과실책임은 국가의 직 인 책임으로서 리인의 과실이라

는 주  요소가 제어되었다는 에서 험책임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 험'과 '과실'의 결합이라는 에서, 순수하고 단순한 험

책임과는 구별된다. 여기에서는 리인의 과실이라는 요소는 역무의 과

실이라는 요소로 체되었다. 오류우에 의하면, 구체 으로 역무과실책임

은 종래의 험책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낸다.102) 

- 행정의 책임은 추정되지 않는다. 행정에 한 책임 가를 만들어내

100) 다만, 권력 방식과 리의 방식의 병치를 인정하면서, 경찰조치에 있어서 규제권력

의 행사 외에도 질서 유지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

는 이 과 동일하게 제3단계에서도 유지하고 있다.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489면 참조.
101) 당시 랑스에서는 와 같이 사 리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역에 있어서

일부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먼 국가철도서비스 이행

에 한 특별법인 1845년 7월 15일자 법률 제22조는 책임에 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899년 7월 20일자 법률은 서비스 시간 학교에서 발생

한 사고의 경우에 국가의 책임을 민사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민사법원의 할

을 인정하고 있었다. Maurice Hauriou, 앞의 책, 487-488면 참조.
102) Maurice Hauriou, 앞의 책, 486-4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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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무의 과실'이라는 요소는 당사자에 의하여 밝 져야 하며, 행정

에 책임이 있다는 에 하여 최소한 증거의 기 는 제공되어야 한

다. 

- 행정은 우발 인(불가항력 ) 사건에 하여 책임이 없다. 

- 행정은 공무원의 개인  행 , 즉 성에 있어서 역무과실의 범

를 넘어서는 과실에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역무과실 자체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에서 험이

론과의 요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오류우는 

개요서 제12 에서는 국가배상소송이 직권조사가 이루어지는 행정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증의 부담이 일반 민사법원보다 감소될 수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103) 

5.국가의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국가(행정부)는 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권을 실제로 행사

하는 것도 바로 공무원들이다. 오류우는 개요서 제6 에서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에 한 행동은 국가를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그

러한 행동이 공역무의 정상 인 운 에 부합한다면 특권의 혜택이 주어

진다고 할 수 있으나, 비정상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행

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개인행 에 하여는 공무원만

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무원은 자신의 임무 한계 내에서만 특권에 의

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이와 같이 공무원의 개인행 를 

야기하는 과실은 과실로써 사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 과 

동일하며, 개요서 제6 에서 이 부분의 설명은 체로 개요서 제4 의 

설명과 유사하다. 

한편, 오류우는 개요서 12 에서 ‘과실의 경합’(le cumul de fautes)104)에 

10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30면.
104)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에 하여 논하면서 이른바 ‘과실의 경합’과 ‘책임의 경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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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칙 으로 동일한 행 에 하여 행정(법인)과 개인의 책임은 

경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의 행 가 역무의 실행(les pratiques du 

service)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실행을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유일하고 동

일한 행 가 역무행 이면서 동시에 개인  행 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105)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는 경합이 가능하며, 그와 같은 경합이 행

정이론의 근본을 본질 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1) 공무원의 역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하여 민사재 과 

행정재 에 각기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민사법원은 공무원의 개인  

과실로, 행정재 소는 역무과실로서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배상 결

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할이 단일화되지 않고 병존함으로 인한 결과이

다.

2)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 공무원으로 인한 개인  행 와 

다른 공무원으로 인한 역무행 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다. 컨 , 어떤 

공무원이 범죄를 범하 는데, 상 의 부주의에 의하여 그와 같은 범죄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가 그러하다. 

오류우는 책임(과실)의 병존에 한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73년 이후 처음 몇 년간은 개인행 에 한 공무원의 

책임과 역무행 에 한 행정법인(국가)의 책임이 병과될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여진다. 즉,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면 공무원은 책임이 없고, 반

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 후 례는 

두 종류의 책임의 병과를 인정하게 되었다.106) 컨  앙게(Anguet) 

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 이다. 과실의 경합이란, 상호 구별되는 역무과실과 공무

원의 개인과실이 손해의 공동원인이 된 경우에 국가 등과 공무원이 연 하여 배상책

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책임의 경합이란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도 그 개인과실이 직무와 무 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에 하여 국가 등

과 공무원이 첩 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우는 두 가지 용어를 엄

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의 병과나 경합은

엄 한 의미에서 ‘과실의 경합’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105)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18면. 
106) 1911년 2월 3일 앙게(Anguet) 결, 1918년 7월 26일 르모니에(Lemonnier) 결,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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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107)의 사안을 보면, 우체국의 일반인용 출입문이 무 일찍 닫 서 직

원 용 출입문으로 나오던 시민이 공무원에 의하여 가혹행 를 당한 경

우에 가혹행 는 공무원의 과실이지만, 일반인용 출입문이 정보다 빠

르게 닫힌 것은 역무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두 종류의 과실에 의

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두 종류의 책임을 모두 원용할 수 있다.108) 

이와 같은 책임 경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09) 

1) 피해자는 동시에 는 연속 으로 서로 독립 인 두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체 으로 피해자가 이 으로 배상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두 

책임자는 연 책임이 있다. 

3) 행정의 책임은 직 이며 국가는 즉시 제소되어야만 한다. 만약 국

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공무원에 한 제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

무원의 책임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상을 해야 한다.

6.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 

오류우는 개요서 부터 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을 국가배상책임

과 함께 주요한 주제로 논하고 있는데, 개요서 제12 에서도 공무원에 

한 보장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  손해를 야기한 

행 를 물리 으로 지른 공무원에 하여 국민이 직  소송을 하는 것

은 자연스럽고 본능 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무모하거나 억압 인 소송

을 염려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소송의 남용이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

으므로, 이에 비하여야 한다. 공화력 8년부터 행정  보장으로서 공무

년 12월 29일 보드송(Bodson) 결 등
107) CE 3 févier 1911, Anguet. 이 결은 과실의 경합을 인정한 표 인 례로 소개되

고 있다. 이에 한 오류우의 평석은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627-635면 참조. 
10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33면.
109) Maurice Hauriou, 앞의 책, 5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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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책임을 제한하려고 하 는데, 이는 공무원에 한 소송의 남용과 

그 결과로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소송의 남용에 비하는 방식과 련하여서, 오류우는 랑

스가 국처럼 무모한 소송에 한 사법 차  비를 하는 신에 행정

 보장의 방식, 즉 개인  행 에 하여만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담하

게 하는 것을 채택하 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배경에 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사법권이 강하고 책임의식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법권이 

소송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랑스처럼 앙집권 인 나

라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더 강하고, 행정부 스스로 공무원에 한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과실을 자체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하

다.” 

19세기에 이르러서 할재 소는 개인행 와 역무행 를 구별하면서, 

공무원에 한 제소의 경우 공무원이 개인행 를 질 다는 제에서만 

결을 허가해 주었다. 한 역무과실에 한 손해배상을 받기 하여 

피해자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행이 있었다.110) 

역무의 실행에 내포된 부주의, 탈루, 그리고 오류(誤謬)로서 결과 으

로 역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행 는 역무행 이다. 그리고 행 를 실제

로 범한 하 공무원보다는 역무를 장하는 행정당국에 과실이 있다. 왜

냐하면 역무에 하자가 있거나, 규율 는 감독의 결여가 있기 때문이고,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에게 필수

인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111) 개인행 는 다음과 같이 나 어

서 볼 수 있다.

1) 집행행 (le fait d'exécution)인 경우, 실제 으로 분리가능한 상황이 

따르는 경우 공무원의 개인 과실이 되어서 역무에 한 지시  

례에서 벗어나게 하며, 공무원에게 역무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을 

11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19면.
111) Maurice Hauriou, 앞의 책,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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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있다고 추정되게 한다. 

2) 행정권력에 의한 집행결정(la décision exécutoire)인 경우, 집행결정이 

법하거나 명백한 권력남용으로서 법 는 역무에 부 하게 행

동하려는 의지의 발 이라면 개인행 가 될 수 있다.

