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일본의 건설석면소송에서의 국가책임 ―
1)

박 용 숙*

＜국문초록＞
2005년 6월 29일, 이른바 ｢쿠보타 쇼크｣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이후 석면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본고에서는 2012
년 12월 5일 판시된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쿄지방법원 사건은, 건설작업 노동에 종사하는 중에,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가공․해체
등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을 흡입한 결과,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 석면암, 중피종
(mesothelioma) 등의 석면관련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337명이 석면함유건축자재
를 제조․유통한 피고기업 46개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노동관계법규 및 건축관계법규 상
의 적절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 작업 현장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이 석면분진 노출방지를 위
한 유일의 현실적인 수단이었기에, 국가는 늦어도 1981년 1월의 시점에서 “사업자에 대해, 노동
자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 등의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
해야할 의무를 규정, 노동자에 의한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실효적으로 하며, 경고표시의 내용으로
석면분진이 폐암이나 중피종 등의 중병을 야기시킴을 명시한 다음,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시함을 의무지우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시켜야만 하며, 국가가 이것을 해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사건 판결은, 노
동자의 생명 건강의 확보라고 하는 구노동기본법과 노동안전위생법의 목적을 존중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판단은, 2004년의 치쿠호(築豊) 진폐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판시한 ｢적시｣, ｢가능한한
신속하게｣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센난(泉南)석면 항소심 판결, 그리고 요코하마(横浜) 판결
과 구별되어지며,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의 많은 건설석면소송사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주제어 : 석면, 건설석면소송, 기본권보호의무, 국가책임, 도쿄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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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2005년 6월 29일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기계 제조업체인 쿠보타(Kubota)회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현직 근무자에게 석면(asbestos) 관련 질환이 발
생하였다고 밝힌 사건이 발생했다.1) 쿠보타의 발표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04년
까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 위치
한 칸자키(神崎) 공장의 근무자 75명과 하청업체 직원 4명으로 총79명이다. 또한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칸자키 공장에서 석면을 이용한 하수 배관 생산에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는 552명에 이르며, 퇴직 후 석면 관련 질환
으로 요양 중인 환자도 18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른바 ｢쿠보타 쇼크｣2)라 불리는
것이다.
쿠보타 쇼크로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까지 석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사회에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쿠보타 쇼크를 계기로 구제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2006년 2월에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3) 이른바 석면피해구제법이 마련되었
1)

2)

3)

小野寺利孝 “首都圏建設アスベスト訴訟の現状と展望” 法と民主主義 (2012. 12)8頁; 松本克美
“日本におけるアスベスト訴訟の現状と課題” 立命館法学 331号 (2010年)867頁.
쿠보타 쇼크에 대해서는, 森永謙二 “いま，なぜアスベスト問題なのか”森永編 アスベスト汚染と
健康被害 第２版 (日本評論社、2006年)１頁 이하.
이 법은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를 입은 자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특색으로는 먼저
산업재해보상제도 이외의 석면피해 구제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완전보상 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구제 를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셋째,
석면과 질병 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있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질병
피해와 개개의 석면노출 간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제
정된 법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법에 의한 구제는 ① 구제급부의 지급(노동자재해보상보
험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과 ② 특별유족급부금(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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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쿠보타 쇼크 이후, 석면피해4)의 구제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이 다수 제
기되어, 이미 많은 판례가 선고되었다.
이런 석면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노출 후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경과하여 발병하기 때문에 노출 사실이
불명확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 권리의 소멸시효 문제 등 피해자가 재
판에서 구제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5)이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석면 피해의 구제에 관한 소송가운데, 2012년 12
월 5일 판시된 도쿄(東京)지방법원 판결6)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쿄지방법원 판결의 개요
1. 건설 석면 사건의 특징
건설 석면 소송이라 함은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설작업에 종사한 노동자

(건설작업에 스스로 종사한 사업자를 포함, 이하에서는 건설작업종사자라 함)가 국
가 또는 건축 자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도쿄(東京)․가나가와

(神奈川)․홋카이도(北海道)․오사카(大阪)․교토(京都)․후쿠오카(福岡) 등 전국각
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송을 말한다.
석면질환피해는, 그 피해 발생의 유형에 따라, 현장에서 석면분진노출에 의해 피
해가 발생하는 ｢산재․직업병형 피해｣와 석면제조공장이나 석면함유건축자재 사용
건물의 해체작업 등에서 발생한 석면분진이 환경 중에 방출되어 부근 주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형 피해｣로 분류될 수 있다.7)

4)

5)

6)
7)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으로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이 시효로 소
멸한 자)의 지급으로 나뉜다. (大塚直 “石綿健康被害救済と費用負担” 法学教室 第326号
(2007年) 72頁; 박종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08) 97～98면 참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의 인식 및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中皮腫ㆍじん肺ㆍアスベストㆍ
センター編 アスベストはなぜ広がったのか―日本の石綿産業の歴史と国の関与― (日本評論社、
2009年)｢第７章 アスベストによる健康被害の認識｣를 참조.
석면 피해구제를 둘러싼 소송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淡路剛久 “アスベスト健康被害者救
済と立法” 環境と公害 36巻 1号 52頁 참고.
東京地判平24年12月5日.
除本理史 “アスベスト健康被害の報償․救済と費用負担－責任論にづく石綿健康被害救済法の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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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징은, 먼저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잠복기간이 길고, 주민이나 노
동자가 그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과 국가가 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독점
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 석면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어 사회전체와 관련된 점
에서, 국가가 적시․적절하게 관여하지 않으면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는 특징과 석면 건축자재는 흡음․단열․내화성․내부식성 등이 뛰어나 정부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는 특징 등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건축
자재를 제조판매 한 기업은 복수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석면 노출의 원인이 된
건축 자재와 그 기업을 특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건설작업종사자는 여러
곳의 작업현장을 전전하여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특정 하는
것이 곤란한 한층 심각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설석면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5월 25일에 요코하마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모두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12월 5일 판시된 도쿄판결은 하급심 판결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
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정했지만 기업의 과실 또는 제조
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도쿄판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건설작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중에,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가공․
해체 등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을 흡입한 결과, 석면폐(pulmonary asbestosis), 석
면암, 중피종(mesothelioma) 등의 석면관련 질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337명이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피고기업 46개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
임, 그리고 노동관계법규 및 건축관계법규 상의 적절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피해자 1인 3,500만원의 위자료
및 350만엔의 변호사비용, 총액 약 66억엔)을 청구한 사안이다.

