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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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사카 센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제1진 제1심 판결을 제1진 제2심 판결이 뒤집고, 다시 제2진 제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
되었다. 또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요코하마지
방재판소 판결이 나온 약 반 년 후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것은 없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보면, 공동불법행
위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았다
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석면
사용이 금지된 후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도 우려되는 바
이다.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피해라는 전문적․기술적인 식견 내지 의학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
에 있어서는, 국가가 석면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석면, 규제 권한 불행사, 정보제공 권한 불행사, 국가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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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방음성 등이 뛰어난 미세한 천연광물로 저렴하여 건축자
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은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피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각지에서 소송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대형기계제조업을 하는 구보타에
서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구보타 舊간쟈키공장 종업원 74인이 석면관련병으로 사
망하였으며, 공장주변에 거주중으로 중피종으로 치료중인 주민 3명에게 200만 엔
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여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舊구보타공장은

1954년부터 석면관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청석면관이 1957년부터 1975년까지 연평
균 약 4,700톤이 사용되고 있었고, 백석면이 1954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3,500
톤이 사용되고 있었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구보타 자료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석면관련질환으로 종업원 74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요양중이었다1).
또한 구보타는 공장주변 1km권내의 주민피해자에게도 재해에 준하는 최고 4,600
만 엔의 구제금을 지불하였고, 석면업계 최대기업인 니치아스도 공장주변 400km권
내의 주민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엔의 구제금을 지불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공
식적으로 확인된 아시아지역 최대 석면피해사건인 이른바 구보타 쇼크 이후 석면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국가배상소송 및 민사손해배상소송 등이 다수 제기되었다.
그 중 최근 일본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일본 건설 석면으로 인한 피해
자들의 소송에서 제기된 국가 및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車谷典男․能谷信二, “クボタ旧石綿管製造工場周辺に発生した近隣ばく露による中皮腫”, 環境と
公害, 第36巻 第1号, 2006.7,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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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주요 건설 석면 소송
건설 석면 소송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설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이 국가와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다. 먼저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잠복기간이 길고 주민이나 노동자가 그 위험성
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국가가 조사 등에 의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가 적시에 적절하게 관
여하지 않으면 위험을 제대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2). 특히 건설대신의

1964년 5월 31일 건설성 고시 등에 의한 내화구조 지정에 관한 지정 및 1969년 9
월 2일 통달 등에 의한 방화재료에 대한 인정 등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촉
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3) 그리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에 관하여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당해 피해자의 석면 노
출 원인이 된 건축자재 및 그 제조업자를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나아가
건설작업종사자는 여러 작업현장을 전전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
문에 더더욱 특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4)

1. 오사카ㆍ센난 소송
(1) 사건개요
오사카․센난 지역은 20세기 초부터 100년 동안 석면방직공장이 집중적으로 입
지한 곳으로 일본 석면 피해의 원점이라고도 한다. 더군다나 소규모 영세 방직공
장이 집중되어 있고, 석면방직업 자체가 석면원료 그 자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구
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피
해실태조사 등을 행하여 피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대책마련
을 게을리 하였다5). 이에 석면공장 노동자였던 자 및 그 가족, 인근 주민들이 석
면 분진에 노출되어 석면폐, 폐암, 중피종 등 중대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2)

3)

4)
5)

吉村良一, “建設アスベスト訴訟における国と健材メーカの責任”, 立命館法学, 第347号, 2013, 2
면.
村山武彦, “アスベスト健材の使用拡大と国の関与”, 環境と公害, 第41巻 第1号, 2011.7, 64∼66
면.
吉村良一, 앞의 논문, 2013, 2면.
野呂充 “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 法律時報, 第84巻 第10号, 2012.9, 64∼6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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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조 1항6)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7). 2006
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은 제1진과 제2진으로 나누어 제기되었다. 본건의 쟁점은
크게 국가의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유무,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의 국가의 책임, 손
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고들은 국가의 국가배상법상의 유무에 관하여, 그 근거
로서 노동관계법에서의 노동성령 제정권한의 불행사, 독물 및 극물 취급법에서의
규제감독권한 불행사, 정보제공권한의 불행사 내지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주장하였
다. 또 석면 운반을 한 운송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규제권한
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8).

(2) 제1진 2010년 5월 19일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9)
1959년까지는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석면폐에 관한 의학적, 역학적 식견이 집
적되어, 진폐법이 제정된 1960년까지는 분진 대책 중심인 국소배기장치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대신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의무지
우는 노동성령 제정 내지 개정을 행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제
한권한의 불행사로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10). 이에 따라 공장 노동자의 청구에
대하여 총액 4억 엔을 넘는 배상을 명하였다11).
한편 인근 주민 등에 대해서는 舊노동기준법 등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규제권한의 불행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12).
또한 환경관계법에서의 규제권한 불행사 및 입법부자위 등에 관하여서는 위법성
이 인정되지 않았다13).