오류우는 꽁세이유ㆍ데따가 개인행 의 역을 제한하고,  더 의

도 인 과실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를 설명하고 

있다.112) 편지를 잘못 배달한 우체부의 경우 에는 개인행 로 보았으

나 이제는 역무행 로 본다. 물론 하수구에 가방의 내용물을 비우는 우

체부의 행 는 역무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형 인 범죄는 개

인행 이고 공무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역무행 의 경우 오늘날 몇 

가지 외를 제외하고 원칙 으로 행정법원의 인 할권이 인정되고 

있다.113) 

Ⅳ.소결 

오류우는 꽁세이유ㆍ데따가 깜므 결 이후에도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서 과실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험이론을 다시 과실

이론과 비교하게 된다. 그 결과 오류우는 과실이론을 통하여서도 험이

론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었던 장 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과실이

론이 그 역사성  이론  정 함을 통하여 책임문제에 있어서 산업 명 

이후의 신생 이론인 험이론보다 더욱 더 완성된 해법을 제시하고, 공

무원들로 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격려한다는 기능  측면에서도 

험이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과실 개념을 유지

하면서도, 피해를 야기한 과실이 역무과실에 해당한다고 으로써 국가

의 책임을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다른 공법  특성을 갖는 것으로 구성하

112)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26면.
113) Maurice Hauriou, 앞의 책,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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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과실에 한 기본 원리는 사법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민법, 

특히 사용자책임에 한 규정이 으로 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례 등에 의하여 정립된 행정이론이 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류우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그 로 용될 수 없는 이유

를 탁자와 리인, 국가와 공무원의 계에 있어서의 본질  차이를 

통하여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종 까지 국가배상책임의 원칙  형태로 

설명하 던 험책임은 제3단계에 이르러서는 원칙 으로 특별법의 근거

에 의하여서만 외 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무과실책임은 공역무의 역무과실에 한 책임으로서, 이에 한 이

론은 행정이론, 다시 말해 공역무의 과실에 한 객 인 책임이론에 

해당하며,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이다. 한 역무과실책임은 공공 리

분야, 즉 리의 특권을 동반하는 공역무의 실행에 있어서만 용되기 

때문에 사  리의 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하여는 민사이론이 용

되고, 권력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 에 따른 행 는 면책되는 것이 원

칙이다. 다만 오류우는 여기에서도 리 방식과 권력  방식의 병치를 

인정함으로써 구제의 폭이 소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다.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던 에 한 행동이 비정상 인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개인행 가 되어서 공무원만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행  내지 개인과실에 한 설명은 체로 제2단계에서 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오류우는 개요서 제12 에서 과실의 경합 문

제를 외 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행정이론의 본질  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공무원이 잘못을 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무

의 실행에 포함되고, 결과 으로 역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행 에 해당

한다면 개인 과실이 아닌 역무과실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는 소송의 남

용에 비하고 공무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행정  보장’에 해

당하는데, 오류우는 꽁세이유ㆍ데따가 개인행 로 인정되는 역을 제한

함으로써 행정  보장을 확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오류우는 과실책임과 험책임을 거쳐 최종 으로는 역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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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론에 도달하 다. 역무과실은 오늘날 랑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서 가장 심 인 개념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오류우가 랑스 국

가배상책임제도 확립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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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랑스법상 국가배상책임제도에 한 향 

Ⅰ.개설 

1873년 블랑꼬 결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랑스 행정법은 국가배

상을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 책임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으로부터 발

하 다. 랑스에서 국가배상은 국가의 권리와 사인의 권리 사이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법 독자  제도로서, 행정법의 심 역을 이루고 

있다.114)

오늘날 랑스에서는 행정책임(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이라는 표제 

아래에서 과실책임과 험책임, 의의 무과실책임을 나 어 설명하고 

있고,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취 하고 있다. 과실책

임은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험책임은 손실보상

에 해당하며,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조물의 설치ㆍ 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115) 

그  과실책임에 의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과실' 개념을 공무원의 

과실(la faute de l'argent)로 이해하는 소수 견해116)가 있기는 하나, 다수의 

견해는 이를 역무과실(la faute du service)로서 '국가작용의 하자'라는 객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역무과실론의 큰 틀 안에서 '과실'의 구체 인 정의는 학자마다 

114)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로 － 법한 처

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미공간) 22면 참조.
115) 박균성, 랑스의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5호, 1999, 35-52면 (35면) 참조.
116) 에장망은 역무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무의 과실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역무과실은 역무 자체의 과실이 아닌 공무원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한다. Eisenmann, Cours de droit adminitratif, T.2, 1983, 834면,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의 3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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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117) 일부 학설은 행정의 직무상 의무를 기 으로 하여, 과실은 

기존의 의무의 흠결 는 역무의무의 흠결이라고 정의하고, 다른 학설은 

과실을 행 규범 반으로 정의하며, 다른 일부 학설은 역무의 정상  

운 에 있어서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무과실은 다양한 형태를 취

하고 있으므로, 정의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랑스에서도 원칙상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

배상청구소송은 완 심리소송에 의하기 때문에 직권주의가 용된다. 그

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인정하여 행정주체가 과실이 없었

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로는 공공시설의 이용자에 한 배상책임, 공공병원에서의 이루어진 

치료가 비정상 이고 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입증이 

어렵고 과실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118)

오류우가 3단계에 걸쳐 개하고 발 시킨 국가배상책임이론은 랑스

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역무과실책임으로서 정립되는 데에 있어 많은 향

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공법  독자

성 정립’  ‘국가배상책임의 확 ’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나 어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겠다.

Ⅱ.국가배상책임의 공법  독자성 정립 

1.제도이론과 국가의 법인격,그리고 국가배상책임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이론은 국가의 법인격과 한 계가 있

117) 와 같은 학설의 소개는 박균성, 랑스의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5호, 1999, 

35-52면 (36-37면)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18)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4éd, 807-8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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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19) 그 기 에는 제도이론이 있다. 오류우는 국가의 법인격을 들어 역

무과실이 역무에 귀속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 으며, 이 부분에서 특히 

오늘날 랑스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 정립에 기여하 다고 평가된

다.120) 그러므로 먼  제도이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류우는 제도(l'institution)란 사회  환경 속에서 실 되어 법 으로 

존속하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의 이념’(idée d'oeuvre ou d'entreprise)이라

고 하면서, 이러한 이념의 실 을 하여 기 들(les organes)을 가진 권

력(le pouvoir)이 조직되는 한편, 그 이념의 실 에 참여하는 사회  단체

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 권력의 기 들에 의해 조종되고 차들에 의해 

규율되는 공동체의식(la communion)이 발 된다고 하 다. 오류우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인  제도와 물  제도로 구분하 는데, 그  인 제도는 

국가, 단체, 노동조합 등 사람들의 결합체로서 독자 인 인격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활동 이념(l'idée d'oeuvre)의 틀 안에서 조직화된 권력

과 공동체의식이 내면화(l'intériorisation)되는 것이라고 하 다.121) 그리고 

법제도를 인  제도, 다시 말해, 인  결합체, 그 에서도 특히 국가와의 

계에서 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류우의 제도이론의 핵심이다.122)

이념, 권력  공동체의식이 결합하여 인  제도를 구성하는 메커니즘

을 설명하기 하여 오류우는 체화(體化, l'incorporation)와 인격화(la 

personnification)라는 두 단계를 제시하는데, 체화는 권력이 지도이념 안

으로 내면화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인격화는 공동체의식이 지도이념 안으

로 내면화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체화 단계가 완성되면 인  제도는 

정신  인격(personalité morale)을 갖게 되고 인격화 단계가 완성되면 드

119)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06면.
120)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54면 참조. 
121) 반면에 물 제도(institution-choses)는 독자 인격으로 되지 않는 것이며, 그 활동 이

념의 틀 안으로 어떤 조직화된 권력이나 공동체의식과 같은 요소들이 내면화되지 않

는다. 
122) 박정훈, Maurice Hauriou의 법사상과 방법론 —制度ㆍ二元ㆍ均衡—, 한국법철학회독

회(2000)(미공간),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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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법인격(personalité juridique)을 갖추게 된다. 인격화가 완성됨으로써 

국가는 한편으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국민과의 계에서 － 특

히 공역무 역에서 －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주  책임의 주체가 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의 이론  근거가 

된다.123) 

오류우에 의하면, 책임능력이란 의무를 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능력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에 존

재하는 것이다. 그는 개요서 제12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책임이라는 개념은 원래 법 인 유죄성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들의 집단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행 를 지를 수 있다. 왜

냐하면 궁극 으로 그들은 ‘개인들의 의식들’(les consciences 

individuelle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학은 그러한 집단이 

불법행 와 더 나아가 범죄행 (la culpabilité délictuelle)를 지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124) 

오류우는 공역무 자체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역무과실은 결국 국가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행정주

체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체,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과실을 

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

한 행 는 공무원 개인의 행 가 아니라 국가 등의 행 로서 그 법  효

과가 국가 등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125)

이와 같은 오류우의 입장은 그의 친구이자 학문  라이벌이었던 옹 

뒤기(Léon Duguit, 1859-1928)126)와 비된다. 뒤기는 “인간 개인만 의식 

123) 박정훈, Maurice Hauriou의 법사상과 방법론 —制度ㆍ二元ㆍ均衡—, 한국법철학회독

회(2000)(미공간), 9면. 
124)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2e éd, 1929, 505-506

면 참조.
125)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54면. 



