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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

― 大法院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金 炯 錫 **

Ⅰ. 序
1.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의 意義
所有權은 私法秩序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우리 법질서가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23 조). 이에
좇아 우리 민법전은 소유권자에 대하여 우선 물건에 대한 使用․受益․處分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민법 제211 조1)), 이러한 배타적 귀속에 장해
가 되는 행위 내지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제213 조, 제214 조). 이렇게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우

리 학설은 소유권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으로 명명해 왔다.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다.
첫째로 타인이 소유자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자는 그 타인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을 우리 민법
은 所有物返還請求權이라고 부른다(제213 조 표제 참조).
둘째로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경우,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
는 者에 대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念慮 있는 行爲
를 하는 者에 대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제214 조)
이 유형의 물권적 청구권을 민법은 각각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所有物妨害豫防
請求權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설에서는 이 두 청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所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하에서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民法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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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物妨害排除請求權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2)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장해가 그 소유물의 점유라는 방식
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의 회복을 강제하고, 그
이외의 장해에 대해서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妨害와 損害의 구별
그런데 제214 조가 요건으로 하는 방해의 개념이 제213 조의 적용범위를 제외한
기타의 소유권 장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필연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異質的인 사안들을 포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개념의 외연은 확정하기 어려

운 것이 되기 쉽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通說은 제211 조가 정하는 소유자의 권리를 출발
점으로 하여 同條가 인정하는 포괄적 권리에 (점유의 상실이 아닌 방식으로) 장
해가 되는 행위 내지 사실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있다고 하여 방해
의 개념을 소유자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다.3)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른다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는 우선 방해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부정하
거나 그 법적 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法的 妨害). 예컨대 어
떤 사람이 자기 소유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는 소유자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분상의 난점, 제186 조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방해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권한을 사실적으로
저지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事實的 妨害).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의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면 즉 방해를 法的인 妨害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事實的 妨害까지 포괄하는 내용으
로 파악한다면, 우리가 손해배상법상 이해하는 損害의 개념과 쉽게 구별할 수 없

2) 李銀榮, “所有者의 妨害除去請求權”, 不動産法學 제1권, 1987, 197면.
3) 예컨대 郭潤直 편집대표, 民法注解[V], 박영사, 1992, 241-242면(梁彰洙 집필); 金曾
漢․金學東, 物權法, 박영사, 제9판, 1997, 옆번호 424 朴駿緖 편집대표, 註釋民法 物
權(1), 사법행정학회, 제3판, 2001, 505면(金先錫 집필); 徐光民, “物權的 請求權에 관
한 一考察”, 民事法學 제17호, 1999, 48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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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돌을 던져 타인의 주택의 유리창을 깬 경
우, 주택의 소유자가 돌을 던진 자에게 돌을 제거할 것을 방해배제로 청구할 수
있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새 유리창을 끼울 것을 방해배제로 청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간단하게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리창이 깨졌다는
결과는 일응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예컨대 추위 등으로 인하여 창문이 없
는 상태로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소유권 행사에 대
한 ‘ 방해’ 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해와 손해의 개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를 명확히 구별하
여야 할 필요는 더욱 긴박하게 제기된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에 대
하여 대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有責性의 原則(Verschuldensprinzip) 에 있다. 즉 방
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방해를 하고 있는 자(아래에서 “ 방해자” 라고 한
다)가 방해 상태를 유책하게 야기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전보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자는 가해
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제750 조 참조). 따라서 방해와 손해
개념 사이에 명확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들이 방해제거청구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손해배상법에 있어서의 유책성 원칙을 공동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
게 한다.4)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서 원상회복을 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과는 달리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은 특정이행을,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 우리나라는 독일
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므로 독일에서와 같은 兩請求權의 첨예한 理論區分은 불
필요하다” 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 견해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민법에서 방해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방해제

4) 民法注解[V](註 3), 242-243면(梁彰洙).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 제1004조의 운용에서 나타난 엄청난 양의 서로 모순적인 판결
들을 일람하여 보면,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실제로 문제되고 있으며 또한 방해배제의
형태로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최근
판례의 개관으로 Elke Herrmann, “Die Haftungsvoraussetzungen nach § 1004 BGB Neuere Entwicklungen und Lösungsvorschlag”, JuS 1994, 273, 274 참조.
5) 李銀榮(註 2), 205면; 李銀榮, 物權法, 박영사, 개정신판, 2002, 446면 註 80.

2004. 12.]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397

거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잠탈이 일어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진 자는 이를 강제집행하는 경우 통상 대체집행( 제
389 조 제2 항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60 조) 에 의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청구권자

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0 조 제2 항 참조).6) 따라서 만일 손해배상으로 구
한다면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할 금전의 급부를 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한다면 그
러한 입증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잠탈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손해와 방해의 구별은 방해제거청구권의 올바른 운용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통설은 기본적으로 손해와 방해는 구
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방해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
제거청구권으로 제거해야 할 방해가 있는 것이지만, 방해 상태가 종료한 후에는
더 이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시점부터는 손해배상청구권으
로 전보를 받아야 하는 손해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자 한다. 즉
‘ 방해상태의 현존’ 을 방해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7) 특히 방해가 있기 위

해서는 방해되는 물건 및 소유권이 현존하여야 하므로, 방해 받을 소유물이 멸실
한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된다고
한다.8)
이러한 통설에 따른다면 주택으로 던져진 돌의 예에서 던져진 돌은 주택에 현
존하고 있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하여 그 제거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유리창
은 “ 멸실”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6) 民法注解[V](註 3), 243면(梁彰洙).
7) 金相容, 物權法, 법문사, 전정판증보, 2003, 412면; 金容漢, 物權法論, 박영사, 재전정판,
1993, 312면; 金曾漢․金學東(註 3), 옆번호 424; 李英俊, 韓國民法論 [物權編], 박영사,
신정2판, 2004, 526면; 李銀榮(註 5), 449면; 註釋民法 物權(1)(註 3), 506면(金先錫) 등.
기본적으로 통설의 입장을 좇으면서도 이를 내용적으로 보충하는 독일의 反對行爲說
(actus-contrarius-Theorie)을 좇는 견해로는 民法注解[V](註 3), 243-244면(梁彰洙). 반대
행위설에 대하여는 아래 Ⅱ. 4. 참조.
8) 郭潤直, 物權法, 박영사, 신정판, 1992, 358면; 註釋民法 物權(1)(註 3), 505면(金先
錫); 金相容(註 7), 412면; 金容漢(註 7),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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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대법원 판결과 그 논리구조
(1)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한 판결9)에서 방해와 손해의 구별과 관련된 문제를

판단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지방자체단체인
피고 市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원래 지반이 인접토지보다 3m 정도
낮고, 웅덩이가 패어진 상태로 폐하천 인접지역의 황무지로 방치되어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피고는 자신의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물(塵芥) 을 토지에 매립함으
로써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하천 유수에 의하여 훼손된 농지를 양질의 농지
로 조성하기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의하였고 원고는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토지는 성공적으로 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 토지 아래에는 생활폐기
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별도 구분 없이 매립되어 있고 표층으
로부터 1, 2m 정도는 토사로 볼 수 있으나 그 아래 매립 부분은 층을 별도 구분
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로 혼합하여 매립되어 있는 사실” 이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취거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국가배상으로 구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 이 쓰레기 등이 부
패, 소멸되지 않고 현재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의 소유권
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 위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 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원고의 國家賠償請求權은 관철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해 사안에서 동 청구
권은 이미 消滅時效가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의 쟁점은 원고가 적법
하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
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며,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
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현재 그 지하에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에 속하는 쓰레기와 그 범위

9) 大判 2003.3.28, 2003다5917 (공보 2003, 1063). 이하에서 ‘대상판결’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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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벗어난 쓰레기가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
도 이는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만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
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대법원은 앞서 인용한 원심 판결의 이유제시를 그
대로 인용하면서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2) 대상판결이 공간된 이후 발간된 몇몇 문헌은 ― 자세한 논평을 가하지는