直しに向けて－” 東京経大学会誌 第267号 140頁; 松本克美 “日本におけるアスベスト訴訟の現
状と課題” 立命館 331号 (2010年)86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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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문
청구를 일부 인용(10억 600만엔)했다. 국가의 노동관계법규 상의 규제권한의 불
행사의 위법에 근거한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피고기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했다.

(3) 법원 판단의 요지
1) 국가의 책임
① 노동관계법규에 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건축 작업 현장에서는 방진마스크의 사용이 석면분진 노출방지를 위한 유일의
현실적인 수단이었기에, 국가는 늦어도 1981년 1월(昭和 56年 1月)의 시점에서 “사
업자에게, 노동자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절단 등의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방진마스크
착용을 실효적으로 하고, 경고표시의 내용으로 석면분진이 폐암이나 중피종 등의
중병을 야기시킴을 명시한 다음, 석면분진을 발산시키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반드
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시함을 의무지우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
담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국가가 이것을 해태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며, 위법”이
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노동자｣뿐이고, 원고 가운데
｢1인 사업자(一人親方)｣8)․｢영세사업주｣와 같은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국
가의 규제권한행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실외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실내작업종사자와 다르게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의 위험성을 쉽게 예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건축기준법규에 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원고는, 국가가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사용한 구조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지정․인정하고,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자 발생이 예견 가능했던 이후에도 그
지정․인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적절히 관리
하고 사용하여도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식이 확립되지 않
8)

‘이치닌오야가타’라 칭하며, 실제 노동자임에도 법률상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자보호 법령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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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채용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규제권한행사의 근거로
서 주장하는 건축기준법 제90조9)는 “건축현장에 서 작업하는 노동자 고유의 손해
가 아니라,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여 공사현장주변의 주민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가능 한 위해의 방지를 정한 규정”이므로, 본 사건 피해와의 관계에서 규제권
한행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① 기업의 경고의무 위반
늦어도 1981년 1월 이후에 석면함유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한 자는, 조리 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사업자 및 건축작업종사자가 방진마스크의 착용 등 석면분진
노출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실효화하기 위
해, 해당 건축자재가 석면을 함유한 것, 방진마스크의 착용 등의 안전대책을 실시
하지 않은 채 석면을 함유하는 분진에 노출될 때에, “암이나 중피종 등 중한 석면
관련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위의무를 부담”한
다. 그러나 기업은 그 경고의무를 해태한 점에 과실이 있다. 또 1995년 7월 1일
이후 기업이 행한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는 충분한 경고표시를 수반하지
않은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10)에 기한 책임을 진다.
② 민법 제719조 제1항11) 전단에 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여부
피고 가운데는 장소적 범위나 그 제품의 특성․판매형태 등에서, 그 제조판매

9)

10)

11)

建築基準法 第九十条 [工事現場の危害の防止]
① 建築物の建築、修繕、模様替又は除却のための工事の施工者は、当該工事の施工に伴う地盤
の崩落、建築物又は工事用の工作物の倒壊等による危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
ばならない。
② 前項の措置の技術的基準は、政令で定める。
③ 第三条 第二項 及び 第三項、第九条(第十三項及び第十四項を除く。)、第九条の二、第九
条の三(設計者及び宅地建物取引業者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第十八条 第一項 及び 第二十
三項の規定は、第一項の工事の施工について準用する。
製造物責任法 第三条 : 製造業者等は、その製造、加工、輸入又は前条第三項第二号若しくは第
三号の氏名等の表示をした製造物であって、その引き渡したものの欠陥により他人の生命、身体又は
財産を侵害したとき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ただし、その損害が当該製
造物についてのみ生じ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民法 第七百十九条
① 数人が共同の不法行為によって他人に損害を加えたときは、各自が連帯してその損害を賠償する責
任を負う。共同行為者のうちいずれの者がその損害を加えたか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も、同様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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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석면함유건축자재가 원고의 석면분진 노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자도 포함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일체의 가해행
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가 부담하는 경고의무는 피고들 기업이 각
자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로, “피고가 일체로 경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
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는 업계단체에 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공동의
사로 활동해 왔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719조 제1항 전단의 적용을 인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민법 제719조 제1항 후단에 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여부
민법 제719조 제1항 후단은, 관련공동성을 결한 몇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 손
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해당 몇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원인자인가는 불명확한 경우(택일적 경합의 경
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해당행위자에 연계하여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취지의
규정이다. 제719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는 전제로서, ｢가해행위에 도달한 상당정도
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공동행위자로서 특정될 필요가 있고, 그 특정
은 각 피해자(각 원고 등)에게 개별적일 필요가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누적적 경합이나 기여도 불명의 경우 제719조 제1항 후단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러한 특정이 되지 않는 본 사건에서
는 피고기업에 연대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업자와의 관계에서의 피고 국가의 책임분할
석면관련 질환이라는 피해는 피고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만이 아니라, 사업자
또는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 기업에 의한 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착실히 행하여, 건축현장에서 석면분진 노출방지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강구하면, 피고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함이 가
능…하다. 그렇다면, 건축 작업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
은, 사업자 또는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 기업이며, 피고 국가의 규제권한불
행사의 책임은, 이들의 책임 보다 후차적인 것”이다. 국가의 책임은 원고 각각의
손해의 3분의 1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례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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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판결은 먼저, “건축 작업 현장에서 석면관련 질환의 방지
대책에 대해 주무장관인 노동장관 등은 구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업현장의 상태와 기술적인 진보 및
최신의 의학적 지식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하며, 규제권한을 적시 또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서 공해나 산재의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게 피해발생 방지를 다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04년의
치쿠호(築豊) 진폐 최고재판소 판결12)에서 판시한 ｢적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센난(泉南) 석면 항소심 판결13)과 요코하마(横浜) 판결
과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현재 일본에서의 석면에 관한 격렬한 분쟁 속
에 센난석면 제1심 판결14)15)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같은 건설
석면소송사건인 요코하마 판결에서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직후, 판시된
판결이라는 것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위한 중요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 판결도 무조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서는

3가지 제한적으로 국가의 책임의 인정했다. 첫째, 보호대상자의 인적한정이다. 보
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노동자｣로 한정한 것이다. 둘째, 시간적 한정이다. 국가
의 규제권한 행사의무를 1981년 1월(昭和 56年 1月) 이후로 한정하고 있다. 셋째,
양적 한정이다. 국가의 책임을 3분의 1만 인정한 것이다.