- 60 -

있는 의지를 보유한다; 인간 개인만 법을 반할 수 있고, 인간 개인만 

과실, 민사  범법행  는 형사  범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 다.127) 

그리고 그는 한 국가 는 어떤 공동체에 해서 언 은 으로 허구

인 표 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류우의 법인격 이론과 과실책임론을 비

하 다.128) 뒤기는 역무과실이 국가의 과실과 동일시 된다고 말할 수 있

게 하는 것은 없다고 평가하면서, 역무과실을 직무의 역에 머물면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의 과실로 여겼는데, 이러한 뒤기의 견해는 필연 으

로 험이론으로 귀결되었다.129) 

오류우는 법인실재설(la théorie de la réalité)에 기여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130) 그가 객 인 실재로서 국가의 법인성을 받아들인 것은 아

니었다는 것이 후세의 체 인 평가이다. 국가의 법인격은 국가에 한 

책임 귀속과 같은 문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다.131) 법인격 이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역무과실이론은 매우 논리

이며 설득력이 있다. 법인격 이론을 부정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논리

으로 여 히 공무원의 개인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132) 오늘날 랑

스에서는 과실책임이 국가배상책임의 기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

고,133) 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 으로만 인정되

126) 오류우와 동시 의 인물이자 랑스 공법학의 가로 일컬어지는 뒤기는 오류우와

숙명 라이벌 계로, 두 사람의 법이론과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비교와 연구의

상이 되고 있다. 김충희, 모리스 오류우의 제도이론,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10, 18-21면 참조. 
127)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eⅠ, 1911, 435면(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447면에서 재인

용).
128)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446-448면 참조.
129) 뒤기가 주장한 험이론의 내용에 하여는 제5장에서 간략히 언 하기로 한다. 
130) 남효순, 랑스法에서의 法人의 歷史 ― 法人論 法人에 한 判例와 立法의 發達

史 ―, 서울 학교 법학(1999), 154면-190면 (159면) 참조.
131)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55면. 
132)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448면. 
133) 표 으로 Chapus는 공권력의 책임은 원칙 으로 과실에 한 책임이고, 자신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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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는 뒤기가 아닌 오류우의 이론, 즉 법인격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역무과실이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할 것이다. 

2.역무과실 개념의 정립

역무과실은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행정의 과실, 다시 말해 역무의 

운 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역무과실 개념은 랑스 민법  제

1382조 이하의 과실 개념에 하여 독자성(l’autonomie)을 가진다고 일반

으로 인정되고 있다.134) 이와 같은 역무과실 개념은 블랑꼬 결 이래

로 민사재 소에 항하여 책임소송에 한 재 권을 확보하기 한 

할재 소와 꽁세이유ㆍ데따의 노력의 결과135)이지만, 오류우와 같은 당

의 학자들의 이론  뒷받침 역시 요한 역할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류우는 마조 그 꼬(Tomaso Greco) 결에 한 

평석 등을 통하여 민법상의 과실과 다른 독자  책임 요건으로서의 역무

과실의 개념을 분석하고 례를 지지하 다. 

이러한 오류우의 향을 받은 두에즈(Duez)는 1930년 까지의 례와 

이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직 성’, ‘익명성’, 그리고 

‘개별구체성’으로 요약하 다.136) 먼  역무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과실을 

거치지 않고 행정에게 직  귀속되는 과실이다(직 성). 피해자는 공무원

한 과실 는 자신이 보증하는 사람들이 범한 과실에 하여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당연한 것은 없다고 선언하 다.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15e 

éd, 2001, 1293면 참조.
134) 김동희, 한국과 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173-204면 (180면) 참조.
135) 꽁세이유ㆍ데따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계는 민법 하나만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해결될 수 없다고 선언하 고, 할재 소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은 민법에

의해서 설정된 원칙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없다고 결했다.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2012, 11면에서 재인용. 
136) 이하의 내용은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51-53면

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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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 로 먼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을 직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 역무과실은 반드시 확인된 특정 공무원의 과실일 것

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 자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인 역무의 잘못된 

운 으로 족하다(익명성). 끝으로 역무과실이 인정되기 해서는 그 하자

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 으로 

단된다(과실의 개별구체성). 이는 구체 으로 단된 역무의 보통의 성실

성이 과실의 단 기 이 된다는 오류우의 설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

시 민법상 과실은 추상 으로 단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한 민

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의 한 측면으로 생각되었

다.

앞서 오류우의 제3단계 구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류우는 민법상 탁

자와 사용자의 계가 본질 으로 국가의 법인성과 맞지 않는다는 을 

들어 사용자책임과 구분되는 국가배상책임의 독자성을 설명하 다. 민사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기  는 피용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감독하며 

그에 하여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가는 기 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 은 피용자가 아닌 통치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배상

책임을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같은 차원으로 설명하 던 제1단계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1908년 포트리(Feutry) 결에 한 평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역무의 이행에 한 완벽히 행정 인 개념은 민법 제1384조의 

사용자책임이라는 고  이론을 붕괴시킴에 따라 나타난 첫 번째 

결과이다. 행정에는 탁자도, 리인과의 연 책임도 없다. 단지 공

역무가 있을 뿐이고, 행정  자산은 역무과실에 하여 으로 책

임이 있다.137)

137)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73-588면 (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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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역무과실책임을 공법상 독자  책임제도로 보는 견해는 

1930년 에 통설로 인정되게 되었다.

한편, 1940년 말기부터 에장망(Eisenmann), 샤쀠(Chapus), 민법학자인 꼬

르뉘(Cornu) 등에 의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나

타나기 시작하 다. 이는 역무과실 자체를 포함하여 공법상 책임 반에 

한 기존의 이론 신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을 원칙 으로 단일한 

원리로 묶으려는 시도로서,138)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의 토 , 기능  체

제의 화해139)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랑스 민법상 사용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여기에

서 과실(la faute)은 객 화된 과실이라는 이다. 에께르(Eckert)는 행정책

임의 확장, 무과실 책임의 발달, 손해보상조건의 개선  최근의 과실로

서 정의된 분야의 감소는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규정에 좀 더 근 해간다

는 느낌을 다고 설명하고 있다.140) 이는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부정하

는 견해가 국가배상책임의 범 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

하려는 것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랑스는 최근 민법상 법인의 책임 

구조와 과실의 성격이 역무과실책임의 구조  역무과실의 성격과 유사

한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141) 한 꽁세이유ㆍ데따와 일반재 소의 

례가 상호 향을 받으면서 과실의 객 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시하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142) 

138) 독자성 부인론에 하여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

문, 56-61면 참조. 
139)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FDA, 2012, 4면. 에께르는 윗 의 제1면에서 C. Guettier 

M. Deguergue를 인용하여 불법행 책임에 있어서 민법과 행정법은 ‘교차된 운

명’(les destins croisés)을 유지하고 있고, ‘손해의 존재론 동일성’(l'identité ontologique 

des dommages)에 의하여 상호 간의 소통이 불가피하다고 설 한다. 
140)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2012, 13면. 
141) 박 정, 앞의 , 69면 참조. 
142) 박 정, 앞의 , 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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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국가배상책임의 확  

1. 리행정  경찰조치에 한 국가의 책임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류우는 리행정 이론에 의거하여 공 리행

는 행정소송이 된다고 보았다. 당시 라페리에르(Laferrière)는 자신의 서

에서 리행정은 사법  할권에 세워진 것이라고 확언했고, 미슈(Léon 

Michoud) 역시 이에 동의하 지만, 오류우는 리행정에 하여도 행정

재 소의 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143) 그리고 1903년 떼리에

(Terrier) 결은 리행정에 한 오류우의 승리 다.144) 

한편, 19세기 후반 라페리에르는 국가의 주권행사라고 할 수 있는 작

용들( 를 들면 입법, 쟁 등)과 좁은 의미의 행정활동 에서 ‘권력행

’(l’acte de puissance publique)에 하여는 책임이 원칙 으로 부인되고, 

‘ 리행 ’(l’acte de gestion)에 하여는 책임이 원칙 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145) 그리고 일부 꽁세이유ㆍ데따 례는 권력행 가 문제 될 때 

본안 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경향이 있었다.146) 르 뢰

(Lepreux) 결은 이러한 이론의 연장 선상에서 경찰의 조치에 하여 국

가는 원칙 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오류우는  결을 

강력하게 비 하 다. 그는  결이 권력행 에 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고, 여 히 공권력이 리행

143)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314면. 
144) Paul Couzinet, La Penseé du doyen Maurice Hauriou et son influence, La theórie de la 

Gestion Publique dans l'œuvre du Doyen Maurice Hauriou, 1969, 168면.
145)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2, 1896, 184-190면(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1면에서 재인용). 
146)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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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가 없는지를 악하는 것이 쟁 이라고 하 다.147) 특히 오류

우는 권력행 와 리행 의 병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행

에 한 공권력의 무책임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 다. 