6)

7)

8)

9)
10)

11)

12)
13)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1항】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若生直志 “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控訴審判決-規制権限不行使の違法性が争われた事
例-”, 上智法學論集, 第56巻 第1号, 2012.8, 121면 참조.
“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第2陳)判決”, 判例タイムズ, 第1386号, 2013.5, 117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참조.
村松昭夫․森裕之․淡路剛久․礒野弥生․宮本憲一․除本理史, “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賠判
決をめぐって- 国の責任と司法の役割-”, 環境と公害, 第42巻 第1号, 2012.7, 54∼61면 참조.
下山憲治, “石綿工場労働者のアスベスト被害に関し、国の規制監督県権限不行使による国家責任
を肯定した事例”, 法学セミナー増刊 速報判例解説, 第8号, 2011.4, 73면 참조.
村松昭夫․森裕之․淡路剛久․礒野弥生․宮本憲一․除本理史, 앞의 논문, 54∼61면 참조.
下山憲治, 앞의 논문, 2011.4, 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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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14).
본 판결이 들고 있는 석면 피해의 특징은 중소사업자가 많고 발병까지의 잠복기
간이 긴 석면 피해에 대하여 위험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한편, 국가가 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과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
여하지 않으면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석면 보급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석면 공장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국
가의 규제감독권한 불행사의 위법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15).

(3) 제1진 2011년 8월 25일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16)
국가가 1947년 이후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는 것에 입각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법 정비 및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여러
시책에 기한 일련의 조치는, 노동관계법상의 취지, 목적 및 주무대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그 허용된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제1심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책임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여러 사실 등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1조 1항의 적용상 위법이 될 만한 규
제권한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의 부작위 위법을 전면적으
로 부정하였다. 이에 원고측이 상고하였다.
본 판결은 노동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행할 입장에 있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일차적인 안전배려의무를 지는 자라
고 풀이되는 사용자｣라고 하며,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늦어도 舊노동기준법이 제정된 1947년 이후｣,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 및 법령상의 안전위생교육의무에 근거하여 노동자에 대하여 ｢석면이 유
해물질이라는 것 및 석면 분진을 흡입하는 것에 의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한 위험성
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종사중 마스크를 적절히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건강상태
파악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도를 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판
단하였다17).
14)

15)
16)
17)

村松昭夫․森裕之․淡路剛久․礒野弥生․宮本憲一․除本理史, “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賠判
決をめぐって- 国の責任と司法の役割-”, 環境と公害, 第42巻 第1号, 2012.7, 54∼61면 참조.
下山憲治, 앞의 논문, 2011.4, 76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吉村良一, “泉南アスベスト国家訴訟抗訴審判決の問題点”, 法律時報, 第83巻 第12号,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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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18).
첫째, 노동재해 방지, 특히 건강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노동성령에 포
괄적으로 위임되고 있는 경우, 그 목적은 조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것
에 더하여 성립에 시간이 걸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기술 진보나 최신 의학적 식견 등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
로 규제 시간이나 조치 내용에 대하여 행정에 넓은 재량이 있다고 풀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목적에 반한다고 한다.
둘째, 최고재판소는 주로 침해이익의 중대성, 예견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을 고
려하여 구체적 사정 하에서 법령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
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부작위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
하여, 학설에서는 중대한 건강피해에 관련된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다
고도의 행정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데, 본 판결에서는 생명․건강이라고
하는 침해이익의 중요성을 부당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한
다.
셋째, 본 판결에서는 건강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권한 행사에 있어서 공업제품의
산업적․사회적 유용성을 비교하여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행정이나 환
경행정에 있어서 불가역적인 건강피해를 방지하는데 산업적․사회적 유용성의 고
려를 규제권한의 발동요건으로 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넷째, 본 판결은 ｢규제를 실행하는 데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하고 다
른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문제로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
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가령 건강피해의 결과회피가능성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산업영향 등의 사실상의 지장을 고려하여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취지라고 한다
면, 행정을 체크한다고 하는 사법 기능 내지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4) 제2진 2012년 3월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19)
노동관계법에 기하여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 항소하였다.

18)

19)

67면 참조.
大久保規子, “泉南アスベスト被害と国の責任-大阪高裁判決の検討-”, 環境と公害, 第41巻 第3
号, 2012.1, 64∼65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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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제1진 소송 제1심 판결에 이어 국가의 노동성령 제정권한 불행사의
위법을 인정하였지만, 제1진 소송 제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나 새로운 판단이 포
함되어 있다
제1진 소송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과 본 판결 모두 규제권한의 불행사가 위
법하게 되는 요건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에 의한 규제권
한의 불행사는 그 권한을 정하는 법령의 취지․목적이나 그 권한의 성질 등에 비
추어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의 불행사가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
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때｣고 하고 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석면 노출 방
지 대책의 기술적 기반 형성 등에 관한 사실 인정의 차이 외에, 석면 공장에서의
석면 분진에 의한 건강피해의 중대함에 관한 국가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국가가 행하여 온 입법이나 행정지도 등의 여러 시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판
단,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관하여 각 사업자의 자주적 판단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가, 노동자에게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느 정도
실효적인가 라고 하는 점에 관한 사실인정 내지 규범적인 평가의 차이 및 석면 제
품의 제조․가공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석면 제품의 사회적 필요성 및 공업적 유
용성을 고려하는지 여부 등이다20).