(1) 인적 한정
본 판결은, 노동안전위생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를 노동기준법 제9조
의 ｢노동자｣와 동일하게,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자｣라 하여, ｢1인 사업자｣․｢영세사업주｣를 보호범위에서 제외하
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시모야마(下山) 교수
는 노동안전위생법 제55조가 “1인 사업자 등을 실질적인 의미로도 노동자 내지 ｢
노동자에 준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16)라고 해석하고 있다.
12)
13)
14)
15)

最判平 16․4․27 民集 58․4․1032.
大阪高判平 23․2․25 判例時報 2185号 60頁.
大阪地判平 22․5․19 判例時報 2093号 3頁.
센난(泉南)석면 소송판결에 대해서는, 野呂克 “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 法律時報
84巻 10号 (2012年) 64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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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 판결에서도 ｢1인 사업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의 형태나 보수의 대가성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주장․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해당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때에 원고가 원청사업자
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해당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고용관계｣와 ｢
대가성｣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건축기준법이 화재에 의한 국민의 생명․건강의 보
호를 주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
동안전위생법｣의 규제영역이라 하여, 건축기준법 제90조를 근거로 한 책임을 부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요코하마 판결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건강은 노
동관계법령에 맡기면 족한 것이 아니라”, “건설작업종사자도 [건축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장관 등은 … 내화구조 등의 지정에 있어, 그 지정내용이
건설작업종사자의 생명 및 건강에 침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직무상의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2) 시간적 한정
본 사건 판결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지식 확립시기에 관해, 석면폐에
대해서는 1958년 3월(昭和33年3月) 무렵에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폐암․중피종에 대해서는 “1972년(昭
和47年)에 백석면(Chrysotile)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에 의한 암과 중피종의 위
험성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학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 확
립시기의 인정은 법원이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석면피해와 관련
된 사건에서도 석면폐에 대해서는 昭和30년대 전반, 폐암․중피종에 대해서는 昭
和40년대 중반에 의학적 지식이 확립되었다고 하는 판단이 거의 공통된 것이다.17)
그러나,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의무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의 확립시기보다 늦
은 시점인, 1981년(昭和56年) 1월의 시점부터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지식의 확립
시기의 인정 시점보다 훨씬 뒤 늦은 시점부터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의무를 인정한

16)
17)

下山憲治 “建設作業従事者の保護と国家賠償責任” 法律時報 84巻 10号 73頁 이하.
吉村良一 “アスベスト被害の救済―建設アスベスト訴訟東京地裁判決をてがかりに―” 環境と公害
42巻 4号 6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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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그 원인은, 규제권한 행사의무의 요건으로 위험이 ｢용이하게 인식(예견)가능한
때｣라는 제한을 붙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은, 지금까지 다른 석면소
송에서는 보여 지지 않던 것이었다. 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용이하게 인식｣
인가에 대해 재판부는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석면의 위험성에 대
한 일반 인식은 건축현장에서의 위험성의 인식에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국가의 책임은 2차적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이 책임을 지
는 것과 다른 인식의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요코하마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규제는 사업자의 자유
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건설작업종사자의 생명․건강이기에
이러한 제한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18) 덧붙여, 국가의 내화건축자재 지정 등
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의 선행행위가 위험상태 야기의 한 원인으로
된 경우, 국가는 고도의 회피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국가의 규제의무는 ｢인식｣가능
한 때에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3) 양적 한정
판결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 피해가 “피고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만이 아니라,
사업자나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제조판매기업에 의한 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건축작업종사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업자나 석면함유건축자재
의 제조판매기업이고, 피고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책임은 … 후차적인 것이라
해야 한다”고 하여, 국가 책임범위를 3분의 1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한정
은,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 책임의 경우, 다른 판결에서도 종종 채용되었던 것이
지만, 책임한정론의 근거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본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업자의 불법행위의 경합사례이다. 단순한 경합
인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가는 어떤 공동불법행위론을 채택하는가 혹은 당

18)

芝池義一 行政救済法講義(第3版) (有斐閣、2006年) 262頁에서는, ｢위험인식의 용이성｣이
라는 부가적 요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논리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피침해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에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이것을 고려하
려는 움직임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며, 宇賀克也 行政法概説Ⅱ(第2版) (有斐閣、2009年)
400頁에서는 ｢생명침해나 중대한 신체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상당정도의 위험의 개연
성이 있으면, 규제권한의 행사가 요청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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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건에서 국가와 사업자 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의 승
인이 없으면 판매불가능한 의약품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계된 사례나, 본
사건과 같이 국가의 방재건축자재지정에 의해 석면함유건축자재가 보급 된 사례에
서는 공동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령 공동성이 인정되
지 않는 불법행위의 경합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
위는 당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미치는 모든 손해이며, 만일 국가의 규제권한행
사와 손해발생전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모든 손해에
미친다. 이 경우, 다른 원인자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부담하는
가(사업자 등에게 구상가능한가)는 배상의무자간의 내부관계의 문제이다.
공동불법행위와 구별된 의미로의 경합적 불법행위는 관련공동성이 없으며 복수
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복수행위자 각인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배상범위는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인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미치는 범위이다. 배상범위가
중첩되는 경우에 한해 (부진정)연대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그 기여부분(각
인이 부담해야하는 배상범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이 점에 대해서 복수원인자
의 사례에서 경합적 불법행위의 개념을 도출하는 히라이(平井) 교수는, 인과관계가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히라이 교수는
이런 해석에 대한 조문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설에서는 이
점에 관해 민법 제719조 제1항 후단을 유추적용한다.20)
그러면, 본 판결은 국가의 규제권한불행사가 없었어도 손해발생 전체를 방지할
수 없었다(따라서, 모든 손해에는 인관관계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하고
있는 것인가? 판결문에서 그러한 문장은 발견할 수 없다. 단지 국가의 책임은 제2
차적 보충적이기에 감액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가령 국가의 책임이 보충적이라 해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부분적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석면함유건축자재를 국가가 방재건축자재로 지정 하여, 그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은 보충적이지 않다. 이소노
19)
20)