그 후 꽁세이유ㆍ데따는 마조 그 꼬 결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

하고 경찰의 직무 이행 에 발생한 피해에 하여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선언하 다. 한 꽁세이유ㆍ데따는 그 후 학자들이 권력행 라 

생각한 경찰, 공무원 징계, 군사훈련 등이 손해의 원인이 된 일련의 사건

에서 권력행 와 리행 의 구별 없이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제로 본안 단을 하 다. 이로써 통치행 (l’acte de gouvernement)와 같은 

외 인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역에서 행정의 책임인정 원칙이 받아들

여지게 되었다.148) 

2.역무과실의 확   개인과실의 축소 

역무과실과 비되는 개인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행 로서, 그로 인한 

손해에 하여 공무원의 사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역

무과실도 실제 자연인인 공무원의 행 를 매개로 하는 것이어서 양자의 

구별은 쉽지 않다. 이에 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고, 학설의 입장도 상당

히 다양하며, 례는 경험  방법에 입각하고 있다.149)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별기 으로 리 인용되는 것은 라페리에르

가 1877년 할재 소의 로모니에-까리올(Laumonnier-Carriol) 결에 

한 의견서에서 제시한 기 이다. 그에 따르면, 손해를 일으키는 행 가 

개인 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오를 범할 수 있는 행정기 으로서의 

147)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314면. 
148)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2면 참조. 
149) 김동희, 한국과 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173-204면 (1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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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역무과실이지만, 손해를 일으키는 행 가 “나약

하고 격정 이고 경솔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과실이 

된다.150)

이와 련하여 오류우는 당  공무원 개인과실을 과실과 동일시하

고, 역무과실을 경과실과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와 같은 

생각의 단 는 개요서 제1 에서 “ 과실의 경우 국가는 책임이 없지만 

행 자는 책임이 있다. 반면에 경과실의 경우 행 자는 책임이 없지만 

국가는 책임이 있다.”151)라고 기술한 것에서부터 발견된다. 

그러나 오류우는 그 이후 와 같은 의견을 폐기하 는데, 1911년 앙

게(Anguet) 결에 한 평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역무과실은 경과실이고 공무원의 개인과실

은 과실이라고 자주 언 되는데, 이는 경과실과 과실에 한 민

사이론의 고  구별이다. 그러한 공식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 략) 역무과실이 항상 경과실인 것은 아니다. 사기에 가까운 과

실도 직무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여 역무과실이 될 수 있다.152) 

이와 같은 오류우의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과실이 

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역무과실이 아닌 개인과실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 이기 때문이다. 그 후 꽁세이유ㆍ데따의 례 경향

은 ‘명백하고 특별히 한 과실’, 는 ‘ 외 으로 한 과실’ 등을 

개인과실로 인정하여,153) 과실 에서도 과실의 정도가 극히 한 

150) E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Tome 1, 1896, 648면,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31면에서

재인용. 
151)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re éd, 1892, 70면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148면에서 재인용).
152)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627-635면 (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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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154) 학자들 역시 부분 개인과실을 유

형화하여 악하고 있으며,155) 과실이 곧바로 개인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과실을 범한 경우에도 일정

한 요건 하에서 역무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역

이 확 되는 결과가 되었다.

3.보론 :과실  책임의 경합 문제

꽁세이유ㆍ데따는 과실이 직무수행  범해진 경우 그것이 개인과실로 

평가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그 표 인 로 알

려진 것이 르모니에(Lemonnier) 결156)이다.  결은 에서 연례 으

로 개최되어 온 축제에서 이루어진 사격놀이 도 에, 보행자인 르모니에 

부인이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환에 맞아 상을 입은 사안으로, 꽁세이유

ㆍ데따는 보행자가 탄환에 맞을 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장의 행 를 개인과실로 단하면서도 그것이 

직무상 자행되었다는 에서 역무과실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선언하 다.

오류우는 책임의 병존을 인정하는 데에는 부정 이었던 것으로 보이

고,157) 다만 개요서 제12 에서 앙게(Anguet) 결을 소개하면서 과실의 

병존만을 외 으로 인정하고 있다. 랑스 민법에서 사용자책임을 피

용자의 개인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제로 그 책임을 사용자가 신 지는 

153)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2001, 1303면 참조.
154) 김동희, 한국과 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 학교 법학 제26권 제1호, 

1985. 173-204면 (182면) 참조.
155) 표 으로 René Chapus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한 구체 인 분류 내용에 하여는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32-33면 참조. 
156) CE 26 juillet 1918, Epoux Lemonnier c. Commune de Roquecourbe
157) 컨 , 르모니에 결에 한 평석에서 오류우는 일련의 사실들이 공무원(시장)의

개인과실과 동시에 역무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정부 원의 보고서를 비 하면서, 

시장의 개인과실과 다른 공무원들의 역무과실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하

다.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636-654면 (651-6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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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이 병존한다고 보았는데, 이 때

문에 오류우는 과실이나 책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공법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 던 것으로 보인다. 오류우는 1908

년 포트리 결에 한 평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하 다.

국가배상책임은 공역무 이행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국가 법인의 직 인 책임이 되며, 개별 인 공무원

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역무 이행은 총체 으로 고려

된 역무 활동과 련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 다면 그것은 역무의 

과실이다; 이때의 공역무는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공무원 체이

며, 결과 으로 국가이다.158)

이처럼 오류우는 민법 이론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하여 책임 경합

의 인정에 소극 이었으나, 이는 권리구제의 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래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로 공무원이 범한 한 과

실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모두 개

인과실로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자력이 불충분한 공무원 개인에게만 책임

을 물을 수밖에 없어 실질 으로 손해 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

다.159) 

참고로 르모니에 결 이후에도 꽁세이유ㆍ데따는 직무 밖에서 범해진 

과실에 하여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왔으나, 1949년 미뫼르

(Mimeur) 결이 선언된 이래 직무 밖에서 범해진 공무원의 개인과실에 

하여도 그것이 직무와  무 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되었다.160) 한 사두디(Sadoudi) 결161)과 라쥬스키

158)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573-588면 (587면).
159)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4면 참조. 
160) 박균성, 랑스의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제5호, 1999, 35-52면 (40면) 참조. 
161) CE 26 octobre 1973, Sadoudi. 경찰 이 숙소에서 총기 오발로 동료 경찰 을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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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zewski) 결162)에서는 공무원의 개인과실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무로 인하여 과실의 수단을 제공받았다

면 역무와의 계를 완 히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시하기도 하 다. 

Ⅳ.소결 

랑스의 국가배상은 꽁세이유ㆍ데따의 례163)에 의하여 권리구제와 

행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 하여 왔고, 오늘날 공법  독자성을 

갖는 제도로 확고히 정립되었다. 례의 형성과 발 이 국가배상책임제

도 정립에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나, 이와 같은 례의 형성과 발 에

는 행정법학이 크게 기여하 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까지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는 랑스 행정법사에서 매우 요

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시기에 오류우는 지속 인 행정 례 평석을 통하

여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를 이론 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 으며,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다. 오류우는 귀납  직 을 통하여 이론의 

구상에 있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오류우의 제도이론, 국가의 

이르게 한 사건으로, 꽁세이유ㆍ데따는 “그 공무원이 속한 업무조직의 규율상 그의

주거에서도 권총을 보 해야 하며 … 이들 상황으로 미루어 업무 외에도 총기를 휴

해야 하는 리평화유지 로 인해 타인들에게 험을 주므로, 이 사고는 업무와 무

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162) CE 18 novembre 1988. 헌병이 역무시간 외에 개인 소유 무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

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헌병이 수개월 부터 자동차 도, 강도, 상해 등의 범죄를

질 는데, 헌병이 수사에 직 참여하여 수사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꽁세이데따는 이 을 고려하여 헌병의 개인과실이

역무와의 계를 완 히 상실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시하

다.
163) 랑스 행정법의 기 와 일반이론은 이웃인 독일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례의

향을 많이 받아왔고, 오늘날에도 리 례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박정훈, 독일행정

법과 비교하여 본 랑스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연구 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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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이론, 리행정이론 등은 그 자체의 독자  의미나 가치도 매우 

크지만, 책임이론의 개에 있어서도 많은 향을 주었다. 그리고 오류우

가 3단계에 걸쳐 정립한 역무과실책임이론은 랑스 국가배상제도의 요

체라고 할 수 있는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을 정립함에 있어 이론  기

가 되었다. 한 오류우는 경찰조치 역 등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의 

범 를 일정 부분 확 하는 데 기여하 으며,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의 구

별, 과실(책임)의 경합 등에 하여도 상세히 논증하 다.

이와 같은 오류우의 업 은 오늘날 역무과실에 입각한 독자 인 랑

스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정립에 기여하 다고 평가함에 있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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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에 한 시사

Ⅰ.개설

지 까지 모리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의 구성에 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심으로 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가배상제도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우리 국가배상제도에 

한 이론  논의는 체로 행정법 학자들에 의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

을 기 로 제정된 국가배상법의 해석론을 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법  에 입각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 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례는 재까지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운용하고 있

으며, 국가배상 사건이 사인 간의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혼합되어 처리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  우리 국가배상의 근거 규정과 더불어 학계에서 국가

배상과 련하여 학계에서 지 까지 논의된 주요한 주제들, 즉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 과실, 항고소송의 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법성의 문제 등을 간략하게 개 한다. 그런 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의 구성에 한 이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립된 

오늘날 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에의 시

사 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와 련하여서는 우리 법원 례가 갖는 

문제 에 한 지 도 필요할 것이다. 