않으나 ― 이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요건인 妨害의 現存性을 확인한 판결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법
익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와는 다르다” 고
하면서 이 판결을 그 예로 들고 있거나,11) “ 방해는 현존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이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12) 문헌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선뜻 수긍할 수 없다. 물
론 이 판결이 손해와 방해를 峻別하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따
라서 법명제로서의 그 문언만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통
설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대상판결이 그 法論理的인
관점에서도 이전의 대법원 판례 및 통설이 사용하였던 손해와 방해의 구별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판시 속에서 어떤 다른 기준을 슬며
시 도입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검토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해하고 평석하
10) 서울 高等法院 2002.12.17. 선고, 2001나11682 판결.
11) 宋德洙, 民法講義(上), 박영사, 2004, 옆번호 982.
12) 李英俊(註 7), 526면 및 註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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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판결의 내용은 판례의 추상론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가치평가의 기준인 것이다.
필자는 대상판결이 이전의 통설․판례의 손해와 방해의 구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에서 피고의 쓰레기 매립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따라서 유해한 쓰레기가 원고
의 토지에 묻혀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이미 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방해자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소유
자의 토지 등에 지속하고 있어도 방해는 종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예컨
대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비록 건축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존속하고 있는 이상 토지 소유자
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하여 철
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3) 이러한 판례의 배후에는 방해
자의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도 그 결과가 타인의 소유권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경
우에는 그 결과의 배제를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벌써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 아래에서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대상판
결이 제기한 손해와 방해의 구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
존의 통설․판례의 출발점을 좇아 소유자의 권능을 기준으로 하는 방해 개념을
서술한다(Ⅱ.). 물론 여기서 기존의 통설의 태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 소유자의 권능에 대한 장해’ 라는 기준을 사용할 때 인정되어야 할
방해의 개념을 필자의 생각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구
성된 방해 개념과 대상판결의 방해개념을 비교하고, 대상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
하는 독일의 소수설을 검토한다(Ⅲ. 1, 2).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따르게 될 것이다(Ⅲ. 3). 서술은 대상판결과의 관련 하에 주로 소유물방
해제거청구권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3) 예를 들어 大判 1965.6.15, 65다685 (집 13-1, 196) 등의 다수의 판결들은 건축이 종
료한 후에 존속하고 있는 건물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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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所有者의 權能에 대한 障害로서 妨害
1. 일반론
소유자의 권능(제211 조)을 기준으로 하여 방해 개념을 파악한다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 방해의 내용
冒頭에 지적한 바와 같이,14) 방해의 개념은 적극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소

유권의 내용(제211 조)의 원만한 실현이 점유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저지되는 것
으로 소극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내용의 침해가 있는 한에서는 그
것이 사실적인 성질의 방해인지 법적인 성질의 방해인지 문제되지 아니한다.15)
(a) 소유자가 소유물의 사용․수익에 방해를 받는 경우에 事實的 妨害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판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실적 방해의 예는 토지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에 의하여 자신의 사용․수익의 권능이 방해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철거청구이다.16) 이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은 토지의 반환에 관한 제213
조의 청구권과 함께 행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周圍土地通行權( 제219 조)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토지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에 대
한 방해로 볼 수 있다.17)
그리고 제217 조가 정하는 임미시온 역시 소유권에 대한 사실적 방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즉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
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소유권의 사용․
수익에 대한 방해 내지 간섭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방해를 받는 자가 임미시온
을 배출하는 자에게 행사하는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 제214
조; 거주자가 소유자인 때) 내지 占有物妨害排除請求權( 제205 조; 거주자가 소유자
가 아닌 경우) 이고,18) 제217 조는 이 청구권들을 不動産의 相隣關係의 범위에서

14)
15)
16)
17)
18)

註 3에 인용된 문헌 및 그에 대한 본문의 서술 참조.
金曾漢․金學東(註 3), 옆번호 424.
註 13에서 인용된 판결 및 民法注解[V](註 3), 252면(梁彰洙) 이하에 인용된 판결 참조.
大判 1982.6.22, 82다카102 (집 30-2, 153).
郭潤直(註 8), 314면; 金相容(註 7), 363면; 金容漢(註 7), 253면; 金載亨, “所有權과 環
境保護”, 韓國民法理論의 發展(李英俊 華甲紀念論文集), 1999, 331-332면; 徐光民(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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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受忍義務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다. 즉 제217 조에 따라 수인의무가 인
정되면 방해는 위법성이 없어 방해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
다.
(b) 방해자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

이는 경우 이를 法的 妨害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판례에서 나타나는 중
요한 사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부실한 등기 즉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정정을 제214 조의 방해의 배제로 청구하
는 경우이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음으로써 소
유자의 권리가 부정되는 외관이 형성되고 이로써 소유자의 처분권 행사 등에 장
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기의 말소에 의
한 방해배제 외에도 이른바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에 의한 방해배제도 인정한다.19)
(c) 이른바 消極的 妨害도 제214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해라고 해석된다. 소

극적 방해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에 빛, 공기 전망 등을 차단하는 방식으
로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독일 민법전 제906 조가 임
미시온의 개념에 ‘流入’(Zuführung)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
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그러한 제한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제214 조의 방해에서
소극적 방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20)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 토지나
3), 491-492면 특히 註 33; 民法注解[V](註 3), 309면(柳元奎). 그러나 제217조에서 독
자적인 청구권을 도출하는 견해도 있다(예컨대 高翔龍, 物權法, 법문사, 2001, 264-265
면; 註釋民法 物權(1)(註 3), 549면(李相泰)). 제217조가 적용되는 한에서 제2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李英俊(註 7), 527면; 李銀榮(註 5), 450면)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이 견해는 제217조가 “생활방해를 규정하는 독자적인 의의가 있는 조항”으로
“소유권의 일반적 기능으로써 생활방해의 규제라는 목적까지 모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註釋民法 物權(1)(註 3), 549면(李相泰)). 그러나 소유권
특히 부동산 소유권의 행사에 소유자의 생활보호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작위적이다. 소유권은 그 자체의 가치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와 인격이 그의 생활에서 실현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므로 보호되는 것이다(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7. Aufl., 1989, S. 38f.). 그러므로 위 견해는 불필요하게 소유권의 내용과 의
의를 축소한 다음, 그렇게 얻어진 왜소한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소유권 보호와 생활
의 보호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상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 大判(全) 1990.11.27, 89다카12398 (공보 1991, 189).
20) 金曾漢․金學東(註 3), 옆번호 429; 李英俊(註 7), 527면; 民法注解[V](註 3), 245면(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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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
적 환경” 이 방해받음을 이유로 하여 사찰로부터 6m 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 의 19 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전체 건물 중 16 층부터 19 층

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바 있다.21) 물론 소극적 방해는 방해자의 권리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방해를 받는 자는 통상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만, 방해의 강도가 상린관계에서 기대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평가되
는 경우에는 그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2)
(d) 반면 이른바 精神的 妨害 내지 美學的 妨害23)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방해

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에 다툼이
있다.24)

(2) 청구의 상대방
통설은 청구의 상대방 즉 방해자를 “ 현재 방해상태를 일으켜 놓고 있는 자” 로
서 “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 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방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25) 특히 방해
가 타인의 행위로 생긴 경우이든 또는 자연력으로 생긴 경우이든, 현재 방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방해상태를 발생하게 하고 있으면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

彰洙).
21) 大判 1997.7.22, 96다56153 (공보 1997, 2636); 大判 1997.10.28, 95다15599 (공보
1997, 3617)도 참조.
22) 독일의 통설은 소극적 방해를 독일민법 제1004조의 방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방
해의 강도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린관계에 기한 독자적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보
상청구권을 인정한다. Ebbing, in: Erman, Handkommentar zum BGB, 11. Aufl., 2004,
§1004 Rn. 18, 19 참조.
23) 이웃 부동산에서 나체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RGZ 76, 130) 또는 이웃 건물
에서 포주가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24) 긍정하는 견해로 李英俊(註 7), 526-527면; 李銀榮(註 5), 449-450면; 부정하는 견해로
民法注解[V](註 3), 245-246면(梁彰洙); 註釋民法 物權(1)(註 3), 507-508면(金先錫).
25) 大判 1966.1.31, 65다218 (요지집 I-1, 416); 郭潤直(註 8), 357-358면; 金相容(註 7),
412면; 金容漢(註 7), 313면; 金曾漢․金學東(註 3), 옆번호 427; 註釋民法 物權(1)(註
3), 502-503면(金先錫); 徐光民(註 3), 496-499면. 반면 순수 자연력에 의한 방해의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귀속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214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로
民法注解[V](註 3), 250-252면(梁彰洙); 李銀榮(註 5), 450-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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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그 개략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개별 사안 유형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러한 방해의 방해자에의 귀속의 문제를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 특히 독일의 학설의 영향을 받아 방해자의 책임을 行爲責任과 狀
態責任으로 구별하는 최근의 일부 학설26) 을 좇아 사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2. 行爲責任
방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 그를 행위방
해자(Handlungsstörer) 라고

하고,

그가

부담하는

방해배제의무를

행위책임

(Handlungshaftung) 이라고 한다.

