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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  다  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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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서론
일본에서는 의료법(医療法)1)과 사회복지법(社会福祉法)에 따라 의료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사업자로 의료 ․ 개호(介護)2) 서

*논문접수: 2018. 9. 17. * 심사개시: 2018. 9. 17. * 게재확정: 2018. 9. 28.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 이 연구는 2018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1) 이하에서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일본의 법령 및 판례를 가리킨다.
2) ‘개호(介護)’라 함은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아주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 또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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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개호분야에서는 사회복
지법인이 각 서비스제공주체가 되는 것이다.3)

의료법인은 1950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일본에서는 의료의 비영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영리법
인에 의한 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였다(의료법 제7조 
제6항). 그런데 비영리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업 경영에 있어 적극적인 공
익성 또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구 민법 제34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격의 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을 
인정한 것이었다.4) 당시 개인병원에서 세대 교체 시에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병원 경영이 지속되지 못하고 폐업되는 경우가 많았는바, 의료기관의 개설 주
체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의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금 통합의 방
도를 용이하게 하여 의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5)

사회복지법인은 195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社会福祉事業法)에 따
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사회복지법 제22조), 민간 
사회사업단체가 공적 원조 없이 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
설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공적 규율을 받도록 특수법인 형태로 규정된 것
이다. 이는 헌법 제89조에 따른 자선박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
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3) 原田啓一郎, “医療 ․ 介護サービス提供主体と特殊な法人形態　社会福祉法人と医療法人を中心
に(特集　保障 ․ 分配 ․ 機能強化の中の社会保障)”, 法律時報 89巻3号(通巻1109号), 2017, 
42면.

4) 河野鎭雄 ․ 室三郎, 醫療法人制度の解説, 東京医政社, 1950, 6면 [原田啓一郎, “医療 ․ 介護
サービス提供主体と特殊な法人形態　 社会福祉法人と医療法人を中心に(特集　 保障 ․ 分配 ․ 機
能強化の中の社会保障)”, 法律時報 89巻3号(通巻1109号), 2017, 40면에서 재인용].

5) 昭和25 ․ 8 ․ 2発医98各都道府県知事宛厚生事務次官通達, 医療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
に関する件. 실제로 일본에서는 병원 개설 주체의 약 67%가 의료법인이고, 결과적으로 
의료법인 제도가 민간 의료기관을 질적 ․ 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厚
生労働省, 平成27年(2015)医療施設(動態)調査 ․ 病院報告の概況, 2015; 石田道彦, “医療法
人制度の機能と課題”, 社会保障法研究 4号, 2014, 8면. 또한 의료법인의 약 84%가 의사 
1인이 단독으로 개업한 의료법인이다. 厚生労働省, 種類別医療法人数の年次推移,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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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영리성’을 갖추어 민법 제34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발전한 형태로 설
명되어 왔다.6) 그러나 오늘날에는 헌법 제89조와의 관계가 예전만큼 뚜렷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업자와 서비스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
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적 조성의 문제는 고
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7)

요양시설 또한 법인격을 취득하여 의료 ․ 요양 ․ 복지 등의 서비스를 보장할 것
이 요구된다[이른바 ‘서비스보장법제(サービス保障法制)’]. 일본에서는 수급
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으로서 ‘서비스
계약’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8) 양로원과 같은 형태의 요양시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당사자로 파악하고 있다. 수급주체(환자 ․ 이용자), 
급부주체(보험자 ․ 지방자치단체) 및 서비스제공주체(병원, 요양시설, 개호서
비스사업자)의 삼각관계에서 서비스제공주체인 요양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필
요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춘 법적 주체로서 의료법과 사회복지법 등에 의
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법(健康保険法)이나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에 따른 서비스제공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선 의료 분야와 관련하
여 의료법의 규정에 따른 인적 ․ 물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병원 등의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 
개호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제2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6) 原田啓一郎, “医療 ․ 介護サービス提供主体と特殊な法人形態　社会福祉法人と医療法人を中心
に(特集　保障 ․ 分配 ․ 機能強化の中の社会保障)”, 法律時報 89巻3号(通巻1109号), 2017, 
39면.