2.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
(1) 사건개요
2005년의 이른바 구보타 쇼크를 계기로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격
히 높아진 가운데, 2006년 “석면의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8년과 2011년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법은 국가나 석면관련기업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구제급부금도 극히 저액이며 대상 질병을 중피종과 폐암에
한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도쿄․사이타마․치바에 사는 석면 건강피해자들이 도쿄
재판소 및 요코하마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구조를 건축기준법상의 내화구
조등으로서 지정하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추진한 것이나 건설작업종사자
의 석면 분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규제권한을 행

20)

“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第2陳)判決”, 判例タイムズ, 第1386号, 2013.5, 117∼
1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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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것을 해태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1항에 근거하여 위자료 등 총액 28억 8,750만 엔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
구하는 것과 함께 기업(43사)들이 석면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시점 이후
에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계속하여 제조, 가공, 판매한 행위 등은 공동불법행위
에 해당하고, 또 기업들이 제조 등을 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통상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대하여 민법 제719조 1항 및 제
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
다.

(2)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21)
국제노동기관 등이 석면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언한 1972년 시점에서,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하여 폐암 및 중피종이 발병한다고 것이 확립되었다고 한 후
에, 국가가 건축기준법상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내화구조로서 지정하는 등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동 건축자재의 사용을 강제한 가해행위로서 위법이라고도,
직무상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규제권한
불행사가 허용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나아가 관련공동성을 부정하여 기업들의 공동불법
행위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

(3)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23)
노동대신 등은 노동관계법규에 근거하여 각각 건축작업현장에서의 석면 관련 질
환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규제권한의 취지, 목적
및 성질 등에 입각하여서도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불행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국가배
상법 제1조 1항의 적용상 위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석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24).
21)
22)
23)
24)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吉村良一, “建設アスベスト訴訟における国と健材メーカの責任”, 앞의 논문, 2013, 4∼7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朝田とも子, “労働関係法規に基づく規制権限不行使の違法性”, 法学セミナー, 699号, 2013.4,
1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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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 석면 소송의 쟁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
의 책임과 그 규제대상이 되는 석면 제조업자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책임
(1) 제1진 2010년 5월 19일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25)
① 규제감독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판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에 의한 규제권한의 불행사는 그 권한을 정하는 법
령의 취지․목적이나 그 권한의 성질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불행사
가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불행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1조 1항의 적용상 위
법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舊노동기준법 및 안전위생법은 모두
노동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그 안전과 건강의 확보를 도모하는
규정을 두고, 사업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손해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여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노동성
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는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의 내용이 그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인 점, 또 그 내
용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작업현장의 현상, 기술적 진보 빛 최신 의학적 식견
등에 적합한 것으로 개정하여 나가기 위해서이다｣.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의무화
노동대신은 석면폐의 의학적 또는 역학적 식견이 1959년에 대체로 집적된 결과,
석면폐가 석면 분진의 직업 노출을 원인으로 하여, 상당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
고 있다는 것과 그 방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소
배기장치 등에 의한 석면 분진의 억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인적․
물적․경제적 부담을 지우지만,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가 만성질환이고
불가역적으로 중하게 되는 특질｣로부터 ｢석면 분진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이나
25)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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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1960년 舊진폐법 성립까지 노동
대신이 이러한 조치를 ｢적시에 적절하게｣ 강구하지 않은 것은 ｢舊노동기준법의 취
지․목적이나 당해 권한의 성질에 비추어, 그 불행사가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③ 석면 분진 농도 측정 결과 보고 등의 의무화
｢석면 분진 농도를 측정하여 노동환경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석면 분진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전제로서, 또 그 후의 노동안전위생에 활용하기 위하여｣, 나아가
｢측정 결과가 억제 농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므로 1972년 시행된 특정 화학물질 장해 예방 특칙에서 ｢가
옥내 작업장의 석면 분빈 농도 측정 결과 보고 및 억제 농도를 넘는 경우의 개선
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석면 분진에 의한 피해가 석면폐에 그치지 않고 폐암이
나 중피종에도 미친다는 것이 명백해진 단계에서는,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④ 노동자 이외의 자에 대한 위법성
｢석면 분진의 규제 권한을 노동성령에 위임한 舊노동기준법 제42조․제43조 등
의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 및 안전위생법 제22조 등의 건강장해 방지조치에 관한
규정은 모두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노동성령 제정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
은 舊노동기준법 및 안전위생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와의 관계｣에서이고, 노동자
이외의 자는 노동성령 제정권한 불행사의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
노동자 이외의 자에 대한 판단을 보면, 국가의 위법이 인정되는 1960년까지 석
면 사업소의 근무를 끝내고, 동년 이후에 석면 분진 노출이 인정되지 않은 원고 1
명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석면 공장 노동자의 가족인 원고 1
명에 대해서는, 현재 중대한 호흡 장해의 원인이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고, 석면 공장 인근에서 농업을 해 오던 주민 1명에 대해서
舊노동기준법 또는 안전위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위에 없기 때문에 동인의 건
강피해가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26).