(1)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행위에 의한 행위책임
행위책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방해자가 持續的이거나 反復的인 행위로 타인
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周圍土地通行權(제219 조)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거나,27) 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그 예이다.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한에서 제214 조의 책
임을 묻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소유권은 상대방의 행위
에 의하여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이 방해가 現存하고 있
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이 제214 조에서 귀책사유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자신이 과실 없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행위책임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현재의 행위로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는 그 행위를
중단하여 방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방해 행위가 이미 아무런 결과 없이 중단되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 행위의 지속 내지 반복” 이라는 사실이 방해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행위 자체가
26) 徐光民(註 3), 493면 이하; 民法注解[V](註 3), 249면 이하(梁彰洙) 참조. 방해배제의
무를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이분하는 태도는 독일 민법학이 행정법학의 경찰책임
이론을 가공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경찰책임에서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에 관하여는 金
東熙, 行政法 Ⅱ, 박영사, 제10판, 2004, 202면 이하; 金南辰, 行政法 Ⅱ, 박영사, 제7
판, 2003, 267면 이하 참조.
27) 註 17에 인용된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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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 마당에는 더 이상 그 배제를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의 예에서 타인의 토지를 더 이상 도로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의 토지에 더 이
상 주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사이 토지의 이용에 따른 보
상을 不當利得 내지 不法行爲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방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이 “ 과거의 경작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방해를 하고 있
지 않은 이상 과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경작방해배제를
청구함은 무의미한 것” 28)이라고 판시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미 종료한 행위에 의한 행위책임
그런데 이와 구별하여야 할 사안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남아 타인의 소유물에 방해를 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방해자의 방해 행위(쓰레기 투기) 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로 쓰레
기는 타인의 토지에 계속 존속하게 되고 이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해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가 소유물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도
행위책임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29) 우선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는 그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영
향력도 없었던 토지 소유자는 아니다. 이러한 상식적 판단의 근저에는 일단 어떤
상태를 의식적인 행위에 의하여 창출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그 상태에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자신이 상태를 창출함으
로써 그에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내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법의 영역에서 낯설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제
109 조 제1 항 단서, 제125 조, 제126 조, 제129 조, 제391 조, 제535 조 등), 그러한 한

도에서 이러한 “ 상식적 판단” 은 법적인 근거를 가진다.
물론 종료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방해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방해제거의무는

28) 大判 1963.1.31, 62다878 (요지집 I-1, 415).
29) 그러나 徐光民(註 3), 489면은 행위의 종료로 방해 역시 종료한다고 한다. 이는 同文
獻이 주로 독일에서 소유권한참칭설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의 저서들을 참조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한참칭설에 대하여는 아래 Ⅲ.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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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근거지울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는 점유자의 自力救濟
( 제209 조 제1 항) 및 소유자의 正當防衛(제761 조 제1 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30)
소유자는 통상 소유물에 대한 점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유자는 자신이 소
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占有를 不正히 [ …] 妨害하는 行爲에 대하여 自力으
로써 이를 防衛” 할 수 있다( 제209 조 제1 항). 게다가 소유자는 그러한 행위가 소
유권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유자 자신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배제할 수 있
다(제761 조 제1 항). 그러므로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
지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면, 소유자는 그 자리에서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로 그 타
인의 투기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소유자는 방해를 처음부터 폭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질서는 그러한 방해를 처음부터 용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의 규정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방해행위에 대하여 자력구
제 및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소유자의 물건에 현재
잔존해 있는 방해상태 역시 법질서가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 방해상태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만
약 소유자가 불필요한 폭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방해를 수인한 후에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제기하였는데 법이 방해의 제거를 명하지 않는다면, 법이 불가
피하게 인정한 폭력을 회피하고 법률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력을 구하는 권리
자를 차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자가 방해행위를 알지 못하
여서 자력구제 내지 정당방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왜
냐하면 법질서가 용인하지 아니하는 방해상태 및 그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안 유형의 본질적인 측면임에 반하여,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우연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
하여 방해 제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은 결코 합
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없다.31) 결국 방해 배제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
우 그 판단은 방해행위 및 그 결과가 처음부터 법질서에 의하여 배척된다는 사

30) 이하의 서술은 특히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Ⅱ/2, 13. Aufl., 1994,
§ 86 Ⅱ 2 b (S. 677f.)에서 시사를 받았다.
31) Larenz/Canaris(註 30), aaO. (S.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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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방해상태가 소유자가 아닌 방해자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결국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의 규정에서 방해행위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해
상태는 방해자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결론은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자력
구제의 경우 방해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209 조의 문언에서
명백하며, 정당방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유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32) 그러므로 행위방해자가 과실 없이 자신에게 권
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그 결과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다. 예컨대 과실 없이 자신의 토지라고 여기고서 쓰레기를 투기한 자 역
시 진정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쓰레기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3) 小結
이로써 행위책임은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의 상관적인 제도임이 드러난다. 즉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방해를 주는 자는 유책성의 여부를 불문
하고 그 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
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행위책임은 아직 방해가 존속하는 한에서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해가 종료된 이후에 문제될 불법행위책임의 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태책임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반드시 사람의 행위에 기인할 필요는 없다. 일정
한 경우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장해는 어떤 물건이나 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
다. 이렇게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점유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태방해자(Zustandsstörer) 라고 하고, 상태방해자
가 부담하는 방해제거의무를 상태책임(Zustandshaftung) 이라고 한다. 상태책임에
서는 방해가 방해자의 직접적인 행위의 개입 없이 발생한다. 만일 방해상태가 방
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행위책임의 두 번째 유형
32) 郭潤直, 債權各論, 박영사, 제6판, 2003, 404면; 金相容, 債權各論, 법문사, 개정판,
2003, 671면; 李銀榮, 債權各論, 박영사, 제4판, 2004, 807면; 註釋民法 債權各則(8),
사법행정학회, 제3판, 2000, 535면(蘇星圭 집필)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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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뿐 상태책임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1) 사안 유형
이러한 상태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직접적 행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방해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甲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乙의 정원으로 쓰러지거나, 甲이 기르는 애완
동물들이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오물 등을 남기거나, 甲의 토지에 있는 시설에서
乙의 토지에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임미시온이 배출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상태책임에서는 제3 자의 행위가 개입하여 방해상태가 발생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甲이 乙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다가 丙의 토지에 버
리고 사라진 경우, 甲은 丙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행위방해자이지만, 乙은 방해
를 하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상태방해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
안 즉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 내지 양수한 자 역시
후자의 의미에서 상태방해자이다. 즉 타인의 토지에 권리 없이 건물을 건축한 자
는 행위방해자이지만,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방해를 하는 물건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상태방해자인 것이다.