Ⅱ.우리의 국가배상책임제도 개  

1.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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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는 공공단체에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

고 규정하 고, 이에 근거하여 1951. 9. 8. 법률 제231호로 제정된 국가

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는 과실

로 법령에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 을 때에는 국가 는 공공단

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 다. 그 후 국가배상법

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국가배상책임의 기본구조나 유형 등에 

한 근본 인 환 없이 주로 국가배상청구의 차와 인정 범 (이 배

상 지의 상) 등을 심으로 개정되어 왔다.164)

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165)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

원 는 공무를 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는 과실

로 법령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조 제1항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조물의 설치나 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

생하게 하 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배상책임의 

164) 정남철, 국가배상법의 안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ㆍ사법정책연구원 2014년 공동학

술 회 제1 주제 발표문, 11-44면 (15면) 참조.
165)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는 향토

비군 원이 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련하여 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

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 ㆍ유족연 ㆍ상이연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 1967. 3. 3.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와 동일

한 취지의 군인 등에 한 이 배상 지조항을 도입하 는데, 1971. 6. 22. 당시 헌

법률심사권을 갖고 있던 법원에 의하여 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규정이 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72. 11. 24.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군인ㆍ군속의 배상청구

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헌법에 도입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례규

정에 해서는 헌이라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정남철, 국가배상법의

안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ㆍ사법정책연구원 2014년 공동학술 회 제1 주제 발표문, 

11-44면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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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과 련하여서 자는 과실책임으로, 후자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학계에서는 국가배상에 한 많은 연구성과를 축 해 왔다. 근래에는 

주로 직무행 의 주체와 범 , 직무행 의 법성 개념, 법성과 책임의 

계 등의 문제를 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

가배상법의 기본구조를 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하여 지 되고 있

다. 

2.기존의 논의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한 논의는 국가배상법이 책임구조를 취

하는가 는 자기책임구조를 취하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먼  책임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책임은 원래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불법행 책임을 국가가 신하여 지는 책임이다.166) 이 학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법행 를 요구한다는 

을 근거로 하면서, 동조의 ‘과실’은 공무원 개인과 련하여 단되어

야 하는 주  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반면에, 자기책임

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국가배상책임을 국가가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신

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기 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행 를 통하여 국가

가 직  부담하게 되는 자기책임으로 본다.167) 

한편, 자기책임설과 책임설이 결합한 형태인 간설에 따르면, 국

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법행 가 경과실에 기한 것인 때에는 자기책임

166) 홍 형, 행정구제법, 2012, 29-31면 참조.
167)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 I 제17 , 2013, 603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 , 2013, 

738면; 정하 , 행정법개론 제8 , 2014, 544면; 정남철, 국가배상소송과 선결문제 : 

특히 구성요건 효력, 기 력 그리고 법개념을 심으로, 스티스 제116호, 2010, 

102-132면 (124-125면).



- 74 -

에 해당하고, 고의ㆍ 과실에 기한 것인 때에는 책임에 해당하게 된

다.168) 이 설은 피해자의 선택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다소 유사한 충설은 원칙 으로 공무원은 국가기 의 지 에서 

행 를 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나, 고의ㆍ 과실이 있거

나 순 히 사  이익의 추구 등에 기인한 것인 때에는 기 행 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원칙 으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만이 문제 되게 된

다고 본다.169) 다만 공무원의 고의ㆍ 과실에 기한 불법행 도 그것이 

직무와의 련성이 완 히 단 되어 있지 않는 한 직무행 로서의 외형

을 갖추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계에서는 당해 행 도 국가 등의 행

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당해 불법행

의 성질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당해 행 는 그 자체로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 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와의 계에서

는 일종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나, 내용 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

에 한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국가에 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한 때에는 국가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법원 1996. 2. 15. 선

고 95다38677 결 등). 

(2) 국가배상법상 과실 

국가배상법 제2조가 요건으로 하는 ‘과실’ 개념과 련하여 종래의 다

수설은 민법상의 과실과 유사하게 공무원 개인과 련하여 단되어야 

하는 주  책임요건으로 보았다. 이에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

실을 민법상의 과실 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도, 책임의 주체가 국

가라는 과 손해의 원인이 공행정이라는 에서 보통의 민사책임과는 

다른 책임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168)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3, 612-613면. 
169) 김동희, 행정법 I 제20 , 2014, 578-5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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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0) 

그러나 최근에는 과실을 객  개념으로 이해하는 해석론이 차 우

세해져 가고 있다.171) 이 학설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은 민법상의 과실

과는 다른 ‘국가작용의 흠’으로 보면서, 국가작용이 일정한 수 에 미달

한 것인 때에는 그 작용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특정 국가

작용에 있어서 과실 유무의 단문제는 그에 요구되는 일정 수 에 비추

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 공무원의 주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

다. 한 법한 행정작용으로 특정인에게 손해가 가하여진 경우 계공

무원에게 주  의미의 과실이 있었던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객  

념으로서의 국가작용의 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ㆍ무과실의 문제 

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항고소송의 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의 법성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 법성’의 구체 인 의미와 련하여서 결과

불법설, 행 불법설, 상  법성설 등의 학설이 립되고 있다. 

먼  결과불법설은 국가배상의 법을 가해행 의 결과인 ‘손해’의 불

법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나 국내에 이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학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에 있어서 법성 단은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에서와 같이 국민이 받은 손해가 결과 으로 시민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수인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기 이 된다고 설명되며,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 의 법 여부를 논하여야 하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는 타당하지 않은 이론이라고 비 되고 있다.172) 행 불법설은 ① 국가

배상의 법을 항고소송에서의 법성과 같이 행  자체의 법령 반으로 

170) 김도창, 행정법론(상), 1985, 446면.
171) 김동희, 국가배상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념에 한 소고, 서울 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 1979, 144-154면 (148-154면); 김동희, 행정법 I 제16 , 2010, 529면; 박균성, 국

가배상법의 법과 과실에 한 이론과 례, 행정법연구 제1호, 1997, 1-28면 (18면).
172)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6, 5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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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의의 행 불법설173)과 ② 행  자체의 법령 반뿐만 아니

라, 신의칙,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하여서 인정되는 공무원

의 직무상 손해방지의무 반까지 포함하는 의의 행 불법설174)로 구

별된다. 상  법성설은 국가배상법상의 법 개념을 행  자체의 

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가해행 의 태양 등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행 가 객 으로 정당성을 결한 경우라고 보

고 있으며, 일본의 통설ㆍ 례의 입장이기도 하다.175) 

이와 연결되는 쟁 으로 국가배상의 법과 항고소송의 법의 계가 

문제 된다. 일반 으로 국가배상소송상의 법이 문제 되는 범 는 항고

소송상 법이 문제 되는 범 보다 넓은데, 항고소송에서의 법 단은 

처분을 상으로 하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비권력  공행정작용 등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행사를 상으로 하고, 사실행 에 의한 손해배상이 

빈번히 문제 되기 때문이다.176) 그런데 항고소송의 기 력이 국가배상소

송에도 미치는지와 련하여 행 법설은 취소소송의 기 력이 국가배

상소송에 하여 미친다고 보나, 결과불법설  상  법성설은 국가

배상에서의 법을 항고소송에서의 법과는 다른 독자 인 개념으로 보

아 취소소송의 기 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177) 

173) 정하 , 행정법개론, 2014, 551면; 한편, 법성 단의 상에 하여는 일반 으로

행 법설이 타당하나 그 에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의의 행 법설이 타당

하다고 보는 견해로 신 기, 조연팔, 국가배상법상 법성의 개념에 한 분석 - 일

본의 학설 례의 동향을 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57호, 2012, 269-297면

(293-294면) 참조.
174) 김동희, 행정법 I, 2014, 564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6, 570-571면 참조.
175) 국내에서 상 법성설을 명시 으로 주장하는 학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176)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6, 578-579면 참조.
177) 한편, 처분의 법성을 취소소송의 소송물 요소로 악하여야 한다는 제 하에서, 

국가배상에서의 법성이 취소소송에서의 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 취소소

송에서 취소 결을 받은 원고로 하여 국가배상소송에서 그 기 력을 원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로 박정훈, 취소소송

의 소송물, [행정법연구 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361-470면 (특히 387-3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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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시사  ― 례에 한 비  검토를 포함하여

1.자기책임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이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

지에 하여 자기책임설과 책임설로 견해가 립되고 있는 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오류우의 제도이론에서 생된 법인격 이론과 

역무과실 이론은 자기책임설의 타당성을 이론 으로 뒷받침해 다. 국가

는 기 (공무원)을 통하여 행 하고, 기 의 행 와 그 법률효과가 곧 국

가에 귀속된다. 이러한 계는 민법상 본인과 리인, 는 사용자와 피

용자의 계와 일응 유사하게 보이나, 오류우가 지 한 바와 같이 그 실

질은 다르다. 민법상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 에 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고용(임명)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실질 으로 지휘ㆍ감

독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나, 국가는 스스로 공무원을 선택하거나 임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에 의하여 정부(국가)가 구성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정치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

가라는 법인과 그 기 은 민법상 사용자나 피용자 계처럼 분리하여 보

기 어렵다. 이는 공무원이 직 으로 범한 법행 에 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이 바로 국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에 한 가장 명확하

고, 본질 인 논거이다. 