7)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교부금의 대표적인 예로 지역의 공적 개호 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公的介護施設等の計画的な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
法律)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역 개호 ․ 복지공간 정비 등 시설정비교부금이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령한 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일정
한 시책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하되, 이러한 교부금에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뿐이고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적 
조성의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碓井光明, 社会保障財政法精義, 信山社, 
2009, 482-483면.

8) 浦川道太郞, “サ―ビス契約における消費者被害救濟”, 岩波講座現代の法, 1997, 224면; 中田
裕康, “繼續的役務提供契約の問題點(中)”, NBL 601號, 199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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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道府県知事)에게 신고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사회복지법 제69
조).9) 사회복지법인이 양호노인홈(養護老人ホーム) 또는 특별양호노인홈(特

別養護老人ホーム)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시설설치
신고가 아니라(사회복지법 제74조), 노인복지법(老人福祉法)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노인복지법 제15조 제4항,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老人福祉法施行規則) 제3조).10)

이 글에서는 일본의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이른바 ‘개호사고’에서의 손해배
상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몇몇 연구에서 사회복지학 차
원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있었으나, 법학적 측면에서 개
호사고 소송에 대한 소개 및 검토는 없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는 경우에 있어 판례의 논리 흐름과 손해배상액의 판단에 기여한 요소를 중
심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아직까지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상당수가 형사상 업무
상 과실치사상 및 노인복지법위반으로 다루어졌으며,11)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으로 다루어진 경우도 일본에 비하면 많지 않다.12)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일본13)의 사례는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고 요양시설이 확대되어 가는 우리나라14)에도 시사하
는 바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일본의 판례에서 개호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단
초가 될 것이다. 

9) 제1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사회복지법 제60조). 만약 그 외의 주체가 제1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복지법 제62조 제2항, 제67조 제2항).

10) 厚生省社会局老人福祉課 編, 老人福祉法の解説, 中央法規出版, 1984, 140면.
11) 개호사고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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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호사고의 유형별 검토
이하에서는 일본의 각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례사안을 

유형별로 검토하겠다. 이 글에서는 ① 전도 또는 전락, ② 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 질식, ④ 욕창 및 ⑤ 이용자 간 사고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5)

1. 전도 또는 전락
전도(顚倒)라 함은 엎어져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바, 침대 부근, 화장실 근처, 

현관 입구나 계단 등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 전락(轉落)은 주로 침대나 들
것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건번호 내용
청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단101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치매환자가 입원중인 요양원을 나가 밖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서, 요양시설의 시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로 처벌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갑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을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
인 병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
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
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요양시설관리자와 요양보호사를 업무
상과실치사죄(요양시설관리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요양보호사: 금고 10
월, 집행유예 2년)로 처벌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단3356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이 밤늦게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로 들어올
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흉추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노인복지법위반(징역 8
월)으로 처벌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62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노인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노인보호사가 피해자를 강제
로 제압하고 힘껏 눌러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안에서 형(벌금 5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한편,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합538 판결(살인)의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치매환자를 살해한 70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어서, 
요양시설 측의 책임과는 무관하므로 위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12) 개호사고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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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쿄 지방재판소 2012. 7. 11. 판결16)

(1) 사실관계
단기입소생활개호사업소에 단기 입소했던 A(81세, 남성)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져 사망하였다. A는 이전에도 침대에서 혼자 내