(2) 상태책임의 근거와 범위
(a) 우리나라의 통설은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상태방해자의 방

해제거의무를 인정한다. 즉 방해는 반드시 방해자의 행위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
으며, 오히려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방해자라고 한다. 그
러므로 “ 방해가 타인의 행위로 생긴 경우(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때) 이든 또는 자연력으로 생긴 경우( 예
컨대, 폭풍으로 상대방이 소유하는 수목이 이웃 토지에 쓰러진 경우) 이든, 현재
방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방해상태를 발생케 하고 있으면” 33) 소유물방해제거청
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법원은 타인
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매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
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 건물을 전소유자

33) 郭潤直(註 8), 358면. 아울러 註 25에 인용되어 있는 문헌들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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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
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 에 있어서 방해제거청
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는데,34) 이는 상태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접하는 병원의 시체실에서 들어오는 악취 및 곡성35)이나 인접하는
고등학교에서 들어오는 오물36) 등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파악하고 그 제거 및
예방을 명하였다면, 병원 및 학교의 소유자는 상태책임을 진 것으로 보아야 한
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상태책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은 의문이 있다. 우선 상태방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통설이 언급하는 “ 방해상태의 지배” 라는 공식이 실질적
인 가치평가 기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 공식에서는 방해가 나오
는 물건의 소유만이 “ 방해상태의 지배”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 점유” 까지 포함되
는지 불분명하며, 그밖에 방해상태의 유지에 어떠한 의지적․인지적인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내포하기도 한다. 주관적 요소 없는 “ 지배” 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설이 제시하는 “ 방해상태의 지배” 라는 공식은 모호
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모호함은 판례가 불법건축물의 매수인의 지
위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인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매수인이 과연 “ 법률상의 처분권” 이 있는지의 문제37)
및 “ 사실상의 처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이러한
지위에 있으면 그 자체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의 물
음에 대한 대답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통설은 자연력에 기한 방해상태가 있는 때에도 이 상태를 “ 지배하는

34) 확립된 판례이다. 大判 1967.2.28, 66다2228 (집 15-1, 179); 1967.12.26, 67다2073 (집
15-3, 418); 1969.7.8, 69다665 (집 17-2, 310); 1986.12.23, 86다카1751 (공보 1987,
233); 1988.5.10, 87다카1737 (공보 1988, 947); 1988.9.27, 88다카4017 (공보 1988,
1337); 1991.6.11, 91다11278 (공보 1991, 1912); 1997.9.5, 95다51182 (공보 1997,
3005) 등.
35) 大判 1974.12.24, 68다1489 (공보 1975, 8267).
36) 大判 1974.6.11, 73다1691 (공보 1974, 7931).
37)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전에도 무권리자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권을 허여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률상의 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예컨대 郭潤直(註 8),
170-171면은 이를 원칙적인 경우로 상정한다), 매매계약상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이상
이를 모든 매매계약에 포함된 묵시의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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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는 상태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방해자가 항상 방해제거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자연력에 인간의 힘이 전혀 관여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상태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면, 이는 민법의 다른 권리구제수단과
비교할 때 매우 엄격한 책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방해상태가 순수 자
연력에 기한 경우에도 방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떠한
요건 하에서 방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38)
따라서 우리 민법 제214 조에 기한 책임유형으로 상태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서는 그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b)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의 근거와 귀속기준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선 그

것이 문제되는 사안 유형들을 다시 한 번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Ⅱ. 3. (1) 참
조). 그런데 거기서 제시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면, 특히 물건이나 시설에서 타
인의 소유권에 대한 불이익한 간섭이 기인하는 사안들에는 단지 제214 조의 방해
배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제758 조의 공작물책임도 문제가 됨을 인
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14 조의 해석론으로서는 제214 조의 방해배제의무와
제758 조의 공작물책임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가모순을 회피할 수 있는 방
해의 개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214 조의 해석에 있어서 제
758 조의 가치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758 조 제1 항에 의하면 工作物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소유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점유자는 추정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즉 제758 조는 상태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침해가 물건에서 기
인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침해가 타인의 소유권에 대
한 간섭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758 조 제1 항의 적용례와 제214 조에 기한 상태
38) 民法注解[V](註 3), 250면 이하(梁彰洙) 참조. 반면 귀속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에 의
문을 표시하면서도 침해가 방해자의 의사적 행위에 귀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견
해가 있다(李英俊(註 7), 522, 528면; 이에 따르면 바위가 폭우로 굴러 이웃 토지에 떨
어지는 경우 이는 자연현상이지 방해가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는 자기모순적이다. 왜
냐하면 이 견해가 자연력을 방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식인 “의사적 행위
에의 귀속”은 바로 우연한 사정에서 책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귀속의
기준이기 때문이다(예컨대 Gursky in: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3. Bearb., 1993, §1004, Rn. 92 참조). 따라서 귀속가능성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의사적 행위에의 귀착”을 언급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이다. 이는 아마도 방해
제거청구권에서 문제되는 귀속이 (손해배상법에서 문제되는 책임(Schuld)으로서 주관적
귀속이 아닌)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Larenz,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1927, S. 60f., 89ff. 참조).

2004. 12.]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411

책임의 사례는 통상 일치하게 된다.
공작물책임과 상태책임의 광범위한 일치가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제758 조 제1 항은 依用民法과는 달리 책임을 부동산에 기한 침해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동산에 기한 침해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 항에서 “樹木의 植
栽 내지 保存의 瑕疵” 를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工作物” 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인

간의 힘이 관여한 物件에서 기인하는 모든 불이익한 영향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물건에서 기인하는 불이익한 간섭이 바로 상태책임의
요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전형적인 상태책임에서 나타나는 방해
현상, 예컨대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범람,39) 장마에 의한 가로수의 쓰러짐,40)
폭우에 의한 제방 범람41) 등의 현상이 공작물책임에서 문제되었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758 조의 적용범위가 물건에 기한 간섭을 포괄한다면, 제758 조에 내
재하고 있는 입법자의 가치평가에서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의 근거 및 귀속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758 조에 의하면 물건의 안전성 결여에서
기인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불이익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
자는 추정된 과실에 의하여 책임을 지고, 소유자는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완결된 침해에 대하여 어차피 무과실책임 내지 추정된 과실에 기한 책
임을 지게 될 사람은, 아직 존속하고 있는 침해에 대하여 그 침해상태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그 존속
하는 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
자는 역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존속하는 침해의 제거 비용은 어떠한 경
우에도 결국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
상회복의 방법으로 침해상태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이다. 침해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침
해가 종결되기 전 그 불이익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부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의 제거 의무는 제214 조에서 명료한 법률적 근거를 발
견할 수 있다.
39) 大判 1980.1.29, 79다2160 (공보 1980, 12596).
40) 大判 1993.7.27, 93다20702 (공보 1993, 2411). 이 사안에는 제758조와 동일한 취지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41) 大判 2000.5.26, 99다53247 (공보 2000, 1510). 이 사안에서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이 적용되었으나, 사안에서 문제된 손해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신손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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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앞의 대법원 판결에
서는 물의 압력에 의하여 담이 무너지고 이로써 그 가옥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안이 문제되었다. 이 경우 배수시설의 소유자는 피해자의 상해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무너진 담을 제거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도 과실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758 조). 그렇다면 피해자가
무너진 담을 제거할 것을 제214 조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정할 법논리
적․법정책적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간섭이 순수하게 물건에서 기인하는 사안 유형에서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은 공작물책임과의 상관성에서 그 체계적 근거를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로부터 타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한 간섭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점유자에 대하
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214 조는 제758 조와는 달리 방해의 위법성만을 요건
으로 하면서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해의 배제가 문제되
는 한에서 점유자는 비록 공작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제214
조에 기한 방해제거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제3 자의 행위가 개입하여 나타나는 상태책임의 경
우에도 타당하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제3 자가 절취한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버리고 가는 경우나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양수인의 경우, 엄밀하게 말하
여서 방해가 방해자 소유 물건의 안전성 결여 즉 “ 하자” 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안들에서도 방해상태는 직접적으로 방해자의 소유물
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방해는 방해자의 소유물이 정당하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유물이 정당하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 역시 공작물에서의 안전성 결여와 마찬가지로 그 물건의
존속을 위한 일정한 당위 요청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위 사례들에서 소
유물이 방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소유물이 위치할 수 있는 장소에 위
치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소유권의 행사를 위하여 부응하여야 할 당위적 기준
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장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들과 방해가 순수하게 물건에서 기인한 사안들을 가치평
가에 있어서 달리 취급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후자에서 문제되는 것이 물건
상의 하자라면, 전자에서는 권리상의 하자가 문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 자의 행위가 개입한 상태책임의 유형에서도 물건의 소유자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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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c)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련성은 이 책임 유형에 대한

외국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 독일에서도 상태책임의 근거 및 귀속요건을 독일 민법 제836 조 이하(소유

물방해배제청구권적 성질을 가지는 독일 민법 제908 조는 그 ‘방해자’ 의 개념에
관하여 同條를 참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의 부동산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검
토하는 견해가 유력하다.42) 물론 독일 민법 제836 조는 건물의 자주점유자의 추
정된 과실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해석론의 결과들이 우리 민법 해석에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나, 불법행위법과의 상관성이라는 관점에
서 상태책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 제214 조에 해당하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알