랑스에서 국가배상의 공법  독자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와 같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다.178) 국가는 사인과는 다른 특별한 지 에

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류우가 공역무 집행을 한 국가 특권의 ‘代價’(la contre-partie)

178)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로 － 법한 처

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미공간),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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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하면서, 공역무는 모든 사람을 이익을 한 것이

므로, 공역무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 체를 

한 개인의 희생이 된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2.공법상 책임으로서 독자성 확립 

국가배상책임은 형식 으로는 담당공무원의 법한 행 ( 는 부작 )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 손해, 인과 계 

등을 요구한다는 에서 민법상 불법행 책임과 구조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 책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마찬

가지로 일반 사인인 것과 달리, 국가배상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 등 행

정주체이다. 국가 등은 공동체를 한 일을 수행할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직무집행의 법성까지 보장할 의무를 지며, 공권력을 그 수

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

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국가배

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 보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ㆍ사익의 조정의 결과, 다시 말해, 행정주체의 활동이 야기한 손해에 

하여 어느 범 까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한계를 결정한 

결과이며, 그 효과는 법한 행정작용에 한 통제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특성들은 국가배상책임을 민사책임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 인 책임으

로서 자리매김하게 한다. 그러므로 행정의 책임에 한 법을 私法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179) 

례가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소극 인 이유  하나는 국가배상소송

을 항고소송에 하여 보충 인 것으로 보면서, 항고소송으로 인한 권리

구제로 충분하다고 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컨 , 국가시험 내

지 문분야시험 출제 오류와 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179) Gabriel Ecker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t modèle civiliste, in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2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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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정하면서 당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어 재응시 기회가 부여되었는

지 여부를 책임 인정 여부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으로 언 하

고 있는 에서 엿볼 수 있다.180)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독자성 확립과 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종

래 국가배상소송을 부차 인 제도로 취 하는 경향으로부터도 벗어날 필

요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행 행정소송법상 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一次的으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

분의 효력을 배제 받고, 二次的으로 손해 보를 한 국가배상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일반 인 모습일 것이다.181)182) 그러나 이차 인 권리구제제

도라는 것은 단지 선후 계의 문제일 뿐이지, 국가배상소송 자체가 항고

소송에 비하여 덜 요하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오류우는 그의 개요

서 제2 에서 행정행 에 의하여 래된 손해가 당해 행 의 취소에 의

180) 련 례의 문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결 (사법시험 1차

시험 출제 오류 련)

“이 사건 원고들은 불합격처분에 한 제소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이에 하여 다툴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 의 극 인 구제조치에 의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 고

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보책임을 시험을 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 인 이유가 있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② 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출제 오류

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리를 담당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문항의 출제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어 이로 인하여 합격자 결정이 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유로 공무원 내지 시험출제에 여한 시험 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하여는, ( 략) 제1차 시험의 오류를 주장하는 응시자 본인에게 사후에

국가가 제1차 시험의 합격을 제로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 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 략) 이로 인하여 손해의 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 인 이유가 있다고 단되어야 할 것이다.”
181)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송물, [행정법연구 2]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388면 참

조. 
182) 이와 같이 취소소송을 1차 권리구제수단으로, 국가배상을 포함한 손해 보를 2차

권리구제수단으로 지칭하는 것은 독일 행정법의 향을 받은 것이다. 최계 , 처

분의 취소 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 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61-300면 (2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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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상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취소소송은 허구  만족만 

 뿐이라고 하 고,183) 개요서 제6 에서는 공공 리에 한 분쟁이 본

질 으로  보상에 한 분쟁이라고 하여184) 국가배상소송의 상

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배상소송의 상은 반드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 한 행정작용이 포함되므로,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 185)에 한 표 인 司法的 통제방식이 된

다. 그리고 행정주체에 하여 직 인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에

서 때로는 항고소송보다 더 강력한 행정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186) 그러므로 항고소송으로 인하여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18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89면.
184)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6e éd, 1907, 483면.
185) 일례로, 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결은 토지 사정명의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토지에 하여 한민국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으로서, 그 후 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

성하게 되어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결국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한민국을 상

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 다. 이와 같이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 한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배상소송이 실

질 으로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사안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41306 결)은

한민국이 보존등기에 앞서 정당한 소유자의 존재 여부를 밝 보았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반하 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 다. 그러나 법원은

한민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보존등기를 마친 것

은 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 으면 이 사건 토지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취지로 원심 결을 기하 다. 이러

한 법원의 결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186) 컨 , 서울행정법원에 빈번히 수되는 사건 유형 하나인 출국 지처분 취소소

송을 들 수 있다.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법무부장 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세 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

을 지할 수 있다. 이에 하여 법원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 지는 체납자

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

을 방지함에 주된 목 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정 액 이상의 조세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체납하 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 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 되게 취하고 있다( 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결,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6647 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조세 체

납을 이유로 한 출국 지처분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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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들어 국가가 손해의 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실질 인 이유가 

없다고 하는 법원 례 설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국가배상은 

항고소송과 독립 인 제도이고, 처분의 취소 결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

는 손해가 있을 때는 완 한 권리구제를 하여 두 가지 유형의 소송이 

서로 보완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187) 

참고로 행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해 처분등과 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 청

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배상소송도 당사자소송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면,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책임 구조의 극복

이와 같은 자기책임설의 입각한 국가배상책임의 공법  독자성을 확립

하기 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과실에 하여 국가가 책임

을 지는 것이라고 으로써 사실상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별하지 아니하

는 , 즉 책임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먼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에 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 지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이후에 특별

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출국 지처분을 하여 재차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71900 결. 취

소 결에 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법한 출국 지처분이 이루어

졌을 때 이를 단순히 취소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국 지로 인하여 당사

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까지 이루어진다면 행정청이 지 보다는 더 신

하게 처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87) 최계 , 처분의 취소 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 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61-300

면 (2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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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규정은 국가배상책임이 국가의 자기책

임인지 책임인지에 하여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88) 그런데, 국

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 는 공무를 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

하면서 고의 는 과실로 법령을 반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항의 문언은 책임설

을 취하는 입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참고로 헌법재 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는 과

실을 규정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 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

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기도 하

다.189)

그러나 앞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민주주의도 19세기 말 

랑스에 비견할 정도로 발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제는 국가배상책

임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토양이 성립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190) 앞서 본 헌법재 소의 결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향후 국가

배상법 제2조도 자기책임설에 입각한 것으로 명확하게 개편되어야 할 필

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것이다. 

비록 입법  개선이 있기 이라 하더라도 랑스의 꽁세이유ㆍ데따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례를 통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자기책임 으로 구

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아

직까지 확고하게 책임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국가배상이 공무원 

개인의 민법상 불법행 책임을 국가가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188)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로 － 법한 처

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

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미공간), 21면 참조. 다만, 헌법재 소는 2015. 4. 30. 선고

2014헌바99 특정경제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3조 제1항 헌소원, 2014헌바

153(병합) 형법 제355조 제2항 등 헌소원사건에서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 
189) 2015. 4. 30. 선고 2014헌바99 특정경제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3조 제1

항 헌소원, 2014헌바153(병합) 형법 제355조 제2항 등 헌소원.
190) 박정훈, 앞의 , 22면 참조.



- 83 -

배상의 성립은 (공무원의) 민법상 불법행 책임을 제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심지어 일반 민법상 불법행 보다도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매우 

소하게 하고 있어 학계에서 많은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의 목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

14428 결의 사안으로 돌아가 보자. 

사실 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민국 산하 특허청장은 변리

사 제1차 시험을 주 하는데, 종 에는 상 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변리사법시행령이 2000. 6. 27. 통령령 제16867호로 개정되면서 2002. 

1. 1.부터 평가제로 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2002. 1. 

10.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제로 시행될 첫 변리사 제1차 시험을 같은 해 3. 31.에 시행하겠다

고 발표하 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만인 2002. 1. 12.  발표문이 삭제

되었고, 같은 해 3. 25.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상 평가제로 환원하는 내

용의 변리사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었으며,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 다. 원고들은 바로 그 해에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가제에 의할 때 합격 기 에 해당하는 

수를 얻었으나 상 평가제로 인하여 탈락하게 된 수험생들이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장이 원고들에 한 불합격처분, 즉 이 원고들의 신

뢰이익을 침해하여 법하다는 에 하여는 선행 항고소송에서 상고심

까지 거쳐 이미 확정되었다. 한  법원 례 서두에서도 변리사 제

1차 시험을 상 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을 같은 해 시

행한 시험에 즉시 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시험이 치러지

리라는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므로  처분이 법하다는 것을 재

차 인정하고 있다. 