平井宜雄 債権各論Ⅱ不法行為 (弘文堂、1992年) 208、212頁.
內全貴 民法Ⅱ(第3版) (東京大學出版會、2011年) 533頁、大塚直 “原因競合における割合的
責任論に関する基礎的考察”星野古稀 日本民法学の形成と課題(下) (有斐閣、1996年)883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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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이(礒野弥生) 교수는 본 사건이 “[석면의] 건축자재로의 인정이라고 하는 국가
의 적극적 조치가 야기한 피해”라 규정하고 있다.21) 이 점은 국가의 규제권한 불
행사에 의한 책임요건에 있어 중요한 관점이며, 국가의 책임이 절대로 보충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22)

4. 평가
석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본
사건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건강의 확보라고 하는 구노동기본법과 노동안전위생
법의 목적을 존중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규제권한을 둘러싸고 “주무장관인 노동장관 등이 건축작업현장에서 석면
관련질환의 방지대책에 대해 구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의 위임의 취지에 따
라, 그 내용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작업현장의 상황과 기술적인 진보 및 최신의 의
학적 지식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하며, 규제권한을 적시 또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은, 2004년의 치쿠호(築豊) 진폐 최고재판소 판결23)에서 판시한 ｢적시
｣, ｢가능한한 신속하게｣를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던 센난(泉南) 석면 항소심 판
결24)과 요코하마(横浜) 판결과 구별되며,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의 많은 건설석면소
송사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현장의 실태에 착안하여 강구한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검토 후, 그
불충분성을 지적하며 “국가가 강구한 규제조치는 건축현장에서 석면분진 노출 방
지책으로서 불충분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그것을 기초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 역시 재판부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또한 석면건재제조판매기업에 대해서, 고의 또는 신의칙에 의해, 해당건재가 석
면을 함유함으로 방진마스크의 착용 등의 안전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석면분진
에 노출시킨 경우에는 암이나 중피종 등 중증 석면관련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 적절한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각회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런데, “피고
등이 노출된 석면분진에 대해서 피고기업들이 제조․판매한 석면함유건축자재에서
21)
22)
23)
24)

“【緊急座談會】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賠判決をめぐって” 環境と公害 第42巻 1号 61頁.
吉村良一 “建設アスベスト訴訟における国とメーカーの責任” 立命館法学 347号 (2013年)17頁.
最判平 16․4․27 民集 58․4․1032.
大阪高判平 23․2․25 判例時報 2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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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하는 것으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민법 제719
조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업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있다.
건축작업종사자는 통상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건축현장을 경과, 직종에 따라서
는 생애 수천의 현장을 경험하는 자도 많다. 그러한 다수의 현장에서 다수의 석면
건축자재를 취급한 원고가, 스스로 사용한 석면건재가 어느 기업이 제조․판매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건축자재기업은 석면함유건축자재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경고하지 않은 채 석면건축자재를 유통시켰으며, 그 불성실한
태도가 원고들로부터 스스로 석면분진 노출대책을 행하는 계기를 빼앗고 있으며,
또한 원고들이 석면건축자재의 특정 하는 것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물을 경고도 없이 팔아온 건축자재 기업을 면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
렵다.

Ⅲ.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 종래의 책임론의 문제점
석면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석면공장에서 발생․비산한 석면
이 노동자(내장노동자나 출입업자를 포함) 및 근린주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것에 의해 야기되어 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가해행위가 갖는 위험성을 조사 등
을 통해 충분히 알면서도, 산업의 육성․성장을 국책으로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
감독자인 국가가 방치․묵인하여 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에 의한 구
조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인에 의한 국민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해야할 국가
가 방치하는 경우의 법적책임론에 대해서, 종래는 부작위위법의 문제로서, ① 법률
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 그 권한은 해
당 피해자의 법적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③ 그러한 재량에
도 불구하고 행정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되어 왔다.25)
그러나, 현재 법률 구조와 그 해석에서는 권한행사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에는 재
25)

池田直樹ㆍ鎌田幸夫ㆍ伊藤明子 “アスベスト訴訟における国の加害責任の法的根拠について” 労
働法律旬報 (旬報社、200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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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있다. 게다가 법률의 목적인 ｢법익｣실현에 각각 국민의 권리이익 보호가 포
함되지 않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는 종래의 구조는 행정과 피규제자라고 하
는 2면 관계로 구성 된다【그림1】.
경제성장의 저류에서 잠재적으로 석면문제가 진행되었던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에 걸쳐, 정치학적으로 일본 행정은 규제대상인 업계와의 ｢대립｣보다, 업계의 ｢보
호｣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중시해 왔다.
규제의 결과 보호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은, 규제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 ｢반사
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개별 국민으로부터 행정에의 직접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은 전적으로 업계에 과중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실, 규제권한의 불행사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반사적 이익론｣은 피고로부
터 자주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은 규제권한 행사․불행사를 둘러싼
다른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상의 보호이익인 생명․신체 및
건강은 반사적 이익이라 할 수 없다.26)

2. 행정부작위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 확립의 필요성
이제는 종래의 법해석 방법인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2면 관계에서 피해자인 국
민을 권리주체로 하는 3면 관계로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그림2】.
이러한 3면 관계는 ① (국가 및 사업자) 대 피해자, ② 사업자 대 (국가 및 피해
자), ③ 국가 대 (사업자 및 피해자) 라고 하는 3가지 각도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구도는 사업자인 직접가해자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역사적․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그
림3-1】. 두 번째 구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가
가 함께 그 피해의 방지를 위해 행동하고, 그 손해 회복에 조력하는 관계를 나타
낸다【그림3-2】.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도는 피통치자로서의 사업자 및 국민이 국
가의 권력과잉행사에 대하여 함께 저항하는 경우와, 반대로 사업자와 피해자가 함
께 국가에 대해 양자의 이익이 되는 적극적 시책을 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림