지 못한다. 물론 학설과 판례는 지역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전의 로마법
과 보통법에서 인정되어 왔던 바의 소유자의 否認訴權(action négatoire) 을 해석에
의하여 인정하기는 하였다.43) 그러나 부인소권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인 방해배
제청구권을 도출하는 결과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오히려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
는 우리 민법상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문제되는 사례들을 ― 일정한 경우 점유
보호청구권에 의하는 외에 ―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소유물방해배제를 위하여 활용가능하였던 프랑스 민법의 규정들은 제1384 조에
기한 사물책임 및 제1386 조에 기한 건물소유자 책임이었고, 이들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제1382 조 및 제1383 조가 적용되었
다. 그러나 소유물방해배제를 둘러싼 불법행위책임은 곧 독자적인 영역의 책임유
형(“相隣妨害(troubles des voisinage) 에 기한 책임”) 으로 발전하였고,44) 그 결과
현재 소유물방해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린방해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
고 있다.45) 이에 따르면 상린방해 책임은 他人에 대한 非常한 상린방해(un
trouble anormal du voisinage)의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고, 법원은 그 법률효과로

서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독자
42) 예컨대 한편으로 Herrmann(註 4), 274, 278ff., 다른 한편으로 Larenz/Canaris(註 30),
Ⅲ 3 (S. 686ff.).
e
43) 우선 Terré/Simler, Droit civil: Les biens, 6 éd., 2002, n. 915 참조.
44) Malaurie/Aynès/Stoffel-Munck, Les obligations, 2003, n. 123(“responsabilité autonome”).
45) Terré/Simler(註 43), n. 323; Viney/Jourdain, Traité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é, 2 e éd., 1998, n. 945, 95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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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46) 그러나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한다.47)
그러므로 프랑스 법에서 소유물에 대한 방해상태가 있는 경우 우선 독자적인
불법행위책임으로 방해자의 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이 손해
배상청구권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건에 의한 침해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침해가 현재 지속하는 경우 그 전단계의 구제수단으로서 피해자
가 제214 조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론과 그 논리에 있어
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iii) 스위스 민법은 제641 조 제2 항에서 방해제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가 상태책임으로 이해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제로 스위스 민법 제679
조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同條에 의하면 다른 부동산 소유자가 그의 권리를
踰越함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가해의 배제

내지 발생할 우려 있는 가해의 예방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제
679 조는 부동산 소유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방해배제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자의 권한 유월에 의한 침해가 있으면 아직 현존하
고 있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하
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스위스 민법 제679 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48) 여기서도 상태책임 사안에서 방해제거청구권이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의 전단계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상태방해자
이렇게 공작물책임에 내재하는 가치평가를 소유물방해청구권에 원용한다면 冒
頭에 제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와 상태책임의 귀속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제758 조의 공작물책임은 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소유자와 점유자를 들고 있다.
46) Mazeaud/Chabas, Leçons de droit civil, tome Ⅱ/1: Biens, 8 e éd., 1994, n. 1345.
47) Malaurie/Aynès/Stoffel-Munck(註 44), n. 249; Viney/Jourdain, Traité de droit civil:
Les effets de la responsabilité, 2 e éd., 2001, n. 19.
48) Rey in: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Bd. 5, 1998, Art. 679 Rn. 6,
15. 스위스 민법 제679조가 적용되는 한에서 제641조 제2항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
다(Wiegand in: aaO., Art. 641 R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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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이 공작물책임의 전단계적 구제수단이라면, 상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자도 방해가 기인하는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라고 해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태책임의 근거는 방해자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라는 물권
법적 관계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주관적 상태는 방해제
거의무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특히 제214 조에서 귀책사유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한, 점유자가 제758 조 제1 항 단서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
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예컨대 이웃 토지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축이 들
어와서 오물을 남기는 경우, 이웃 토지 및 가축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방해를
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절취된 자동차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수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에 내재하
는 가치평가에서 방해자를 특정하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 방해를 지배하는 자”
와 같은 막연한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용을 가능하게 함
은 명백하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자와 방해자가 별도
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多數의 방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방해자 모두 방해배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49) 그러나 소유자와 점유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두 사람 모두가 상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일방은 법률적인 이유로 인하여 방해배제의무를 이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방해가 기인하는 시설의 임차인의 경우 임
대인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시설을 마음대로 보수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지위
에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의 점유자로서의 방해배제의무는 이행불능을 이
유로 관철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50)
이렇게 방해가 기인하는 물건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를 상태방해자로 보는 견
해에 따르면 소유권 내지 점유의 승계에 의하여 상태책임이 이전한다는 결론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안 즉 타
인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양수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49) 다수의 방해자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각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李銀榮(註 2), 211-212면. 독일의 통설이기도 하다. Medicus,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3. Aufl., 1997, § 1004 Rn. 44 참조.
50) 이러한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한도에서 방해배제청구권에 이행불능의 법리를 유추적
용할 수 있다는 것이 독일에서 일반적인 견해이다. Medicus, Bürgerliches Recht, 19.
Aufl., 2002, Rn. 4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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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단 타인의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건축한 자는 그 건축이 종료된
이후에도 행위방해자로서 방해배제의무가 있다(위 Ⅱ. 2. (2) 참조). 그러나 그가
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따라서 이제 양수
인이 방해가 기인하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직접 건
축을 하였던 행위방해자는 이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의 방해배제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건물의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해
가 기인하는 물건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역시 상태방해자로 방해제거의무
를 부담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안에서도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
로, 그의 방해배제의무는 이행불능으로 관철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의 매수인만
이 방해제거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51)

(4) 자연력에 의한 방해의 경우
공작물책임과의 관련 하에 상태방해자를 특정하는 관점에서는 자연력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상태책임의 인정 여부도 법률의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758 조의 공작물책임의 취지는 인간의 힘이 가공된 물건이나 시설의 경우 그
로부터 불이익한 영향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제758 조 제2 항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즉 樹木은 그 자체로는 인간의 힘
이 가공되지 아니한 물건이지만, 그것이 인공적으로 植栽되는 이상 인간의 영향
력이 개입하는 것이고, 법률은 거기에서 바로 위험의 증가를 인식하여 제1 항과
같은 엄격한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758 조는 인간이 물건에 대하여
51) 이들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통상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
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고 있는 토지소
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大判
1986.12.23, 86다카1751, 공보 1987, 233)고 판시하는 것은 비록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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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킨 위험성이 실현되어 나타난 경우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정하는 규정
이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이 인간이 창출한 위험성 증가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
우, 同條의 적용이 배제됨은 당연한 것이다. 판례52) 와 학설53) 역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758 조에 기한 책임을 부정한다.
공작물책임의 입법취지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사전적 구제수단인 제214 조에
기한 상태책임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귀속기준을 찾을 수 있다. 즉 상태책임이 문
제되는 경우에 방해는 그것이 비록 방해자의 행위의 관여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방해자의 의식적 관여 하에 방해의 가능성이 창출된 물건이나
시설에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54) 따라서 방해자가 일정한 한도에서 물건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이후 방해가 나타날 수 있는 선행조건을 창출한 경우
에는 제214 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지만, 그러한 관여 없이
순수한 자연력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간섭이 발생한 경우나 물건 자체
의 방해 잠재력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태책임을 인정할 수 없
을 것이다.55)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력에 의하여 방해상태가 창출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방
해제거의무를 인정하는 통설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방해자는 제758 조에 의한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도 그 방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제758 조의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14 조와 제758 조를 상관적인 제도로 이해하여 두 책임에 동일한 귀속기준을
인정하여야 두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평가모순을 배제할 수 있다.