사건번호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 선고

2005나17784 판결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요양을 받던 중 고열이 발생하고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된 사안에서 요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하되, 그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22460 판결
요양시설에서 위탁 노인(지적장애 1급, 왜소증, 노인장기요양 2등급자,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있음)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치
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노인요양시설이 망인에 대한 보호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 사망에까
지 이르렀다고 보아 요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가단17900 판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치매, 우울, 뇌경색, 정신이상, 다리마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음)가 요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약 400m 떨어진 논수로에
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스스로 시건장치를 파손하여 나간 사정을 감안하
여, 요양원 측(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및 해당 법인의 이사장)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되, 그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나9703 판결

치매노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나와 배회하다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
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요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되, 그 책임범위로 90%로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합55971 판결
요양보호사의 보호 아래 목욕을 한 뒤 옷을 입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요양원 측(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
임범위로 80%로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합29822 판결
치매증상 있는 노인이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경막하출혈, 축주
골절 증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태 관찰,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
리 한 것으로 보아 요양원 측(시설장,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범위로 40%로 제한한 판결

13) 일본 총무성의 인구조사자료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14% 미만), 
고령사회(14% 이상 20% 미만) 및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국은 
13.8%로 고령화사회에 해당하며 곧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15-2065, 2017. 

15) 일본의 문헌에서는 전도, 전락, 오연(誤嚥), 이식(異食), 욕창, 배회 ․ 무단 외출 등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佐藤丈宜, “介護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の裁判例概観 -過失 ․ 安
全配慮義務違反の判断を中心として-”, 判例タイムズ 1423号, 2016, 78면.

16) 京都地方裁判所 平成24年7月11日(判例秘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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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넘어진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도쿄 지방재판소는 피고인 시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약 5,559만 엔의 청구에 대해 약 3,402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
였다.

(2)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인 관리자 또는 그 직원으로서는 A가 배변과 관련하

여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와 혼자 걷기 시작하여 넘어질 경우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위험성은 이전 사고에 의해 구체화한 현실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인 관리자 또는 그 직원은 A에게 이동하고자 할 경우 간호
사를 부르도록 철저하게 고지하고 A를 자주 모니터링하며, 침대 근처에 센서
를 설치하거나 침대 바퀴 주변에 충격 흡수 매트를 까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시설 측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이전에 동

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시설 측의 시스템이 A의 사고를 파
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 건 사고가 현실적인 위험에 기인한 것
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사안에서 시설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있다.17) 해당 사안에서 A(84세, 남성)는 침대 옆에서 넘어져 머리에 
타박상에 입고 그로 인해 뇌좌상을 입었으나,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
정되지 않았다. 당시 도쿄 지방재판소는 해당 시설이 피해자의 개인실에 센서
를 장착하여 A가 침대에서 움직일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A의 부상을 막기 위
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점 및 실제로 A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A에게 바로 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年5月30日(判例秘書, D1-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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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쿄 지방재판소 2008. 1. 25. 판결18)

(1) 사실관계
집에서 방문간호를 받던 노쇠상태의 고령자 A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골절

상을 입고 약 4주 후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도우미 B에게는 A가 침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살펴볼 업무상의 주의의무

가 있다. 그런데 침대 주변에 추락방지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돌
아누우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세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A에게 눈을 뗀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다만, 사고와 A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는 부정된다. 

(3) 해설
이 사건의 경우 침대 주변에 추락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우미의 주

의의무위반이 보다 엄격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구립 특별
양호노인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 요양원)에 단기입소한 A(97세, 남성)가 침
대에서 떨어져 열상을 입고 약 1년 후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가 A의 침대에서 
4개 방향 중 3개 방향으로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풋 센서를 설치한다고 하
더라도, ‘A가 추락방지장치가 없는 쪽으로 떨어질 위험’ 및 ‘추락방지장치가 
있는 쪽도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여 추락방지장치를 넘어 떨어질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하며, 추락을 방지할 방안을 미리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
다. 다만 이 사안에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열상의 치료
에 필요한 입 ․ 통원의 한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19)

1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0年1月25日.
19)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3年6月14日(判例秘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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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사카 지방재판소 2007. 11. 7. 판결20)

치매대응형 공동생활시설(グループホーム, 그룹홈)에서 지내던 A(86세, 여
성)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오
사카 지방재판소는 3,447만엔 엔의 청구에 대하여 603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
정하였다. 