3-3】.
그런데, 국가가 사인인 사업자와 함께 피해자인 국민과 대립하는 관계는 국가에

26)

芝池義一 行政救済法講義(第3版) (有斐閣、2006年) 263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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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직접적인｣국민의 인권침해라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을 국민의 측면에서 본다
면, 생명․신체라고 하는 헌법질서상 최고의 가치가 국가에 의해 침해된다는 의미
이다. 한편, 국가가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자에 의한 국민에의 권리침
해 행위를 규제하는 관계【그림3-2】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해당하
며, 그것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에서의 국가로서의 기본적 존재이유
그 자체로 규정될 수 있다. 이상을 전제로 사업자[私人]가 국민[私人]의 중요한 기
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그것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국가는 사인간의
문제로서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
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본권보호의무론
(1) 기본권보호의무론의 개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란 독일에서 헌
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27)를 말하는 것28)이다.
이 개념은,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낙태죄 판결(BVerfGE 39, 1)로
확립된 기본권의 법적작용이며, 이후 판례상 정착되었다. 처음 독일에서는 기본권
상 보호된 법익(예를 들면, 생명․건강․자유․명예․재산 등)이 국가이외의 ｢제3
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무엇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즉,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피해
로부터 각인의 기본권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것”
이다.29)
기본권보호의무론은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을 확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되
어지며, 제3자효30)의 논의보다 적용범위가 넓다는 견해가 있다.31)32) 나아가, ｢제3
27)

28)

29)

30)

J. Isensee, Das Grundrecht als Abwehrrecht und als staatliche Schutzpflicht, in ; Isensee/
P. Kirchhof (Hrsg.), HdbStR V, 2000, §111, S. 151.
小山剛 “イーゼンゼーの基本権保護義務論[解説]”ヨーゼフ․イーゼンゼー(ドイツ憲法判例研究会
編訳) 保護義務としての基本権 (信山社、2003年) 238頁.
小山剛 “西ドイツにおける国の基本権保護義務”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 63巻 7号 (1990年)
55頁 参照.
R. Alexy, Theorieder Grundrechte(1985), S. 411. Alexy는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적용범위
를 제3자효의 범위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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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국가에 기본권법익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
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33)34)나 자기피난35)에 대한 보호도 기본권보호의무
의 역할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보호양식도 간접적 제3자효의 전형적인 예로서 이야기되는
불법행위법에 의한 구제뿐만 아니라, 형법, 절차법의 제정․적용이라 하는 사법․
공법 쌍방을 구사하며, 행정행위․사실행위도 포함한다. 즉, 단지 ｢제3자｣의 기본
권을 제약하기만 하면 기본권보호의무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며, 사인간 효력론의
문제이외에도 기본권의 객관법적측면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기본권보호의무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2)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상의 근거
1) 독일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하, 기
본법이라 함) 제1조 제1항[인간 존엄의 존중․보호의무]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
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36)라고 규정하고, 또 제2조 제2항[생명신체의 불가침]은 ｢모든 사람은 각자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
률에 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37)고 규정하고 있다.
31)

32)

33)

34)

35)

36)

37)

棟居快行 “3人権の私人間効力(三菱樹脂事件)”法学教室 樋口陽一․野中俊彦 憲法の基本判
例(第２版) (有斐閣、1996年)17頁 이하 참조.
예를 들면, 유괴범에 의한 살해의 협박,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는 시설(원자력발전소 등)
의 조업(操業) 등이다.
G.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S. 124, 127, 192 ;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1 (1988), S. 735f ; 山崎栄一 “基本
権保護義務とその概念の拡大”神戸大学大学院法学研究会 六甲台論集 法学政治学篇 第43巻
第3号 192頁 재인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구체적 내용의 하나로 자연재해방지의무를 인정하는 견
해도 있다.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저스티스 통권 제
115호 (2010년) 96～100면.
자기피난을 기본권보호의무의 발동요인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은, G.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S. 220ff ;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Ⅲ/1 (1988), S. 736. ; 山崎栄一 “基本権保護義務とその概念の拡大”神戸
大学大学院法学研究会 六甲台論集 法学政治学篇 第43巻 第3号 192頁 재인용.
ACT 1 ①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ACT 2 ② Jeder hat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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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살펴보면, 기본권의 문리 그 자체로 보호의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38)
즉 제1조 제1항은 국가와 사회에서 각각의 인간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묘사해, 근
본규범으로서 다른 기본권규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 구성원리로서 강조
되고 있다39)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문에 적혀 있는 ｢존중의무(sie zu achten)｣는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으며, ｢보호의무(sie zu schutzen｣는 인간
의 존엄이 다른 방면으로부터도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40)

2) 일본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 명문으로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헌법상 그 근거에 대해서 다툼
이 있다. 이는 크게 기본권의 주관성에서 도출하는 경우, 객관성에서 도출하는 경
우, 기본권 규정이 아니라 국가목적(국가의 본질)에서 도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① 기본권의 주관성(방어적 성격)에서 도출하는 견해
이 견해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를 국가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
킴으로써, 그 상대방과 국가와의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자력구제
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법규를 통해 가해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는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것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인간의 기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려

38)

39)

40)

der Person ist unverletzlich. In diese Rechte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griffen werden.
井上교수는, “분명히 제1조 제1항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조 이하의 기본권을 보완․
강화하는 기능이 인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까지 제1조 제1항 제2문을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 근거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井上典之 “いわゆる｢
人間の尊厳｣について―その具体的規範内容と現代的課題についての槪觀―” 阪大法學 第43巻
第2․3号(1993年) 630頁 이하.
K. Stern, Menschenwürde als Wuzel der Menschen und Grundrechte, FSf. H. U. Scupin
(1983), S. 627.
여기에서 국가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어느 한쪽을 과잉보호하면 상대방의 존중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어느 한쪽의 존중의무가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의 보호의무를 침해
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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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행위 의제론｣과 유사하다.41)
이 견해에 따르면 사인의 기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곧 국가의 침
해행위라는 것인데, 이렇게 국가의 부작위와 작위를 동일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
본권보호의무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부작위를
곧 적극적인 허용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란 비판이 있다.42)
②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하는 견해
이 견해는 기본권의 이중성을 근거로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기본권보호의무의 근
거를 찾고 있다. 즉, 기본권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로부터 기본권의 소극적 지위 보
장에 국한되지 않는 헌법적으로 의도되어진 국가의 포괄적 보호의무와 촉진의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객관성에 대한 주목은, 전후 기본권해석 가운데 새로운 기본권 내용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객관성에 대해서는 1958년 1월 5일의 뤼트(Rüth)판
결43)에서 그 초기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44)
뤼트판결에 의하면, 기본법의 기본권 규정은 2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기본
권은 첫째,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며,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Abwehrrechte des Burgers gegen den Staat)”임
과 동시에, 둘째,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체계의 것이 아니라, 그 기
본권 조항에 있어 객관적 가치질서(objektive Wertordnung)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권 효력의 원리적 강화가 표명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