(5) 小結
이상의 고찰에서 상태책임과 공작물책임이 체계상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바
탕으로 하여 상태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즉 상태방해자는 방해
가 기인하는 물건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행불능에 따라
52) 大判 1982.8.24, 82다카348 (집 30-2, 276) 등.
53) 郭潤直(註 32), 423면; 金相容(註 32), 743면; 註釋民法 債權各則(8)(註 32), 474면(吳
容鎬).
54) Baur, “Der Beseitigungsanspruch nach § 1004 BGB”, AcP 160 (1961), 478-480 참조.
55) 同旨: 民法注解(註 3), 250-251면(梁彰洙); 李銀榮(註 2), 208-210면. 명시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徐光民(註 3), 498-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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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이 방해의 잠재력을 증
가시키지 않았던 순수 자연력에 의한 방해의 경우, 상태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4. 손해와 방해의 구별
(1)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된 방해의 개념은 어떻게 손해와 구별할 수 있을 것

인가? 우선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은 상태책임의 경우 손해와 방해의 구별 문제
는 상당부분 의의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태책임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동시에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해와 손해를 엄밀하
게 구별할 실익은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 토지에 있는 인공 연못에서 물
이 범람하여 소유자의 정원의 꽃들이 죽고 진흙이 쌓인 경우, 손해와 방해를 엄
밀하게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설령 진흙의 존재 및 꽃의 손실을 모두 ‘손해’
라고 성질 결정한다고 하여도 토지 소유자는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는 방해제거의무를 지는 것과 결론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즉 통상의
상태책임에서 종국적인 비용분담의 결과는 피해자의 소유권 장해상태를 손해로
판단하든 방해로 판단하든 변함이 없다.56)
(2)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안유형은 기본적

으로 행위책임의 경우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통설이 방해의 현존성을 기준
으로 함은 앞서 지적하였다.57) 이에 따르면 소유권에 대한 장해상태가 현존하고
지속하는 한에서는 방해제거청구의 대상인 방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방해가
종료한 이상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방해를 받는 물
건이 멸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방해를 운위할 수 없으므로 손해만이 있다는 것
이다.
56) 제214조가 적용된 재판례에서 건물철거 이외의 상태책임의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
은 많은 사안이 실제로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으로 처리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우선 註 39-41에 인용된 판결들 참조). 방해배제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상관적인 관
계가 명백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도 같
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또는 이에 면책약정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태책임에 있어서도 다시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아래에 서술할 반대행위설에 의하여 방해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
한 사안은 성질상 드물 수밖에 없다.
57) 註 7, 8에 인용된 문헌 및 본문의 서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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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설의 설명은 원칙적으로는 수긍이 되고, 따라서 동의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문제는 방해의 현존성이라는 통설의 기준이 실제 사안을 해결함에 있
어서는 명백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학설
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건의 멸실과 같은 손해상태가 있으면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을 수반하기 때문
이다.58)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창문을 깬 예에서, 창문은
이미 깨졌으므로 통설의 견해에 따라 방해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진
창문으로부터 찬 바람이 들어와 주택의 사용․수익이 방해를 받는 경우, 방해의
배제는 깨진 창문의 교체에 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방해를 법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장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면, 이러한 불명확함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손해와 방해의 구별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사실상의 장해가 지속하고 있어 손해와 방해의 구별
에 결정적인 난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권한을 기준으로
하는 방해 개념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추가적인 관점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3) 이러한 시각에서 통설의 방해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방해자의 행태를 고려

하여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려는 견해가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
면 만일 방해의 개념 자체만으로 손해와의 구별이 어렵다면, 방해배제의무의 범
위의 기준은 방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방해자에
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反對行爲(actus contrarius) 이
다. 즉 방해자는 자신이 행한 방해행위에 대한 반대의 내용의 행위를 할 의무만
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를 무
력화하는 내용의 반대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해가 물건에서 기인하는 상태책임에
는 방해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즉 방해원인(Störungsquelle)
의 제거만이 방해자의 반대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밖의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
상법의 영역이라고 한다.59) 예컨대 돌을 던져 창문을 깬 사례에서, 방해행위가

58) 예컨대 Baur(註 54), 488; MünchKomm/Medicus, § 1004 Rn. 59 참조. 대상판결의 사
안에서 통설의 기준에 따른 손해와 방해의 구별의 어려움은 아래 Ⅲ. 3. (4) 참조.
59) Baur(註 54), 489. 李銀榮(註 2), 201면은 “반대행위”(actus contrarius)를 “對向的 行爲”
라고 번역하나, 바우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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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던지는 것이었으므로 방해의 배제는 반대행위인 돌의 수거행위에만 국한되
고, 창문의 교체 등은 손해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反對行爲說이라고 부
를 수 있을 이 견해는 독일에서 일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으며,60) 우리나라에서
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61)
반대행위설에 대해서는 우선 이 견해가 방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태책임에서 손해와 방해를 구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62) 그
러나 상태책임에서의 방해행위를 필요한 조치의 결여로 본다면 그 반대행위를
필요한 조치 즉 방해원인의 제거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손해와 방해의 구별이 주로 행위책임에서만 문제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현실적인 의의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행위설의 문제는
‘ 반대행위’ 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63)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자신이 깬 유리창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가 깨는 행위의 반대행위라고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
이다. 이렇게 일단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반대행위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64) 반대행위의 개념요소가 명백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만으로 반대행위설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행위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통설이 제시하
는 기준 즉 방해는 현존하여야 하며 멸실된 물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만이 인정
된다는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한다면 반대행위설이 항상 불명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제 적용에 있어서 방해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
정한다면, 그로부터 반대행위를 추측해 내는 것 역시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
다. 예컨대 포괄적으로 창문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을 던지는 행위
를 방해행위라고 지시한다면, 그 반대행위를 돌의 수거행위로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대행위설은 통설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반대행위의 개념으로 방해제거의무
60) Baur/Stürner, Sachenrecht, 17. Aufl., 1999, § 12 Rn. 20; Larenz/Canaris(註 30), § 86
V 3 (S. 698f.); MünchKomm/Medicus, § 1004 Rn. 61 등.
61) 民法注解[V](註 3), 243-244면(梁彰洙).
62) MünchKomm/Medicus, § 1004 Rn. 61 참조.
63) Hefermehl in: Erman, Handkommentar zum BGB, 10. Aufl., 2000, § 1004 Rn. 7.
64) Picker, Der negatorische Beseitigungsanspruch, 1972, 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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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Ⅲ. 대상판결의 방해 개념과 그 비판
1. 대상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방해 개념
소유자의 권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방해의 개념으로 대상판결에 접근하면, 이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방해의 개념은 위에서 서술한 소유자의 권능을 기준으로
하는 방해의 개념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안에서 피고는 동의가 없
었던 유해한 쓰레기를 원고의 토지에 묻었고, 원고는 그 제거를 구하고 있다. 여
기서 피고는 이제 완료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권에 장해가 되는
결과를 남겨 놓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술한 방해의 개념에 따르면 피고는 행위
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가 타인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방해자로서 방
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위 Ⅱ. 2. (2) 참조).
그런데 원심과 대법원은 이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사안에서 이미 방해가
종료하여 더 이상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의 제
거를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
이 전제하고 있는 방해의 개념은 행위책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행위책임의 경우 행위가 종료하면 그 자
체로 방해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결과 타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발생한 불이익한
결과는 비록 현재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더라도 손해배상법에 의하여 전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어떠한 고려에 기하여 이러한 방해 개념에 도달하였는지는, 대
법원 스스로 이를 판결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대법원이 상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방해와 손해의
구별을 이해하는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물론 이 학설이
대법원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행위책임의 경우
행위의 종료로 방해가 종료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 학설
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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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所有權限僭稱說
방해와 손해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방해의 개념을 극도로 좁게 이해하려는 이
견해는 독일에서 피커(Picker) 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통상 所有權限僭稱說
(Ursurpationstheorie) 이라고 명명된다.