26)

松本和彦, “泉南アスベスト事件-国の規制権限不行使”, 別冊 Jurist (環境法判例百選 第2版),
第206號, 2011.10,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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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손해배상의 범위
｢국가의 노동성령 제정 권한 불행사의 위법과 1960년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석
면 분진에 노출되어 석면 관련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

(2) 제1진 2011년 8월 25일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27)
본 판결도 1947년에 제정된 舊노동기준법이나 그 후의 안전위생법의 목적이 모
두 노동재해 방지와 노동자의 안전․건강확보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
나 건강보호를 위한 권한행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행사의 광범위한 재
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8).
①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시기 및 그 태양 등에 관하여는, 그때그때 노동대신에 의
한 고도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② 노동대신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노동성령의 제정 내지 개
정을 행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 유무
｢노동대신이 1947년 내지 1957년경까지의 시점에서 석면 제품의 제조, 가공 등
의 각종 작업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지우는 노동성령의
제정 내지 개정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이, 노동관계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
게 합리성이 결여되는 규제 권한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1항의 적용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독물 및 극물 취급법에서의 규제 감독 권한의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
상책임의 유무
｢독물 및 극물 취급법은 화학물질에 의한 급격한 독성 작용을 갖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의한 보건위생의 확보 및 동 작용에 기인하는 건강피해의 방지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바, 대량의 석면 분진 노출이 석면폐 등의 중대한 건강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하여도, 석면이 체내축적성 및 장기침습성의 특징을
27)
28)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大久保規子, 앞의 논문,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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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석면폐 등의 증상은 급격한 독성 작용이 발
현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성질의
화학물질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제2진 2012년 3월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29)
① 노동관계법에서의 노동성령 제정 권한의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책임
의 유무
｢국가에게는 석면 분진 노출을 포함한 진폐 대책을 위한 舊진폐법이 제정된

1960년 3월 31일까지, 석면 분진 노출의 방지책을 책정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고 할 수 있고, 특히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가 불가역적으로 중하게 되
는 특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책은 긴급한 중요과제였다고 해야 한
다. 1960년 3월 31일까지는 석면 방직 공장 등의 석면 공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
치할 것 및 분진 농도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요건을 정하는
것이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하였으므로, 노동대신은 舊안전위생규칙을 개정하든지
새로운 노동성령을 제정하는 것에 의하여 벌칙으로써 석면 분진이 발산하는 가옥
내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시점에서 동대신의 노동성령 제정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었더라면, 그
이후의 석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석면 관련 질환의 피해 확대를 상당정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960년 4월 1
일 이후 1971년 4월 28이에 舊특화칙을 제정하기까지, 노동대신이 舊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상기 노동성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취지, 목적에 비추어 현
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1조 1항의 적용상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 권한의 불행사 내지 정보제공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책
임의 유무
｢헌법이나 각 성․청 설치법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권
한을 근거지우는 규정은 아니고, 국가에 의한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제공을
법적 의무로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서 취급하는 원재료 등의 위험성, 유해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하
29)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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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전위생교육을 통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는가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량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야 한다. 1971년 당
시에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민간 연구자에 의한 연구보고가 있었던 외에 신문지
상에서 석면의 발암성이 보도되고 있고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독점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정보제공 형
태로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0).

(4)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31)
본 소송에서는 원고가 건설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속성에서, 건축기준법상의 권
한행사의 부작위와 안전위생법의 건설노동에의 적용이 쟁점이 되었다. 특히 ｢건설
재료로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지정하지 않거나 조기에 지정을 철회하였더라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정 등에 있어서 건축업
종사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배려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32). 또한 원고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의하여 이익 및 은혜를 받은 국민 전체가 보
상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되며, 적어도 피고 국가에게는 석면 피해에 관한 법
률의 충실, 보상제도 창설의 가부를 포함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33)고 기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① 국가의 행위의 위법성과 의학적 식견과의 관련

IARC 보고 내용 등 및 증인의 공술에 비추어 보면 ｢1965년 시점에서 석면 분
진의 소량 노출에 의해서도 중피종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는 할
수 없고, 또 1972년 시점에서 석면이 특히 중피종 발병과 관계있다는 의학적 식견
이 확립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국가의 건축기준법령에 기한 지정행위의 위법성 유무
30)
31)
32)

33)