결론 으로 법원은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

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원심을 기환송하 다. 그런데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한 주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 즉 “수험생들에

게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평가제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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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시험난이도 수 도 종 의 수 으로 유지되리라는 기  내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 특허청장이 반드시 이를 보호하

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고 보이고,” 라는 부분과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이 개정  시행

령에 따라 평가제로 실시되리라는 수험생들의 기 와 신뢰는 상

이고 가변 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인

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의 침해가 …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

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라고 설시한 부분은 동일한 

결의 반부에서 처분의 법성을 명시 으로 인정한 것과 잘 맞지도 않

을 뿐더러,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당해 처분에 한 법성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민사법원이 새롭게 법성을 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  

들게 한다.191) 

와 같은 설시에 뒤이어 결은 “공무원들은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 로 합리 인 근거에 기 하여 

와 같은 견해를 취하여 개정 시행령에 하여 경과규정 등의 조치 없

이 당일부터 시행하 다고 할 것이므로, …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맺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에 한 객  사정에 한 단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뢰에 

보호가능성이 없다거나 신뢰이익의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는 견해도 충분

히 가능하다는 등 처분의 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설시를 한 

이후에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결은 국가배상 사건에 있어서 법원 례의 문제 을 총체 으

로 보여 다. 먼  앞서 본 것처럼 처분의 법성이 항고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항고소송보다 더 엄격한 기 으로 당해 처분의 법성을 

191) 동일한 취지로 법원의 입장을 비 하는 주요 문헌으로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로 － 법한 처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

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

(미공간); 최계 , 처분의 취소 결과 국가배상책임, 행정 례연구 제18권 제1호, 

2013, 261-30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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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민

의 권리구제 폭을 소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법성을 통제하기 

한 항고소송의 취지마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192) 게

다가 법원은 와 같은 단을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한 설시에서 한

다는 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법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문제도 있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일부 례 에는 법령해석이 복잡ㆍ

난해하고, 이에 한 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객  사정을 기

로 공무원의 과실을 부정하는 유형의 례193)194)도 상당히 많다. 그러

나  사안의 경우 특별히 그와 같은 객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담당공무원의 주  사정에 한 설시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이미 평가제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계 법령을 개정하고 공

고까지 하 다가 작스럽게 법령을 개정하여 경과규정도 없이 곧바로 

상 평가제로 시험을 시행한 것을 특별히 정당화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

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례의 가장 근원 인 문제는,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 

개인의 주  과실에 기 한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이라 할 것이

다. 이는 우리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공법성에 한 근본  성찰

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 과 동시에 오류우가 이미 100년보다 더 

이 에 극복한 1단계(과실책임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2) 한편, 랑스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성과 과실의 계에 하여는 박 정, 랑

스 국가배상책임제도에서 법성과 과실의 계, 한양 학교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2012, 5-28면 참조. 
193) 이에 하여는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 , 사법 책임에서 공법 자기책임으

로 － 법한 처분에 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심으로－, 2010. 6. 25. 한국공법학

회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 회 발표문(미공간), 3-15면 참조. 
194) 례는 법령의 잘못된 해석ㆍ 용으로 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

다고 단하는 근거로 법령의 문언이 명백하지 않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법령의 해석에 한 학설이 통일되지 않고 립하고 있거나 확립된 례가 없을 것, 

공무원이 법률 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나름 로 신 을 기하여 립되는 견해

합리 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내린 해석일 것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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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

원을 매개로 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직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법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험책임이론의 재조명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오류우의 이론은 제3단계에 해당하는 역무

과실책임으로 귀결되었고, 무과실책임195)은 재 랑스에서도 과실책임

에 하여 외 ㆍ보충 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제

2단계에서 말하는 험이론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험

책임의 존재 의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데, 특히 공법상 험책임의 법리

가 생소한 우리 법에 있어서는 살펴볼 가치가 크다. 

공법상 험책임은 공익목  수행상 형성된 험상태로부터 발생한 손

해를 행 의 법, 법 여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하는, 행

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간 인 역에 치하는 국가책임

의 유형이다.196) 오류우가 보험이론 는 역무행 이론을 통하여 말하고

자 하 던 바는 결국 공역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를 ‘행정

 험’ 는 ‘행정의 事故’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제도를 그에 한 일종

의 사회보험으로 설계하자는 것이다. 국가배상의 재원은 결국 조세 등 

사회 체의 부담에 의하게 되므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험의 사회화

를 통하여 공  부담 앞의 평등을 실 하게 된다. 

험책임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 던 랑스의  다른 공법학자가 바

로 뒤기인데, 그는 험이론만이 국가의 책임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뒤기는 앞서 본 것처럼 국가의 법인성을 부정하는 견지에서 “행

195) 랑스 행정법상 무과실책임은 험책임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김기

진, 험책임의 법리에 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2009. 2.), 341-315면

(347-348면) 참조.
196) 박균성, 행정상손해 보(국가보상)의 개념과 체계, 행정과 공법이론: 남하서원우

교수화갑기념, 1991, 473-494면 (4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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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책임은 공역무의 작용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

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된다.”197)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곧 행정상 

험책임으로 보았다. 한 개인이 큰 집단에 마주 설 때마다 과실에 한 

주  책임체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책임주의를 비 하

다.198) 그에 따르면 모두를 한 공역무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를 겪은 사람들에 하여는 공동체 고가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개념 

에서만 국가의 책임을 설정할 수 있고, 만약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그것

은 공무원을 매개로 하여 국가가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모

든 사회  험으로부터 모든 피통치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199) 

국가법인의 개념을 부정하 다는 에서 오류우와 정반 의 입장에 서 

있고, 이에 하여 오류우와 논쟁200)을 벌이기도 하 지만, 공공의 이익

을 한 국가의 활동으로 인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개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론

에 있어서는 오류우가 험책임이론으로 주장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197) Léon Duguit, Les transformation de droit public, 1913, 262면, 박 정, 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한 연구 ―역무과실과 법성의 계를 심으로

―,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47면에서 재인용. 
198)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446면 참조. 
199) Léon Duguit, Léon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TomeⅠ, 1911, 435면(Lucien 

Sfez, 앞의 책, 447면에서 재인용). 
200) 컨 , 1919년 뇨-데로지에(Regnault-Desroziers) 결에서 꽁세이유ㆍ데따는 주거

집지역 인근에 다량의 폭탄을 보 했다가 폭탄이 폭발하여 인근 주민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행정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 다. 이에 하여 뒤기는 국가배상책임이 험

에 한 일반 인 책임이 되었다고 하면서, “논리 해법과 논리가 항상 승리한다. 

학자이며 내 친구는 오류우는 형편없는 언자로 보인다.”고 하 다. 그러나 오류우

는 꽁세이유ㆍ데따의 와 같은 결은 외 인 것이며 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게도 이를 제한 으로 해석하 다. Lucien Sfez, 앞의

책, 449면 참조; 한편 꾸이떼아(Couitéas) 결에 한 평석에서도 오류우는 결이

험의 일반이론을 창시하는 새로운 례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쟁 는 매우 외

인 상황에서의 보충 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 다. Maurice Hauriou, Notes 

d'arrêts sur décisions du Conseil d'État et du Tribunal des conflits. Tome 1, 1929 

(Reprint 2000) 698-7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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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으로 험책임이론으로 구성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이 에 하여는 오류우가 마조 그 꼬 결

의 평석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와 같다. 그러나 랑스는 명하게도 과

실이론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에 하여 례를 통하여 

험책임의 용 범 를 계속 확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오늘날 랑스에서 공법상 험책임은 공무상의 험한 작업으로

부터 발생한 사고, 폭발물, 군용무기  운반기구 등 험물로 인해 야기

된 피해, 그리고 험한 활동 내지 기술로 인해 야기된 피해, 컨 , 화

재를 진압하기 하여 필요한 괴행 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 비행청

소년의 재교육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 등의 역으로 확 되어 있

다.201) 

재 우리나라에서 험책임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등 일부 특별

법에서 극히 제한 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본격 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입법론 으로 험책임 법리를 도입하여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그리고 험책임을 포 하는 하나의 통합 인 손해 보체제

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202)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

다도 재 국가배상법 규정이나 례에 의할 때 법ㆍ무과실의 역에

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재 법원 례가 과실책임의 기  

에서도 소극 으로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례의 해

석론으로 공법상 험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랑스 공법학에서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오류우와 뒤기가 일찍이 

과실책임주의의 한계와 험책임의 필요성을 인식했었던 것을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실 인 근법은 과실 개념

을 객 으로 단함으로써 과실의 주  념에 따르는 법ㆍ무과실

201) 홍 형, 행정구제법 ― 행정상손해 보ㆍ행정쟁송 ―, 2012, 282면. 
202) 강 호,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험책임, 토지공법연구 제32집, 2006, 301-315면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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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부정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Ⅳ.소결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배상

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일반 으로 공

무원의 직무행 , 법성, 고의ㆍ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 계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배상법 규정의 정비  국가배상책임의 기본구

조 개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  오류우에 의하여 일정한 

향을 받은 랑스 국가배상책임제도가 주는 시사 은 네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국가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다. 둘째, 공법상 독자  성격을 

갖는 책임제도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과는 본질 으로 다르다. 셋째, 우

리 국가배상책임제도가 공법 독자  제도로 발 하기 하여는 이를 민

사상 불법행 책임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 버리는 책임구조를 극복

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국가배상법이 기본 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

하고 있기는 하나, 오류우의 2단계 이론인 험책임이론의 의미를 재조

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랑스와 같이 험책임을 해석론을 통하여 

보충 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서 공무원의 과실을 공무원 개인의 주  과실이 아니라 공무 수행상의 

의무 반 는 국가작용의 하자로 해석함으로써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강화한다면 법ㆍ무과실의 경우를 최소화하여 권리구제와 행정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 우리 법원 례는 국가배상책임을 책임  구조로 이해하면

서 매우 제한 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례의 극복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법원이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소극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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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 인 이유는 국가재정의 문제, 그리고 원활한 공무수행의 해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먼  랑스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본 인 근거, 즉 

공동체의 이익을 하여 행사되는 공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손해

를 야기한 경우에 그 개인에게 손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203)을 우리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랑스를 비롯하여 우

리보다 먼  공법학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의 를 비추어보더라도, 국가

배상책임의 구조는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발 에 따라 국가무책임

사상에서 책임으로, 다시 자기책임으로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기책임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을 구성하여도 좋을 만

큼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보이므로, 어도 재정상의 고려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어도 좋은 것인지 의

문이다. 