이 학설은 현재 독일의 통설이 방해의 개념에 법적 장해와 사실적 장해를 포
괄함으로써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불법행위법의 전단계적 구제수단으로 만들었
고, 이로써 손해와 방해의 구별을 극도로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비판한다.65) 피커
는 이러한 혼동의 근원에는 방해의 개념을 소유자의 권한으로부터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커는 방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해와 손해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피커는 여기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그 역사적 근원인 否認訴權(actio
negatoria) 에서 전개되어 오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여기서 획득한 인식을 방해 개

념의 재구성에 이용하고자 한다.
고전 로마법에서 부인소권은 소유자가 役權(servitus) 을 참칭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유권이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였고,66) 따라서 소유권의 법적인 완전성(die rechtliche Integrität)을 보
호하는 구제수단이었다. 피커에 의하면 이러한 부인소권의 기본적인 취지는 보통
법학의 시기에 있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즉 비록 이후에 부인소권이 사실
적 장해의 사례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권을 성립시키는 침해가 적어
도 役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67) 예컨대 타인
의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은 비록 명시적으로 用益權(ususfructus)을 참칭하
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용익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따
라서 그 한도에서 ( 일종의 묵시적인) 役權의 참칭을 인정할 수 있었기에 부인소
권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의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 좇아 피커는 방해의 개념을 법적
65) Picker(註 64), S. 23f.
66)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1. Band, 2. Aufl., 1971, § 103 Ⅱ (S. 437f.).
67) Picker(註 64), S. 64. 그의 서술에 의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혼동의 단초는 19세기에
비로소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 민법전 제정과정에서도 요홉(Johow)이 작성한
예비초안은 보통법학의 전통에서 소유권의 법적 완전성만을 보호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이런 명료한 태도는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한다(aaO., S. 7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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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의 보호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방해는 소유권이 타인의 권리영
역과 겹치는 경우 즉 타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권능의 일부를 사실상 행사함으로
써 소유권을 참칭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방해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원래의 소유자에게 사실상 박탈된 권능과 방해자가 사실상 참
칭하는 권능이 그 범위에서 일치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행위에 의한 것이든 아니
면 물건의 위치 내지 상태에 의한 것이든, “ 제3 자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 행사”
가 방해제거청구권에서의 방해라는 것이다.68) 그리고 이러한 방해 개념에 따라
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한 방해의 제거는 청구의 상대방이 참칭하고 있던 권리영역
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고 자신의 권리영역으로 되돌아가는 행위에 있을 뿐이라
고 한다. 그 결과 방해자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 참칭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상
의 장해들은 결코 소유권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법에 의
하여 처리되어야 할 손해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유권한참칭설은 이러한 방해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a) 행위책임에 있어서69) 방해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방해가 있다고

인정된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주차행위로 그 토지의 사용권한을 묵시적으로 참칭하고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b) 그 결과 방해행위가 종료한 경우에는 권리의 참칭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

서 방해행위는 종료한다.70) 따라서 방해행위에 의하여 방해를 받은 소유물에 어
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이지 방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방해자가 방해행위를 종료하였더라도 그 결과물이 방해받은 소유물에
지속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상대방의 화물차가 전복하여 그 화물이 타인의 토지에 쏟아진 사안들이 그 예이
다. 여기서는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소유권한을 참칭하는 “ 행위” 는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한참칭설에 의하면 행위의 종료로 행위책임은 이미 소
멸하고, 이제 물건의 상태에 의한 타인의 소유권 방해의 문제 즉 상태책임의 문
68) Picker(註 64), S. 50.
69) 물론 소유권한참칭설은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을 구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방해배제
책임을 청구의 방해자의 유형에 따라 논하는 것은 명료한 방해 개념의 부재에서 나오
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설이 창안한 귀속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
문이다(Picker(註 64), S. 130).
70) Picker(註 64),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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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등장한다.
(c) 상태책임에서 소유권한참칭설은 장해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

을 기준으로 방해의 여부를 결정한다.71) 즉 장해를 야기하는 물건이 어떤 사람의
소유라면, 그는 자신의 물건이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
자신의 의지나 인식과 상관없이 ― 그 타인의 소유권한의 일부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타인 소유권의 사실상 행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장해를 야기
하는 물건이 無主物이거나 장해를 받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라면, 방
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영역의 중복 즉 타인 소유권의 사실상 행사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방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손해만이 있을 뿐
이다.
앞서의 예를 들면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방해제거의무가 없
다. 우선 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물건 즉 쓰레기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상태책임
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쓰레기는 비록 토지 위에서 사실상의 장해를 야
기하고 있으나, 이 쓰레기는 무주물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차지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의 “ 사실상의 소유권한 행사” 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쓰레기의 제거
는 오로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를 투기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쓰레기 제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화물차가 전복하여 그 화물이 타인의 토지에 쏟아진 사안에서는 경
우를 나누어야 한다. 예컨대 그 안의 화물이 흙이나 기름 등이어서 쏟아진 상태
로 토지에 附合하는 때에는, 그 흙이나 기름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제256
조). 따라서 흙 또는 기름의 이전 소유자는 소유권의 상실에 의하여 더 이상 토
지 소유자의 권한을 참칭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이로써 방해배제의무가 없다.
반면 화물이 쏟아진 상태로도 계속 상대방의 소유물이라면, 상대방은 타인의 토
지에 자신의 물건을 둠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화물의 소유자는 방해제거의무가 있다.
(d)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화물의 소유자는 화물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방해상태를 종료하여 손해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소유권한참칭설에 의하면 타인
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는 더 이
상 그 타인의 소유권한을 참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해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72)
71) Picker(註 64), 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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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유물에 잔존하고 있는 불이익한 결과는 손해배상으로 처리되어야 한
다. 예컨대 앞서 화물의 예에서 화물 소유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으로 그 제거비용( 독일에서는 원상회복으로 제거 그 자체) 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e) 통설이 이해하는 상태책임에서도 방해의 기준은 소유권한참칭이다. 예를

들어 임미시온의 경우 이를 발산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권한영역 안에서 이를 억
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출함으로써 그 임미시온이 미치는 타인 소유영역에서
그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방해가 있다고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상태책임에서도 방해자는 방해가 기인하는 물건이나 시설의 소유권
을 포기함으로써 방해를 종료시킬 수 있다.

3. 대상판결에의 적용과 비판
(1) 이러한 소유권참칭설의 내용에 비추어 대상판결을 검토하면, 그 결론은 새

로운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비록 동의
없는 쓰레기를 묻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방해제거를 구하는 시점에 원
고의 방해행위 즉 매립행위는 이미 종료하였다. 따라서 행위책임이 문제가 될 여
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원고가 매립을 완료함에 따라서 피고
의 토지에 묻힌 쓰레기는 附合( 제256 조) 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유해한
쓰레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사실상의 권한참칭을 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피고에 의한 원고 소유권한
의 사실상 행사는 이 사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
한참칭설의 방해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 사안에서는 더 이상 방해는 존속하지 아
니하며, 잔존하는 불이익한 결과는 오로지 손해배상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의 물음이 제기된다. 첫째는 과연 소유권한참칭설은
방해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물음이고, 둘째는
소유권한 참칭설로 파악될 수 있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할 것
인지의 물음이다.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72) Picker(註 64),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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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한참칭설은 이론적인 명료함과 독창성에 있어서 탁월한 이론으로,