(Wertsystem)는, … 헌법상 기본적 결정으로 전 법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본권의 방어권을 넘는 기능을 인정했다. 이러한 객관성의 지적은, 뤼트판결에서
직접 문제된 기본권의 제3자효의 문제를 훨씬 뛰어 넘어선 것이다.
기본권의 객관성에 대한 내용은 국가에 부여된 법적의무이다.
이노우에(井上) 교수의 분류에 의하면, 객관성에는 2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45)
41)

42)
43)
44)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2010년) 2
9～30면.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Baden-Baden, 1985, S. 418f.
BVerfGE 7, 198 (204f.)
R. Alexy, Recht, Vernunft, Diskurs(1995), 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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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권력은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 또는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는 객관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부작위 의무이다. 둘째,
현대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는 개인자신이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전제를 필요로
하며, 그래서 국가가 자유에 개입하기 전에 당해 자유의 여러 조건․전제를 창설
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작위 의무를 말한다. 두 번째 내용에서의 구체적 기능은 ｢사법의 해석․적용
을 위한 기준기능｣｢국가적 제도나 절차형성에 대한 기준기능｣｢보호의무｣｢배분참가
기능｣을 들 수 있다.
보호의무는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객관성의 내
용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에 부여된 작위의무의 일차적 의무
가 보호의무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실현수단으로서 보호의무는 자유권, 배분청구
권, 조직적 권리, 사회권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6)
그러나 기본권보호의무를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하는 것은 헌법규정만으로는
구체적 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 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국가화로 진행될 수 있는 점에서는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7)
③ 국가목적(국가의 본질)으로부터 도출하려는 견해
이 견해는 기본권보호의무가 국가에게 첫째 임무라고 하는 것에서 보호의무론을
자연스럽게 기본권이론의 중심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처음으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헌법
사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보호의무론의 존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것은 근대
국가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국가목적(국가의 본질적 의무) 그 자체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원래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법의 사회국가원리 아래에서의 국가의 현대적 의무
가 아니다. 그것은 근대국가의 성립당시부터 국가목적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국가목적으로 취급할 때, 보호의무는 국가에 의한 ｢안전

(Sicherheit｣의 확보와 같은 유형이다.48) 쿠리키(栗城)교수는 이슨제(Josef Isensee)의
45)

46)
47)

井上典之 “基本權の客觀法的機能と主觀的權利性―ドイツ基本權解釋學の粗描―”覚道古希 現
代違憲審査論 (法律文化社、1996年)273頁 이하.
G. Robbers, Sicherheit als Menschenrecht (1987) S. 126.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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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론의 소개에서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국가목적으로서 안전이 제1
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과의 관련은 제2차적인 것이다｣라든가, ｢보호의무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기본권과 무관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49)
헤르조그(Herzog)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유래를 현대국가가 국가의 정당성
을 평화, 특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기본권보호의무의 부정은 ｢국가론 및 국법에서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한다.50)
원래 독일의 통설은, 국가목적론을 채용하면서 이슨제의 주장처럼 국가목적의
달성을 자기목적화하여 기본권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목적론이 기
본권을 도출점으로서 기본권작용의 한 방법의 근거 또는 추진력을 부여 하는 것이
라 이해한다.51)
이처럼 기본권보호의무에는 국가론상의 목적론적 기초와 해석론적 기반이 병립
하는 것이며, 양기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즉, 기본권보호의무가 기본법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 당연한 임무이며 당연히 기본
법 해석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의무는 기본법의 해석에 의해 도출
되는 것으로, 보호의무가 단지 국가 내외에 안전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
다 넓은 기본권 전반에 작용하는 것이다.52)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의 존재이유인 것과, 현대에 있어서 기본권보호의무가 기
본권에 도입되어 있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기본권의 객관성이 국가
에 부여된 일반적 의무를 의미한다면, 기본권보호의무 그 자체는 국가에 부여된
제1차적 의무이며, 마땅히 기본권의 객관성의 중핵을 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53)
이 견해에 의하면 논의되는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으로 포섭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보호를 기본권보장의 한 방법으로 파악하는데,
48)

49)

50)
51)

52)

53)

J. Isensee, Das Grundrecht als Abwehrrecht und als staatliche Schutzpflicht in :
Insensee/Kif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 V (1992), §111 Rn 22.
栗城壽夫 “最近のドイツの基本権論について―基本権の客観的法内容をめぐる議論に即して―”憲法
理論研究会編 人権理論の新展開 (敬文堂、1994年)99頁.
D. Murswiek,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Risken der Technik (1985), S. 125.
小山剛 “国の｢基本権保護義務｣”憲法理論研究会編 人権保と現代国家 (敬文堂、1995年) 55
頁
山崎栄一 “基本権保護義務とその概念の拡大”神戸大学大学院法学研究会 六甲台論集 法学政
治学篇第43巻 第3号 210頁.
山崎栄一, 전게논문, 2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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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이행방법이 각각 부작위와 작위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
시 말해 이 견해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부작위의 방법과 작위의 방법으로
나누고 기본권보호의무는 작위의 방법에 따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데, 작위와 부작위의 근거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또한 국가가
작위를 통한 기본권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설과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④ 소결
위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주관적 권리와 객관적 규범의 실현방법을
고려해보면 양자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고, 이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
는 전제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성에서 도출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3)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기관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체적 실현형식으로는 보호를 위한 입법의무, 규제권한의 발
동,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으며,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행사에 있어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3항에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지니는 주
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54)
먼저, 제1차적 주체는 입법부이다. 구체적인 보호의 실현에는 입법자에 의한 입
법화라고 하는 수단의 선택이나 구체화를 보장받지 않으면 안 되며,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필요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의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환경법․원자력법․유전자공학법 등의 다양한 새로운 분
야가 탄생함에 따라, 입법은 그런 것들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에 있어서도,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도 행정권의 행사에
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계속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적응 등이 요구되어진다. 따라
서 세부적으로는 행정재량은 불가피한 것이며, 행정권에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기본권에 적합하도록 이것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고전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독일
에서는 통상 방어권이라 불리워짐)과는 다르며, 또한 국민이 국가에 대해 문화적인