“大阪泉南アスベスト国家賠償請求訴訟(第2陳)判決”, 117∼157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礒野弥生, “首都圈建設アスベスト訴訟判決と国の責任”, 環境よ公害, 第42巻 第2号, 2012.4, 50
면.
下山憲治, “建設作業從事者の保護と国家賠償責任”, 法律時報, 第84巻 第10号, 2012.9,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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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시점에서 건설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석면의 관리사용이 곤란하다고 받
아들여졌다고는 할 수 없다｣.
③ 국가의 건축기준법령에 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유무
노동성은 ILO 등에 의한 석면의 암 원인성 지적으로 1975년 9월에는 특화칙을
개정하고, 석면 부착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시기적
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여도, ｢1973년에 부착 석면을 사용한 구조가 삭제되
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용된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④ 국가의 노동관계법령에 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유무
舊노동기준법 제1조 1항은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
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제9조에서 노동자는 ｢사용되는
자로, 임금을 지불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舊노동기준법이 노동자 이외
의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⑤ 국가의 독물 및 극물 취급법에 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유무
독물 및 극물 취급법은 급격한 독성 작용을 갖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의
한 보건위생의 확보 및 동 작용에 기인하는 건강피해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에서 말하는 독물, 극물이란 급성 독성을 발현하는 물질인 것을 예정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석면은 체내축적성 및 장기침습성의
특징을 갖는 유해독물이므로, 그에 기인하는 건강피해를 급성 독성이 발현한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석면을 독물 및 극물 취급법상의 극물이라고 정하여
동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곤란하다고 해야 한다｣.

(5)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34)
① 의학적 식견의 집적상황 및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의 노출 실태
본건에서는 1960년 당시 또는 그 이후 현재까지 시점에서의 규제권한 불행사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유무가 문제가 되었다. 특정 요인과 특정 질병발생과
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식견은, 국가가 규제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34)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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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957년도의 노동위생시험연구가 보고된 1958년 3월경에 구체적
인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정도로,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석면폐질환의 의학
적 식견이 확립되었다. 폐암 및 중피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972년 ILO 및