(1) 사실관계
A는 이 사건 골절상 이전에도 입소 후 2일 만에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

었던 사실이 있었고, 그 7일 후에도 침대에서 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설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족에
게 전화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판결요지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치료비 외에 후유장해 위자료도 인정하였다. 이 사안

에서 A에게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수술 후 훈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걸을 수 있다는 회복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치
매증상으로 인하여 A가 자신의 골절사실을 잊고 무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는 점, 재활을 하고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활이 어려워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후유장해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다만 그 금액은 
50%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3) 해설
이 사안에서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기존에 두 번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설 측이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20) 大阪地方裁判所 平成19年11月7日(判時2025号96頁, 賃社1468号6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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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시설 측
은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았다.

라.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7. 3. 6. 판결21)

치매대응형 공동생활시설에 지내는 여성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한 사안에
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400만 엔의 청구에 대하여 그 전액의 손해배상을 인
정하였다. 

(1) 사실관계
치매대응형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A(79세, 여성)는 불안정 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전부터 인지되어 있었고, 치매의 증상도 보이고 있었다. 시설의 직
원은 A를 거실의 의자에 앉혀둔 상태에서, 거실 옆에 위치한 목욕탕 및 탈의실
에서 온수의 온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그 수십 초 사이에 A가 화
장실에 직접 가고자 일어나서 걷다가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다. 이후 A는 다발
성뇌경색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시설의 직원은 적어도 A가 거실에 앉아있도록 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걷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 형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사안에서 시설 직원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배려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A가 넘어지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은 사고로 인하여 부러진 뼈가 아물고 2개월 반이 지나 병원을 옮길 때까지의 
정형외과적 손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1)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6日(賃社1447号55頁).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183

(3) 해설
원심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만약 시설 및 직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치매대응형 공동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현저하게 과중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 경우 시설은 치매상태에 있는 고령자의 입소를 주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 및 직원의 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22) 
이와 달리 고등재판소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되, 인과관계의 범위를 제한
하였다. 여기에는 직원이 A로부터 단지 수십 초간 눈을 떼었을 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족들이 A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정형외과적 부
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전액이 인용
되었다. 

한편 지정단기입소생활개호사업소에 단기 입소하고 있던 A(96세, 여성)가 
혼자 화장실까지 걷다가 복도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A는 피고
의 직원들이 A를 도와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A를 혼자 걷게 하였기 때문에 
복도를 걷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도쿄 지방재판소는 사고의 발
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사업소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23) 

또한 개호노인보건시설에 입소한 A(82세, 여성)가 자기 방 침대 옆의 발밑 
측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넘어지
는 사고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시 시중을 드는 것 외에 사고를 방
지할 방법이 없으며, A가 보행할 경우 보조구를 통해 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
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및 A에게 기존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사실
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시설 측의 과실을 부정하였
다.24) 이와 같이 시설 측의 주의의무 내지 과실을 부정한 사안들과 비교하여 
보면,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7. 3. 6. 판결의 경우 시설 측이 입소자의 불안정 

22) 大阪地方裁判所 平成18年5月26日(京都地賃社1447号63頁).
23)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3年12月22日(LEX／DB).
24) 福岡高等裁判所 平成24年12月18日(賃社1591 ․ 1592号1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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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으로 인한 위험성 및 치매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전배려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05. 3. 22. 판결25)

골다공증, 골절 등의 병력을 가진 A(85세, 여성)가 담당 직원의 동행을 거절
하고 혼자 걸어가다가 개호시설의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다만, A가 
약 3,978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지방재판소는 약 1,253만 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1) 사실관계
A는 개호시설에서 낮에만 재활 및 일상생활의 간호를 받고 있었는데, 기존