한편, 오류우의 개요서는 물론 랑스의 여러 문헌에서 국가배상책임 

문제와 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의 문제를 항상 묶어서 논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랑스에서도 원활한 공무수행의 보장 한 하

나의 공익으로서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  보장의 수단으

로서 역무과실과 공무원의 개인과실을 구분하고, 역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랑스의 

례와 학설은 체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역무과실을 넓게 인정하

고, 개인과실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의ㆍ 과실의 경우에 한정하는 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

42178 원합의체 결을 통하여, 사실상 랑스와 유사한 행정  보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  국가배상책

임의 성립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무수행의 원활이라는 가치

20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2e éd, 1893, 94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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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지나치게 집 하여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통제라는  다른 

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배상소송이 남용되거나 국가

배상책임이 무한히 확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의 범 를 제한하는 공법

 법리를 정립함으로써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무원의 과실이라

는 요소를 들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구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랑스 국가배상책임에 하여 고찰

하는 여러 문헌들이 향후 례 개선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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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결어

랑스는 사법과 구별되는 독자  역으로서 행정법이 가장 먼  생

성ㆍ발 한 곳이며, 1873년 블랑꼬 결을 계기로 공역무의 개념과 공익

힐  내지 공ㆍ사익의 조화라는 목 을 심으로 독자 인 법 역을 구

축하여 왔다.204) 국가배상과 련하여서도 오늘날 랑스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평가된

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발 된 제도를 단기간 내에 구축한 것은 아니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의 변천 과정과 그 기 에 놓인 꽁세이유ㆍ

데따 례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늘날 랑스 국가배상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무과실책임’ 개념은 다양한 이론과 례의 축  

에서 정립된 것이다. 

오류우는 제1단계(1892년 ~ 1897년)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랑스 민법

의 사용자책임과 동일한 과실책임으로 악하 고, 공무원이 직무 집

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는 사용자로서 피용자( 리

인)인 공무원의 행 에 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책임 구조로 이해하 다. 한 국가배상을 논함에 있어서도 책임의 인정 

자체보다도 공무원에 한 행정  보장의 측면에 더 을 두고 있다. 

 시기는 아직 그의 사상의 독창성이 형성되기 이 으로서, 오류우는 

당시 국가배상책임의 공법성 독자성 규명에도 깊은 심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제2단계(1897년 ~ 1905년)에서 오류우는 종래의 과실책임이론

에서 벗어나 국가배상책임을 험책임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환의 배

경에는 상호공제조합의 활성화, 산업재해의 증가로 인한 근로자 보호 필

요성의 두, 단체재해책임보험의 출 , 그리고 1898년 ｢산업재해책임에 

204)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연구 1]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27-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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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의 제정 등이 있었다. 오류우는 제2단계  기에는 보험이

론에 입각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 는데, 행정  사고의 험에 

비하여 시민들 사이에 상호보험이 체결되고, 국가 법인이 이를 리한다

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험은 법과 공공부담 앞에서

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  속에 보험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1899년 오류우가 독자

으로 연구한 리행정에 한 이론에 터 잡아 국가가 리의 방식으로 

공역무를 집행할 때 발생한 사고에 한 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구성

하면서 이론이 더욱 체계화된다. 국가와 국민은 력  계에 놓이며, 

국가는 직무 운용의 법성을 보장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약할 권

리가 있는 반면,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

에 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험책임이론

은 민사  과실이론에서 벗어나 행정의 책임을 보다 더 공법 으로 구성

하기 한 시도 다. 

그 후 오류우는 1905년 마조 그 꼬(Tomaso Greco) 결에 한 평

석을 계기로 제3단계(1905년 ~ 1929년)에 도달한다. 오류우는  평석에

서 민사이론(과실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감에 지나친 향을 받

은 것은 아닌지 반문하면서 ‘과실’이라는 개념을 국가배상책임의 역으

로 다시 끌어온다. 그러나 이때의 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역무과실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국가배상책임은 개별 인 공무원이 

지른 과실에 한 주  책임이 아니라 공역무의 과실에 한 국가

의 객  자기책임으로서, 민법상의 과실책임과 구별되는 공법 독자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론은 행정이론이며, 국가배상소송은 행

정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무과실책임은 험책임과는 다른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추정되지는 않고, 당사자에 의하여 최소한의 증거의 기

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불가항력 으로 발생한 손해 는 공무원의 

개인행 에 의한 손해에 하여는 국가가 면책된다. 이와 같이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의 구성에 하여 과실책임과 험책임을 거쳐 최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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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무과실책임이론에 도달하 다. 

오늘날 랑스의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례를 심으로 형성된 것이지

만, 오류우는 지속 인 례 평석을 통하여 꽁세이유ㆍ데따의 례를 이

론 으로 뒷받침하고 강화하 으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 다. 

오류우는 제도이론과 국가의 법인격 이론 등을 통하여 역무과실이 역무

에 귀속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 고, 3단계 이론의 정립 과정에서 오늘

날 랑스 역무과실 개념의 독자성 정립에 이바지하 다고 평가된다. 

한 오류우는 국가배상책임을 확 하고자 하 으며, 역무과실과 개인과실

의 구별, 과실(책임)의 경합 등에 하여도 의미 있는 논증을 보여주었

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 구성에 한 이론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먼  국가배상책임은 자기책임으로 구성함이 

옳다. 국가라는 법인과 그 기 은 민법상 사용자나 피용자 계처럼 분

리하여 보기 어렵고, 국가배상책임은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일반 사인이 

아닌 국가 등 행정주체이므로, 민법상 불법행 책임(사용자책임)과는 본

질이나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에 하여 종 의 민

사법  내지 책임  시각을 극복하고, 이를 공법  성격을 갖는 독

자 인 책임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는 례의 입장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론 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를 자기책임에 

입각하여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민사  삶은 고립된 개인을 내세우는 반면에 행정  삶은 공동체를 결

합시키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에 따르는 국가책임의 원칙은 민법에만 

기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205) 국가배상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

로 개편한 행정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배상제도와 련하

여 공법 인 독자  법리를 정립하기 한 노력을 포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리스 오류우의 국가배상책임구성에 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205) Lucien Sfez, Essai sur la contribution du doyen Hauriou a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1966,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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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은 이를 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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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rice, La Penseé du doyen Maurice Hauriou et son influence, 



- 100 -

1969.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15e éd, 2001.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0e éd, 2012.



- 101 -

Résumé

Une étude sur la théorie de Maurice Hauriou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 Concentrée sur 3 étapes du développement de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civile, en passant par la responsabilité pour risque, à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

Park, Hye Young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n France, c'est avec l'arrêt Blanco de 1873 qu'est apparu le 

principe d'une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autonome, indépendant de 

tout texte. A partir de la fin du XIXe siècle, le Conseil d'État a 

développé une jurisprudence trés protectrice des particuliers. Maurice 

Hauriou, professeur à la Faculté de droit de Toulouse, a fondé la 

théorie de la faute de service par trois étapes en construisant après 

coup de remarquables théories explicative et justificatrices de la 

jurisprudence. 

La penseé initiale de Maurice Hauriou fut d'une banalité puisqu'il 

fondait sur la faute civile la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En ce 

qui concerne la natur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il a estimé 



- 102 -

que la responsabilité du commettant pour ses préposés résultant soit 

du texte même de l'article 1384 du Code civil. 

En 1897, Maurice Hauriou, dans la troisiéme édition de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que et sa note sous l'arrêt Cames 

a changé d'analyse par réaction contre un civilisme. Il a développé la 

théorie du risque basé sur la conception de l'assurance ou le fait de 

service jusqu'à 1905.  

C'est dans sa note sous l'arrêt Tomaso Greco en 1905 que la 

chagement radical s'opère. Il revint à la faute mais à une théorie 

nouvelle de la faute proprement administrative. Il a déclaré que la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prend sa source dans l'opération du 

service public qu'elle est devenu une responsabilité directe de la 

personne morale administrative. Pour lui, la responsabilité pour faute 

de service n'est pas l'application pure et simple de la théorie civiliste, 

mais une théorie administrative appropriée à l'organisation corporative 

des personnes morales. 

On peut dire que le régime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coréenne est encore dans la première étape. Ainsi, l'étude sur la 

théorie de Maurice Hauriou d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peut 

fournir quelque perspectives utiles au régime coréen. 

Mots-clefs: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français, Maurice Haur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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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te de service, responsabilité pour ri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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