IARC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석면은 모두 폐암 및 중피종을 야기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온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에 의한 폐암 및 중
피종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식견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현재 건축작업은 전체적으로 석면 분진의 중농도 이상의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석면 분무 부착 작업, 석면 등의 절
단, 천공, 연마 등의 작업, 석면 등을 분포하고 주입하거나 또는 바르는 물건의 파
쇄, 해체 등의 작업, 가루 상태의 석면 등을 요기에 넣거나 또는 용기로부터 꺼내
는 작업, 가루 상태의 석면 등을 혼합하는 작업, 청소작업에 대해서는, 모두 석면
분진 노출도가 많은 작업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석면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외에, 당해 작업이 행해지
고 있는 장소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자도, 당해 석면 분진에 간접적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국가의 노동관계법규에 근거한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일본에서의 석면 분진 방지 대책은 대체화, 습윤화, 국소배기장치라고 하는 석면
발산 억제를 위한 조치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마스크의 착용
이 보완적 조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1975년 개정 특화칙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대체화 노력의무가 부과된 후에도,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각섬석
계마저도 1987년까지는 사용이 중지되지 않았고, 차석면에 대해서는 1993년까지,
그 외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화가 진
전되지 않아, 국가의 2003년 및 2006년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 등의 일부 금
지조치가 강구되기까지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계속하여 제조 판매되었기 때문
에, 위 개정에 의하여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대체화가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방지조치로서의 실효성을 갖는 정도로 권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또 국가는
동 개정에서 석면의 대체화의 노력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석면 함유 건축자
재의 사용량이 건축작업 종사자의 석면 관련 질환증의 우려가 없어질 정도로 감소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석면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철저한 관리사용의 방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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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 건축현장에서는 석면공장 등과 달리 ｢국소배기장치에 석면 분진 노출 방지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습윤화 장치는 신축공사나 개보
수 공사에서는 건축재료의 오손이나 감전이라고 하는 습유화 장치를 곤란하게 하
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
체공사에서도 그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내장을 제거한 후의 해체공사에 그
쳤던 이상, 당해 해체공사에서도 습윤화 장치만으로 석면 분진 노출방지책으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 방지의 규제
장치로서는 마스크에 관한 규제조치가 유일하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축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건축작업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당초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 바, ｢마스크에는
통기저항에 의하여 숨쉬기가 괴로운 점이나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는 못 등을 입에
물고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이에 더하여
취급 건축자재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지가, 건축현장에서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마스
크의 착용을 명하고 또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안전위생규칙 내지 특화칙에서의 마스크의 구
비의무를 이행해야할 말단 하청사업자가 원사업자 내지 상위 하청사업자가 조달한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특화칙
이 개정되기까지의 사이에는 마스크에 관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는 마
스크 구비 의무에 그치고 있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석면 함유량이 중량대비 5% 이
상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분무 부착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면, 사업자로
부터 착용을 명받은 경우에 한하여,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지워지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국가의 규제내용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또 1975년 안전위생법 개정에 의하여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경고표시의무
가 부과되었지만, 애당초 건축작업 종사자들은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에
의한 건강 장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바, 국가가
통달로 보인 경고표시의 내용은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 방지 조치로서는
｢인체에 미치는 작용｣ 및 ｢취급상의 주의｣에 관한 각 표시내용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표시방법으로서도 경고표시의 내용이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노동
자 및 이를 고용한 당해 취급 작업에 종사시킨 말단 사업자까지 전달되기 어려웠
다는 점도 겹쳐서, 전체적으로 건축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석면 분진 노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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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결여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건축현장에서의 경고 표시, 석면 취급에 관한 안
전위생교육 및 출입금지조치, 노동기준 감독서에 의한 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불충
분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합쳐진 결과, 건축작업 종사자는 마스크의 착
용도 하지 않은 채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축현장에서 강구되어 온 규제조치는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 노출책으로서
는 불충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안전위생법은 국가가 노동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조기준을 책정하고, 사업자가 그
의 준수 및 노종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거듭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고, 노동자가 당해 조치에 협력하는 노력의무 등을 지며, 이 자들이 각각의 책무
를 다하는 것에 의하여 노동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각하고 있어, 건축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위해방지 및 안전위생 확보에 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사업
자가 지는 것이고, 국가의 2차적인 것에 그친다고 해야 하는 점, 후기 설시대로 석
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판매기업들은 국가의 규제 여하에 불구하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판매자로서의 지위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판매하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
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석면이 암이나 중피종 등을 발병시키는 위험성
을 갖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
사업자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이 준수된 후에 거듭된 조치도 강구되고, 노동
자에 의한 협력도 이루어지며, 더불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판매기업들 등
에 의하여 위 주의의무가 다해지는 것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 방지
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한에서는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의 필요성은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석면 분진 노출 방지책이 사업자나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
조․판매기업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강구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바, ｢실제 건설
공사가 복잡한 하청관계 하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일본 특유의 사정에서, 건축현장에서는 노동재해의 다발 등의 문제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로 보아 국가에 의한 규제권한 행사의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해야
하며, ｢국가가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 등의 석면 분진 노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현장에서 강구되어 온 규제조치는 석면 분진
노출방지를 위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할 없고,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석면
분진 노출 대책으로서 불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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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국가로서는 규제권한 불행사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③ 안전위생법 제55조 및 제57조의 보호범위
안전위생법 제58조에서의 ｢노동자｣란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의 ｢노동자｣와 마찬
가지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종속성
및 노동자성의 판단을 보강할 요소로부터 판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각 원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1981년 1월 이후(분무부착공과의 관계에서는 1974년 1월 이후)의 노동자성이 부
정된 자, 주로 옥외에서 작업하던 자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외의 원고 등과의 관계에서는 노동관계법규에 근거한 규제권한 불행사에 대한 책
임을 진다.
또한 ｢국가가 다른 자가 행한 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석면 분진에 노출된 것에
의하여 건강장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1992년까지는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다는
하지만, 전기보안공 이외의 각 직종에 대해서는 각 직종을 대표하는 자의 심문결
과 등에 의하면 당해 직정이 직접 행하는 작업만으로도 상당량의 석면 분진에 노
출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것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거
나 또는 감소할 사정으로는 될 수 없다｣.
⑤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행사를 취하는 것으로 석면관련 질환
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견이 확립되었다거나 세계적
으로도 관리행사가 아닌 석면 제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라고는 할 수
없다｣35).

2.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책임
건설 석면 소송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책임여부를 다투는 데 문제

35)

“建設アスベスト集團訴訟第判一審判決”, 判例時報, 第2183号, 2013.6, 19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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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근거지우는 법조항과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이
다. 원고측에서 보면 각 원고가 종사한 각각의 작업현장에서 취급한 각 제조업자
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
란하므로, 개별적 인과관계의 입증을 전제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요건에 근거하여 개
별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 그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19조 1항36) 전단 및 후단의 적용 또는 후단의 유추
적용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다37).

(1)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38)
건축자재 제조업자는 석면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고, 이들이 유통을 거쳐 건
설현장에 도달하여 건설작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석면 분진을 흡입하여 석면 질
환에 걸린다. 이러한 피해 발생 형태를 불법행위로서 구성하는 경우, 석면 함유 건
축자재가 제조․판매되어 원고의 작업현장에 도달한 것을 가해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석면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킨 것을 가해행위로 볼 것
인지에 대하여, 본 판결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건축현장 도달의 문제는 불법행
우로서 판단해야 할 가해행위로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 이를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관련공동성의 요건의 문제로서 판단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생각은 시장형 내지 시장환경형이라고 해야 할 건설 석면 피해 발생
의 태양에서 보면 타당한 구성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39).
본 판결은 공동행위자 각자와 손해와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피고 기업들 각자의 제조 등 행위와 각 원고의 석면 분
진 노출 또는 석면 관련 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애당초 개별․구체적
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 민법 제719조 1항 전단의 공동불법행
위도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어 공동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제719조 1
항 전단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각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
36)