에 관절염, 척추골다공증, 경부 골절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시설의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평소 A의 이동 시 그 보행을 돕곤 하
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시설 직원은 화장실 안까지 A의 보행을 도우려 하
였으나, A가 거절하여 화장실 문 앞까지만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A가 혼자 
화장실에서 걷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2) 판결요지
A는 보행 시 넘어질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며, 피고는 개호계약에 따른 안전

배려의무로서 A가 시설 내에 있는 동안 A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그 보행을 보조할 의
무가 있다. A가 화장실 안까지 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으로서는 A를 혼자 걷게 할 것이 아니라 A를 설득하여 A가 변기까지 걷는 
것을 개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25) 横浜地方裁判所 平成17年3月22日(判タ1217号263頁, 判時1895号9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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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이 판례사안은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는 요개호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호의무자로서는 요개호자
가 개호를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개호의 필요
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요개호자가 개호를 받도록 전문적인 견지에서 설득하여
야 하며, 그와 같이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개호자가 진정한 개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바.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2003. 8. 27. 판결26)

(1) 사실관계
개호시설에서 주간 개호서비스를 받고 있던 A(95세, 여성)가 낮잠에서 깨

어난 후 일어나 혼자 화장실을 가려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A는 시력
장애 및 치매가 있었고, 당시 피고의 직원은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 이러한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
정이 있었다.

(2) 판결요지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A가 요양시설에서 낮잠을 자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A가 시력장애 및 치매가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방 입구의 단차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예측할 수 있
었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은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A의 동정을 지켜 A가 낮잠에서 
깨어난 때 필요한 개호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26) 福岡地方裁判所 平成15年8月27日(判時1843号133頁).



186  정다영

(3) 해설
이 사안에서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개호시설의 입소자 등이 낮잠을 잘 경

우, 개호시설의 직원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시하고 있다. 입소자
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부득이 자리를 비
우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대신하도록 인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시력장애 및 치매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시설 측의 주의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특별양호노인
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에 입소한 A(88세, 여성)가 넘어져서 골절상 등을 입
고 약 1개월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A가 시설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
고, 자신이 있던 객실을 나와 자력으로 식당까지 걸어가서 넘어졌다는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해당 사안에서 A에게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사고 당시가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바쁜 시간대였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고 전날까지 A
가 시설 직원의 지시에 잘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한 부정하였다.27)

또한 도쿄 지방재판소도 개호시설에서 숙박지원서비스 제공을 받던 A(74
세, 남성)가 깊은 밤에 낮에 사용하는 방을 향해 쓰러져 있다가 사망한 사안에
서 시설 측이 A의 야간배회버릇을 알고 있었고 A의 전도가능성이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은 상시 주시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니었을 뿐 아니
라 시설의 직원이 A의 방 옆방에서 문을 열어둔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A의 전도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하며, 시설 측의 의
무 위반을 부정하였다.28) 

27) 福岡高等裁判所 平成19年1月25日(判タ1247号226頁).
2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26日(LEX／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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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쿄 지방재판소 2003. 3. 20. 판결29)

(1) 사실관계
병원에서 데이케어(デイケア)를 받고 귀가하던 A(79세, 남성)가 셔틀버스

에서 발판을 사용하여 내린 직후, 간병인이 발판을 정리하는 동안 길거리에 넘
어져 골절한 후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피고는 A와 진료계약 및 셔
틀버스계약을 일체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해당 셔틀버스에는 간병인 
겸 운전기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2) 판결요지
피고는 A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A가 넘어질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시 간병인이 상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간병
인 겸 운전기사 1명만을 배치한 것은 이러한 의무에 어긋나므로, 피고는 채무
불이행책임이 있다. 

(3) 해설
이 사안의 판시는 인적 체제 정비에 관한 것으로서, 시설설비 설치의무 위반

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요양시설이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체제를 정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
를 다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
하게 된다는 것이다. 