독일에서도 비록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73) 이 학설은 무
엇보다도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공통구조를 강조함으로
써,74)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賞讚을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214 조의 방해 개념을 파악하는
데 소유권한참칭설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75)
우선 방해의 개념 자체를 순수하게 법적 완전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파악하
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이는 특히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이 점유방해제거청구권( 제205 조) 과 가지는 관련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76)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모두 “ 방해” 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청구권의 관계를 평가모순 없이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제
기된다. 그런데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이렇게 대비하
여 본다면, 제214 조의 방해개념을 법적 완전성 보호에 한정하는 입장이 이르고자
하는 결과는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점유자로서 점유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205 조, 제207 조), 설령 제214 조에
기하여 사실상의 방해를 배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통상 제205 조에 기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점유는 독자적인 歸屬內容 내지 割當內容
(Zuweisungsgehalt)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점유에 대한
73) 예컨대 W ilhelm, Sachenrecht, 2. Aufl., 2002, Rn. 1284; Westermann/Gursky,
Sachenrecht, 7. Aufl., 1998, § 36 1 a (S. 260). 李銀榮(註 2), 203면은 피커의 견해를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엄격히 구별하는 다수설에 속한다”고 하지만, 이는 의문이다.
피커는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구별하는 점에서는 통설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통설
이 상정하는 불법행위법과의 상관성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방해 개념을 주장하는 점에
서 통설에 가장 적대적인 소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74) 예컨대 피커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점유의 상실이라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점유로써 소유권한을 참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환청구권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지적을 덧붙인다. “그에 상응하여
독일 민법 제985조에 의한 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때에 소멸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이기를 중단하여 권리참칭 상태가 사라지는 것으
로 충분하다.”(Picker(註 64), S. 54)
75) 독일에서도 통설은 여전히 소유권한참칭설을 거부한다. Bensching, Nachbarrechtliche
Ausgleichsansprüche, 2002, S. 80 이하에 인용되어 있는 문헌들 참조.
76) MünchKomm/Medicus, § 1004 Rn. 23b; Larenz/Canaris(註 30), § 86 Ⅱ 2 b (S. 677f.),
V 2 (S.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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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를 판단할 때에는 법적 완전성의 고려는 문제되지 않으며 오로지 사실상의
불이익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77) 그렇다면 제214 조의 방
해 개념을 제205 조의 방해 개념과 달리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거의 가져올 수 없는 공허한 것으로, 결국 제214 조와
제205 조 사이의 관계에서 입법자의 평가모순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
를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전자의 요건인 방해를 법적 완전
성의 보호에만 국한하는 방해 개념에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외하더라도, 소유권한참칭설이 제공하는 사안의 해
결은 개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쓰레기를 투기하였거나
기름을 쏟은 자는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반면 타인의 토지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유체물을 위치시킨 자는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은 납득하
기 쉽지 않다. 단순히 권한참칭이라는 법형식적 근거만으로 이 사안들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유로서 충분하지 아니하다. 어쨌든 타인의 토지에 그
러한 불이익 상태를 야기한 사람이 소유자보다는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
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설명한 정당방위 및 자력구제와의 상관성
의 관점에서(위 Ⅱ. 2. (2)) 본다면, 행위의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법질서
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결과가 사후적으로 용인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
게다가 소유권의 포기에 의하여 방해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유권한
참칭설의 명제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장은 방해제거청구권이 行爲請
求權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제214 조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忍容請求權으로 전환
77) 물론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소유권한참칭설은 점유 역시 일종의 법적으로 보호를 받
는 지위이므로 점유방해제거청구권에서도 보호영역에 속하는 지위의 사실상의 행사가
요건이라고 주장한다(Picker, “Zur Beseitigungshaftung nach § 1004 BGB ― eine
Apologie”, Festschrift für Gernhuber, 1993, S. 354f.). 즉 점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소
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 개념을 모두 권한참칭으로 해석하여 모순을 피하고자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결국 소유권의 법적 권능을 점유의 법적 지위에 투
영하여 점유자의 지위를 설명하는 것이며(Picker, aaO., S. 355는 이 점을 시인한다),
이로써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상으로는 구별될 수 없
어 실질적으로 동일화되어 버린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 밖
에 점유보호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이러한 해석으로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방법론
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 Larenz/Canaris(註 30), § 86 Ⅱ 2 b (S. 677f.), V 2 (S.
696)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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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도둑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타인의 토지에 버리고 간 사안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방해제거청구
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다면, 결국 자동차의 제거 비용은 소유
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유권 포기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우
리 민법이 행위청구권으로 규정한 물권적 청구권을 사실상 인용청구권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78)
결국 소유권한참칭설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적용범위를 극단적으로 축소
하는 이론으로서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소유권한참칭설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도

제기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현재 원고의 토지에 묻혀 있는 유해한 쓰레기
들이 원고에게 주고 있는 불이익이 손해배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손해라고 한다
면, 그것을 묻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파악됨은 명백하다. 그
렇다면 원고는 그 쓰레기를 묻는 현장에서 自力救濟(제209 조) 및 正當防衛( 제761
조 제1 항) 에 의하여 이를 폭력으로 제거하고 자신의 토지의 원만한 상태를 실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원고가 동일한 결과를 폭력이 아닌 법원에 대한 재판상 청
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법질서가 이 사안에서 쓰레기 매립행위에 대
하여 내린 원칙적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우연적인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에 의한다면 결국 원고는 항상 피고의 작업을 감시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물질이 반입되는 경우 폭력으로 이를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질서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법

78) 이러한 소유권한참칭설의 결론은 특히 우리 판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매매 사례에서 불합리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甲의 토
지 위에 乙이 허락 없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중에 이를 丙에게 양도한 사례를 상정하
여 보자. 이 경우 甲이 丙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를 한다면, 丙은 거의 예외 없이 건
물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방해제거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어차피 건물이
철거될 것이므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편이 보다 경
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國有가 되어(제252조 제2항) 甲은 다시
국가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한다는 결과
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불합리함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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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익 및 생활의 연속성의 침해가 현재의 것이어서 법질서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폭력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 행사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지할 것을 명한다. 따라서 사후에 재판상 청구
가 있음에도 자력구제 내지 정당방위로 배제할 수 있었던 장해 사실을 용인하여
주는 것은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피고의 방해제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비록 방해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가 원고의 토지에
남아서 계속 방해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행위책임으로서 방
해제거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통설 및 이전의 대법원 판례가 전제하
고 있던 방해 개념에 입각한 결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4)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방해와 구별되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있는

가? 그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해한 쓰레기의 제거를 청구하는 외에 처음에 합
의된 쓰레기로 웅덩이를 매립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원고
는 피고의 방해행위인 위법한 쓰레기 매립에 의하여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상황
즉 매립되어 경작 가능한 토지의 상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토지의 사용․수익
에 “ 방해” 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적절한 웅덩이 매립을 “ 방해제거” 로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주장된 “ 방해” 가 현존하고 지속적임은 분
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을 제214 조가 정하는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그
러한 목적을 위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원래의 웅덩이의 상태가 아니
라 계약의 결과로 의욕된 웅덩이의 상태가 창출된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토지 소유권의 방해를 입고 있다
는 주장을 제214 조의 방해 개념에 입각해서 논박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의 방해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현존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장해를 방해에
포함하는 통설의 기준이 만족스러운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
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反對行爲(actus contrarius) 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물방
해제거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하다. 즉 피고의 원래 방해행위는 쓰레기
의 매립행위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반대행위는 쓰레기의 수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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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고, 이로써 원래 약정된 쓰레기로 토지를 매립하는 것은 방해제거의무에 포
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의
없는 쓰레기의 제거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으로 구할 수 있고, 약정된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의 문제는 계약상의 이행청구 내지 손
해배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안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
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고려될 것이다.

Ⅳ.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함으
로써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우리 민법상 ‘방해’의 개념은 기존 통설․판례가 인정하였던 바와 같이 소

유자의 권한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파악한 방해 개념은 법적
인 장해뿐만 아니라 사실적 장해로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권한
참칭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14 조에 기한 방해가 있는 경우, 그 방해가 방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

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나 시설 자체에서 기인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 구별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행위에 기하여 방해가 있는 경우, 행위가 종료하였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방해받는 소유자는 그 행위의 중단 및 그 결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방해가 물건에서 기인하는 경우,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다. 이는 상태책임의 공작물책임과의 상관성에서
도출된다.
3. 손해와 방해의 구별은 방해의 현존성에 의하여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확한 지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에는 반대행위설에 따라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방해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상태
책임의 경우에는 방해의 원인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 방해제거청구권의 내용이
고, 그 외의 결과의 처리는 손해배상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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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um Begriff der “Beeinträchtigung” beim
negatorischen Beseitigungsanspruch
Hyoung Seok Kim*
In diesem Aufsatz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m Begriff der
Beeinträchtigung beim negatorischen Beseitigungsanspruch (§ 214 des koreansi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KBGB]). Dabei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die Frage,
wie die den Anspruch begründende Voraussetzung “Beeinträchtigung” vom
“Schaden” abzugrenzen ist. Sie wird im geltenden Recht deshalb virulent, weil der
Schadensersatz im Prinzip ein Verschulden des Schädigers erfordert (vgl. § 750
KBGB), während die negatorische Haftung dagegen bloß beim Vorhanden einer
Beeinträchtigung

genügen

läßt.

Hier

liegt

daher

die

Gefahr,

daß

das

Verschuldensprinzip durch die actio negatoria umgangen wird.
Zur Beantwortung dieser Frage geht der Verfasser vom herrschenden Begriff der
Beeinträchtigung aus, wonach diese ― freilich Besitzentziehung ausgenommen (vgl.
§ 213 KBGB) ― jeden Zustand bedeutet, welcher den Befugnissen des Eigentümers
(§ 211 KBGB) im Wege steht. Der Verfasser trachtet dabei, die Begriffselemente neu
zu bestimmen und daraus eine Typologie zu bilden. Zugleich wird die sog.
Ursurpationstheorie verworfen, welche zu Unrecht den Anwedungsbereich des
Beseitigungsanspruchs extrem einschränkt. Zur Abgrenzung der Beeinträchtigung
vom Schaden wird letztlich dargetan, daß die Formel “actus contrarius” eine
nützliche Hilfe zu leisten ver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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