54)

ACT 1 ③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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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권과도 다르다.
기본권보호의무는 국가와 요보호자, 침해자라고 하는 3면 관계를 전제로 하여,
침해자가 요보호자의 기본법상의 법익을 침해할 때, 국가가 침해자와 요보호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요보호자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리로, 국가에 작위의무
또는 작위명령을 요구하는 것이다. 방어권과 사회권은 3면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2면 관계이다.
이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에도 입법으로 그 침해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행정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법이 그 구제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
에 의한 기본권 과소보호의 금지 위반이며, 반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
잉규제를 행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국가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
이 된다.55)

4. 본 사건에서 기본권보호의무의 필요성
사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통해, 기본권 주체 상호간의 자율적 공
존의 룰(rule)을 설정한다. 다른 사인에 의해 침해를 받지 않는 보장이 법질서 가운
데 자명하게 되어, 그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면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자
유｣를 헌법문제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같은 문제는 주로 헌법의 제3자효라든지 행정의 위
험방지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기본권보호의무
에 대한 ｢명문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면 ｢국
가에 의한 과잉규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사업자․국민의 3면 관계에서 사인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구성은 종래의 행정부작위나 입법부작위의 경우의 작위의
무의 발생근거를 헌법에서 종합적으로 자리 매김함과 동시에, 기본권이 헌법질서상
의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재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56) 특히, 석면 피해와 같
이, 산업정책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
것은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전제로, 입법․행정이 각 시대에 무언가를 해
55)

56)

山本敬三 公序良俗論の再構成 (有斐閣、2000)、小山剛 基本権保護の法理 (成文堂、1998)
참조.
池田直樹ㆍ鎌田幸夫ㆍ伊藤明子 “アスベスト訴訟における国の加害責任の法的根拠について” 労
働法律旬報 (旬報社、2006)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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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고, 무엇이 가능했는지,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기 위한 구조와 연결 된다【그림4】.
기본권보호의무론은 많은 실무가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논의지만, 석면․진폐 문
제와 같이 장기간 피해의 방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것에는, 단지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최상의 가치로 국가의 책임을 종합하여 강
화하는 실익 있는 이론이다.57)
따라서 본 사건 석면 국가배상소송(도쿄소송)에서 원고들은 기본권보호의무론으
로부터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헌법에서 직접적으
로 국가의 책임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보호의무론을 기본
으로 하면서도 종래의 판례이론이나 부작위 위법론을 의식하면서 구체적인 작위의
무의 근거나 발생에 대한 주장이 필요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 하며, 도시국가를 정치․경제․종
교․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았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으며, 이러한 본성은 공동체 속에서 타
인과 함께 생활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
되었으며, 개인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은 동일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구성
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1919년 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하고, 아울
러 이러한 급부에 대한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반 사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국민 개인에 대한 생명․건강․재산․환경 등으로부터의 위험이 대
두되면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석면피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생명권․건
57)

池田直樹ㆍ鎌田幸夫ㆍ伊藤明子, 전게 논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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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대적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적
법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사인간의 가해에 의한 것이어도 국가가 국
가의 의무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명
의 이치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석면의 폐해를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적극적인 개입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던져버
린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국가의 존립의의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독일에서도 국가가 침해자의 자유나 재산에 대해 개입하여 요보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 할 때, 피보호 이익과 침해자의 이익이 형량 가능한 것인가, 그 경우에
기본권 가치질서를 척도로 형량한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권이나 건강권은
형량의 대상이 안 되며,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의무가 도출된다. 처음부터 기본권보
호의무로부터 바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가 긍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기본권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의 행위에 적시․적절한 개입을 하여 피해방지 행위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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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사용과 규제 연표】
1906년 첫 석면 사용(브레아크 라이닝).
1927년 석면폐라는 용어 첫 사용(영국의학저널).
1930년 석면폐 공식인정(머러웨더 보고서).
1931년 영국 석면 규제.
1947년 舊 노동기준법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분진방지조치의 의무 등.
동법 제45조에 기한 노동안전위생규칙(舊 安衛則)에 의한 분진방지대책 등
의 의무.

1950년 건축기준법의 제정.
(동법 제2조 7～9호와 동법시행령에 내화구조․방화구조의 지정제도에 관
해 규정)

1955년 영국의 R. Doll 석면과 폐암 연관성 확.립
1959년 건축기준법시행령 제108조에서 석면건축자재사용의 구조를 방화구조로
지정.
동령 제1조 5호․6호(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지정제도)

1960년 舊 진폐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동법제정을 입각하여 노동안전위생규칙(舊 安衛則) 제173조에 의한 석면관
련의 작업에 관한 국소배기장치설치의무.

1964년 建設省 고시로 ｢석면뿜칠｣｢석면 슬레이트｣사용의 구조를 내화구조로서 지
정.
시행령 제108조에서 防火構造로서 석면건축자재의 사용범위를 확대.
뉴욕과학 아카데미 주최의 국제회의 ｢석면의 생태적 영향｣ 개최.
국제대암연합(UICC) ｢석면과 암에 관련한 워킹 그룹의 보호와 권고｣.

1969년 建設省 통지로 인정기준 ｢방화재료 인정요령｣을 發出.
석면건축자재를 불연소재, 준불연소재, 난연소재로 인정.
영국에서 새로운 석면규제.