29)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5年3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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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회 또는 무단외출
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2016. 9. 9. 판결30)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요양시설을 빠져나가 
1.5km 떨어진 곳에서 동사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책임을 인
정한 바 있다.31) 이 사안에서 A의 유족이 약 2,964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지방재판소는 약 2,870만 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1) 사실관계
개호 인정을 받은 A(76세, 여성)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개호

시설에 입소한 상태였다. 피고는 2013. 12. 16. 시설이용계약 체결 당시 A의 
치료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에 있어 A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렸고 요개호도 
2등급이며 배회하는 버릇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시설에는 이
용자가 28명 있었고 직원은 9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시는 점심시간
으로서 5명의 직원이 대응하고 있었다. A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비상구는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문이 열리면 사람의 출입을 인지하여 소리가 나는 기구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A가 시설을 벗어난 지 약 20분 후인 2014. 1. 23. 
오후 1시 무렵 피고의 직원은 A가 없어진 것을 인식하고 시설 내 및 건물 주변
을 수색하였지만 A를 발견하지 못하여 오후 2시 40분 경 B파출소에 신고하였
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오후 5시 경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A를 찾지 못하고 수색
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다음 날인 2014. 1. 24. 오후 B동사무소에 A를 찾는 방
송을 의뢰하였으나 방송은 1. 25. 이른 아침에야 실시되었다. A의 상속인인 원
고들은 ① 피고의 직원은 A를 주시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의
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고 ② 피고로서는 A가 시설에서 탈출하지 못하

30) 福岡地方裁判所 平成28年9月9日[平成26年(ワ)第3028号].
31) 矢田尚子, “徘徊事故に対する介護事業者の責任”, 新 ․ 判例解説 Watch vol.20, 2017, 127-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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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막거나, 만약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③ 피고는 A를 적절
하게 수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
이행,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피고 및 피고의 직원은 사망한 A에게 배회하는 버릇이 있고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A가 시설을 벗어
난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로서는 망 
A가 시설을 벗어나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체제를 정비하였어야 하
고, 피고의 직원은 시설을 이용 중인 A의 동정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다.

우선 인적 ․ 물적 체제가 미비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고 당시 피고시설
의 인원 체제만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함에 부적절했다거
나, 시설의 출입구에 알림기구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은 A의 배회 버릇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A
가 배회하지 않도록 동정을 지켜보며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또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직원을 지도 ․ 감독했어야 
하는바, 피고 및 피고의 직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A가 시설을 나가 배회
하다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으로 충분히 이를 수 있
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의무위반 행위와 망 
A의 사망 결과 및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해설
일본에서 2015년 치매로 인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사람은 12,208명인데, 

그 중 보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사람은 479명이라고 한다.32) 이 판례

32) 警察庁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画課, 平成27年中における行方不明者の状況(平成28年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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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매노인 지원 법령 등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의 무단외출 내지 배회를 둘러싸고 사업자
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
법(介護保険法)의 시행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조치’에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시설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15조)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시
설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민법 제717조)
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요양시설의 주의의무의 범위,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등이 문제
된다. 요양은 가능한 입소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입소자가 자립한 생활을 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정적인 인원과 시설만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또는 직원에게 과대한 부담을 준다면, 시설 측이 치매노인의 
수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 및 직원의 
주의의무의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를 무한정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2013. 11. 8. 판결33)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시설에 입주해있던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A(75
세, 남성)가 개호직원이 눈을 뗀 사이 시설 밖으로 나가 행방불명이 되어 3일 
후 시설에서 약 590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뒷문이 
특별한 조작 없이 쉽게 열리는 점, 문을 열 때 소리가 나는 장치 등을 설치하여 
A가 시설 밖으로 나온 경우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설
․ 설비 설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2016.
https://www.npa.go.jp/safetylife/seianki/fumei/H27yukuehumeisha.pdf 참조(2018. 9. 9. 최
종방문).