37)

38)
39)

【일본 민법 제719조 1항】수인이 공동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행위자 중 누가 그 손해를 가
하였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淡路剛久, “首都圈建設アスベスト訴訟判決と企業の責任”, 環境よ公害, 第42巻 第2号, 2012.4,
39∼40면.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淡路剛久, 앞의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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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주장․입증은 필요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의 관련공동성과
공동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에 서도 본건에서
는 피고 기업 44사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719조 1항 후단의 유추적용으로서, 일부 경합행위자밖에 특정할 수 없
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로 특정된 경합행위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입
장에 선다고 하여도, 피고 기업들에게 그러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2)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40)
｢기업(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조업자)들에게 안전위생법 및 안정위생법령이나 이
에 근거한 통달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제
조․판매하는 자로서 지는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
업들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또 기업들 중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 1일 이후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제조한 피고기업들은 동일 이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719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기한 책임도 지게 된다고 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1975년에는 기업들이 석면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금지조치를 강구한 2003년 내지

2006년보다도 이전 시점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사용을 취
하는 것으로 석면 관련 질환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
견이 확립되었다거나 세계적으로도 관리사용이 아니라 석면의 제조를 금지해야 한
다는 생각이 주류가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업들이 석면 함유 건축자재
를 제조․판매한 것 자체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자의 안전위생
확보 의무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41).

3.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1) 제1진 2010년 5월 19일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42)

40)
41)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建設アスベスト集團訴訟第判一審判決”, 19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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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노동자의 위험방지 및 안전위생에 관하여는 사용자 등이 일차적이고 최종
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차적이고 보완적인 책임에 그치
므로 배상의무가 사용자의 책임에 비하여 낮은 비율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 ｢국가와 사용자들의 책임은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국가는 (일본) 민법 제719조 1항 후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책임 범위를 감축해야 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 사정을 인정해야 할 적
확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43).

(2)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44)
본 판결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본 판결이 ｢가령 관련공동성이 있다면 개별 인과관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선다는 전제에서 건축자재의 다양성과 제조가공시기의 다양성을 주
요한 근거로 공동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조․판매한 유통에 두는 것
을 가해행위라고 보는 경우, 거기에는 본질적인 공통성이 있다는 견해45)가 있다.
이 견해는 또한 본 판결은 민법 제719조 1항 후단을 ｢택일적 경합의 규정｣이라
고 한 후에 공동행위자의 특정을 요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피고 이외에 40사 이
상 있는 점이나 폐업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부터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후단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는데, 택일적 경합에 한정하는 생각에 의하는 경
우, 누적적 경합이나 중합적 경합 또는 어떠한 타입의 경합 사례인가 명확치 않은
다양한 경합 사례를 제외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합에서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 구제를 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다.

(3)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46)
피해자들은 국가교통성 데이터 베이스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자로서 게재
된 자 중 주요한 기업인 기업들이 각각 건축현장에서 집적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
로서 자사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것에 의하여, 특정 원고가 현실

42)
43)
44)
45)
46)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下山憲治, 앞의 논문, 2011.4, 76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吉村良一, 앞의 논문, 2013, 23∼24면 참조.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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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건축작업에 종사한 특정의 건축현장에,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집적시켜, 석
면 분진으로 오염시킨 것을 원고 등에 대한 가해행위로 파악한 후에, 기업들의 관
련공동성을 기초지우는 사실로서, 위험공동체로서의 일체성, 이익공동체로서의 일
체성 등을 주장하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위험공동체로서의 일체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719조 1항 전단이 결과의 발생에 관여한 복수의 행위자에 대하여 일체의
감책 주장을 허용하지 않고,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에 비추어, 동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인 관련공동성에
대해서도, 공동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주장되는 자들의 결부가, 손해 발생과의
관계에서 위의 효과를 정당화하기에 족할 만큼의 견고한 것일 게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기업들이 적절한 개개의 원고 등에 대하여 일체적으로 가해행위를 하
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들에게 전부 책임을 정당화하기에 족할 만큼의
법적인 결부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Ⅳ. 맺음말
석면 질환 손해는 그 피해의 발생 형태에 따라 직정에서의 석면 분진 노출에 의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직업병형 피해와 석면제조공장이나 석면 함유 건축자
재 사용건물의 해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 환경 속에 방출되는 것에
의하여, 근린 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환경형 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산재․직업병형 피해에 관련된 것인데,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권한 불행사한 국가의 책임과 석면 함
유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급하고 있다는 점에 특
징이 있다. 이 판결이 나오기 반 년 전인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
결에서는 국가와 기업 쌍방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영세사업주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 노동관계법규의 규제권한 행사의 보호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자
들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본 판결이 문제로
하듯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건강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경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나 노동자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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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사용이 철저하지 않았다. 이는 영세사업주의 위험성 인식결여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피해발생방지조치를 다하였더라면, 건설작업에 종
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피해발생방지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형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47).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2012년 5월 25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건축기본법 제90조가 본건 사안과의 관계에서 규제권한행사
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기준법 제1조는 ｢이 법률은
건축물의 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를 꾀하여,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
고 있는 바, 건설작업 종사자의 피해발생 방지는 노동관계법규가 보호목적으로 하
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건물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
에 관련된 건축 관련 법규가 그 보호 목적으로부터 건설작업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배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48).
건설작업 종사자는 그 직업력에 있어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한다.
이 때 자신이 다루는 건축자재가 어떤 회사의 건축자재인지 일일이 조사하여 다루
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가 충분히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이 다루는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고 있다는 등의
인식이 없는 채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을 것이다. 더욱이 건설현
상에서는 다수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애당초 자신이 석면 질환에 걸리는 원인이 되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와 그 제조업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012년 12월 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은 한편에서 기업들의 경고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
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요코하마지방재판소가, 기업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기업의 성립을 부정한 것과는 대조적이지만, 민법 제719조 1항 전
단을 감면책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관련공동성의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1
항 후단을 택일적 경합의 경우에 한정하는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이나 그에 더
하여 누적적 경합의 경우의 유추적용의 여지를 인정하면서 공동행위자의 특정성을
47)