1970년 건축기준법기행령 제108조의2 신설.
1971년 특정화학물질등장해예방규칙(舊 特化則) 제정으로 석면 등의 취급 규제.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安衛法)의 제정(석면분진 작업종사에 대한 건강관리 수첩제
도의 창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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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安衛則․舊 特化則을 대신하여 노동안전위생규칙(安衛則)․특정화학물질
등장해예방규칙(特化則)을 정하고, 분진방지대책 등의 의무를 상세화 함.

ILO의 직업암에 대한 전문가회의. (WHO의 부속기간인 IARC ｢석면의 생
화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에 대해 발암성이 인
정되었다)

1973년 建設省이 ｢청사 완공 표준｣의 ｢내부완공표｣에서 석면뿜칠 제외.
1975년 개정 특정화학물질등장해예방규칙 (特化則) 이 석면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고, 석면함유율 5%를 넘는 석면뿜칠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1985년 EC 모든 석면의 분사재 등 6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
1987년 建設省이 ｢耐火構造의 구조방법을 지정하는 建設大臣 고시｣로부터 ｢석면뿜
칠구조｣삭제 (｢석면 슬레이트｣는 지정을 유지).

1988년 일본 작업현장에서의 비산량(飛散量)을 규제하는 관리농도의 책정.
1989년 WHO가 청석면(crocidolite, クロシドライト)과 다석면(amosite, アモサイ
ト)의 사용금지 권고.
미국 환경보호국이 석면의 생산․수입의 단계적 규제.

1990년 오스트리아 전면금지.
1991년 네덜란드 전면금지.
1992년 필란드, 이탈리아 전면금지.
일본｢석면규제법안｣ 발안.
勞動省 통지(基發 1호)에 의한 석면건축자재 시공작업에서 분진 노출방
지대책의 지도.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7조의2 (準 耐火構造) 신설.
建設大臣이 고지로 석면건축자재 사용의 구조를 準 耐火構造로 지정

1993년 EU 청석면과 다석면의 사용금지.
독일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금지

1995년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安衛令)․노동안전위생규칙(安衛則)․ 특정화학물질
등장해예방규칙(特化則)의 개정으로 청석면과 다석면의 제조․사용금지.
특정화학물질등장해예방규칙(特化則)의 개정에 의해 석면함유율 1%를 초과
하는 석면뿜칠 작업 원칙금지

1996년 프랑스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금지
EU 2005년까지 전면금지를 결정
1997년 한국 청석면과 갈석면 제도․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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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칠레, 아르헨티나 전면금지
2003년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安衛令)개정에 의해 중량 석면함유율 1% 이상 건축
자재 등 제조․사용 금지.
오스트레일리아 전면금지.

2004년 일본 모든 석면 원칙금지(10개 품목 포함).
2005년 석면분사재 전면금지.
석면장해예방규칙의 제정으로 건축물해체공장 등에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철저.

EU 석면 사용금지.
ILO의 ｢석면조약｣ 비준.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安衛令)개정에 의한 석면함유 제
품 제조의 전면금지.
－ 중량 0.1% 이상 함유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소․수입․양도․제공․사
용금지 및 규제대상물질의 범위 확대
－ 석면제거 시에만 한정한 규제를 비산 방지작업, 보수작업 등도 포함
－ 석면제거 작업과 건강진단의 기록을 40년 유지

2008년 한국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도․수입․양도․제공 또
는 사용 금지.

2009년 한국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도․수입․양도․제공 또
는 사용 금지 품목 전면 확대

2012년 한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활석, 해포석, 칠석, 사문석) 지정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 석면함유 농도 1%
－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정, 지질도 작성 의무화
투고일자 2013.10.25,

심사일자 2013.11.20,

게재확정일자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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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約＞

アスベストと国の基本権保護義務
- 日本における建設アスベスト訴訟での国の責任 58)

朴

容淑

*

2005年6月29日、いわゆる 久保田ショック で、工場で働いていない近所の住民ま

でアスベストの被害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日本社会のア
スベスト被害の深刻さを知らせる契機となった。以来、アスベスト被害の救済を求め
る国家賠償訴訟が多数提起されたが、本稿では、2012年12月5日に判示された東京地
裁の判決を中心に考察することにしたい。
東京地裁の事件は、建設作業労働に従事する中で、石綿(アスベスト)を含有する建
材(石綿含有建材)の切断、加工、解体等により発生した石綿粉じんを吸入した結果、
石綿肺(pulmonary

asbestosis)、石綿がん、中皮腫(mesothelioma)などの石綿関連

疾患被害を受けた被害者及びその遺族337人が、石綿含有建材を製造․流通させてい
た被告企業46社の共同不法行為責任及び労働関係法規そして建築関係法規上の適切な
規制権限を行使してこなかった国の国家賠償法上の責任に基づいて損害賠償を請求し
た事案である。これに対して裁判所は、建築工事現場においては、防じんマスクの使
用が、石綿粉じん暴露防止のための唯一の現実的な手段であったため、国は、遅くと
も1981年1月の時点では｢事業者に対して、労働者が石綿含有建材の切断などの石綿粉
じんを発散させる作業をする際には防じんマスクを着用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を
罰則をもって課すこと、労働者による防じんマスクの着用を実効的なものとする

べく、警告表示の内容として、石綿粉じんが肺ガンや中皮腫などの重篤な疾患
を生じさせるものである旨を明示した上、石綿粉じんを発散させる作業を行う際には
必ず粉じんマスクを着用するよう明示することを義務づける等｣の措置を講ずる義務を
負っていたというべきであり、国がこれを怠ったことは｢著しく不合理であり、違法で
ある｣と判示しながら、石綿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規制権限を行使していない国の責任
を認めた。本判決は、労働者の生命․健康の確保という旧労働基本法と労働安全衛生
法の目的を尊重した判断だと評価できよう。
* 九州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 博士後期課程単位取得満期退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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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らに、本判断は、2004年の筑豊じん肺最高裁判決で判示した｢適時にかつ適切に
行使されるべき｣、｢できる限り速やかに｣という指摘を意図的に引用しなかった泉南ア
スベスト控訴審判決及び横浜判決とは区別され、本判断は、今後提起されるであろう
多数の建設アスベスト訴訟の進むべき方向を提示し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 アスベスト、建設アスベスト訴訟、基本権保護義務、国の責任、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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