48)

宗みなえ, “建設アスベス被害についてはじめて国家の責任を認めた東京地裁判決”, 法と民主主義,
第475号, 2013.1, 61∼63면 참조.
吉村良一, 앞의 논문, 2013, 18∼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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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요구하는 도쿄지방재판소 공동불법행위책임론에는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49).
최근의 일본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되었다. 오
사카․센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제1진 제1심 판결을 제1진 2심 판결이
뒤엎고, 다시 제2진 제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약 반년 후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되었는데, 이 중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없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라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
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
자가 많았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석면 사용이 급증하여 1970∼1980년대에 가장 많
이 사용되었는데, 1980년대에 석면의 위험성이 서서히 인식되어 1988년에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석면 허용기준이 2f/cc 이내로 설정되는 등 노동현장
에서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 후 2009년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석면 사용이 금
지되었다50). 한편 최근의 판례로는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 중피종이 발
병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석면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산지방재판소는 석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석면공장에
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등을 포
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피해자
등이 악성 중피종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51)고 판단하였다. 이어 항소심인 2013년 9월 24일 부산고등법원 판결

49)

50)

51)

吉村良一, “｢市場媒介型｣被害における共同不法行為論”, 立命館法学, 第344号, 2012, 231∼
232면 참조.
森裕之․南慎二郎, “アジアにおけるアスベスト問題の動向”, 環境と公害, 第41巻 第3号, 2012.1,
61면 참조.
부산지법 2012.5.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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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피고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던 점, 입법부작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합작형식으로 석면 공장에
투자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1971년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석면의 생산을
금지한 사실이 없는 점, 제일아스베스트에 투자를 한 것일 뿐 직접 이 사건 석면
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이 인정
되지 않았다. 일본의 판례와 비교하여 보면, 공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규제․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가의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 사용이 금지된 후의 경영 악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피해라는 전문적․기술적인 식견 내지 의학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석면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고 감
독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3.11.5, 심사일자 2013.11.15, 게재확정일자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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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約＞

日本建設アスベスト訴訟の最近の動向
52)

高 影娥*
近時の日本の建設アスベスト訴訟の主要爭點は、アスベストの危険性を知りながら
きちんと規制しなかった国家の責任及びアスベストを製造したメーカの責任である。
特に、首都圈建設アスベスト訴訟では、国家とアスベストメーカの共同不法行爲認定
の可否が問題となった。大阪․泉南訴訟で、国家の責任が認められた第1 陣1 審判決
を、第1陣第2審判決が引っくり返って、また第2陣第1審判決で国家の責任が認められ
た。また、首都圈建設アスベスト訴訟では、国家及びメーカの責任を全面的に否定し
た横浜地方裁判所の判決が出た約半年後に、東京地方裁判所では国家の損害賠償責任
が認められたが、この中で国家とメーカの共同不法行爲責任を認めたのはない。
アスベストによる健康被害という損害を発生させた加害者が多数であるということ
からすると、共同不法行爲責任を嚴格に制限することは再考の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また、小規模零細業者が多かったという状況を考慮すると、労働者の範囲をあま
りに制限することにも問題があるといえよう。さらに、アスベスト使用が禁止された
後の経営悪化を考慮すると、被害者達に十分な賠償がなされるかも懸念されるところ
である。アスベスト粉塵暴露による被害という専門的․技術的知見ないし医学的知見
が必要な部分においては、国家がアスベストを製造․販賣․使用する企業に対して、
しっかり規制かつ監督する作為義務があると言えるし、その不作爲による不法行爲責
任を負担すべきであろう。
キーワード: アスベスト, 規制權限の不行使, 情報提供權限の不行使, 國家賠償責任,
共同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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