33) さいたま地方裁判所 平成25年11月8日(自保1915号1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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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카야마 지방재판소 2010. 10. 25. 판결34)

배회 경향이 있는 치매의 A(81세, 남성)가 점심식사 후 직원에게 들키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와 욕실에 들어갔다가 고온의 온수로 채워진 욕조에 빠
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안이다. 오카야마 지방재판소는 시설의 입주자 대
부분이 치매에 걸렸거나 배회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입주자 수가 34명
인 데 비추어 직원 수가 5명뿐인 점을 지적하면서, 한정된 직원만으로 전체
적인 입주자에 대해 계속적인 주시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시설관리 측면에서 의무위반
을 인정하였다.

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하마마쓰 지부 2001. 9. 25. 판결35)

주간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던 노인성 치매의 A(84세, 남성)가 시설에서 탈
출한 후 해안 방파제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피고 직원은 A의 행
동을 주시하고 시설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및 피
고의 직원으로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치매성노인이 84cm 정도 높이의 시정
하지 않은 창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A의 실
종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A의 실종 후 행동이 구체적으로 명
확하지 아니하여, 시설 측의 과실과 A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었다.

3. 질식
가. 나고야 지방재판소 이치노미야 지부 2008. 9. 24. 판결36)

중추신경장애를 가진 A(15세, 남성)가 방문 개호에서 식사 시중을 받으면
서 음식을 먹다 질식사하였다. 이에 나고야 지방재판소 이치노미야 지부에서

34) 岡山地方裁判所 平成22年10月25日(判タ1362号162頁).
35) 静岡地方裁判所 浜松支部 平成13年9月25日(裁判所ウェブサイト).
36) 名古屋地方裁判所 一宮支部 平成20年9月24日(判タ1322号218頁, 判時2035号10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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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문개호원이 회사 또는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4,000만 엔을 청구한 데 대해 2,032만 엔을 인용하
였다. 이 사안은 노인개호에 대한 것은 아니나, 중추신경장애를 가진 청소년
에 대한 방문 개호라는 점에서 노인개호 사안에서도 참작할 만한 것으로 보
인다. 

나. 나고야 지방재판소 2004. 7. 30. 판결37)

(1) 사실관계
요양원에서 단기 보호하고 있던 A(75세, 남성)는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노쇠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고 평소 음식을 잘 삼키지 못
하곤 하였다. 개호시설의 직원이 A에게 밥을 먹이고 시중을 들던 중, A는 식사
의 일부로 나온 곤약이 목에 걸려 질식사하였다. 이에 대해 나고야 지방재판소
는 약 3,412만 엔의 청구에 대해 약 2,426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A는 시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한다는 취지가 개호와 관련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 곤약은 목
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연하장애환자나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인바, 
개호시설의 직원으로서는 곤약을 먹인 후 입안을 확인하거나 삼키는 동작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서 과실이 
인정된다. 

(3) 해설
이 사안에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곤약은 고령자 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음식

37) 名古屋地方裁判所 平成16年7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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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개호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명시하였다. 그 외에 각 판례에서 씹거나 삼
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입소자에게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본 
것으로는 참치회,38) 사탕,39) 롤40), 튀김41)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음식을 제
공하였다고 하여 모두 과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배회버릇 및 가벼운 
치매를 가진 사람이 곤약이 목에 막혀 사망한 사안에서는 식사를 잘게 썰어 제공
한 점, 해당 피해자에게 섭식 장애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 구급 구명조치가 신속
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시설 측의 과실을 부인한 판결례도 있다.42) 

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00. 2. 23. 판결43)

특별요양원의 단기보호를 처음 이용한 A(73세, 남성)는 다발성뇌경색 초기 
및 중증의 치매로 전체적인 시중을 필요로 했는데, 3일째의 아침식사 후 청색
증을 보여 사망하였다. 이후 사망원인을 파악한 결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질
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당시 시설에서 A의 상태를 보고 A에게 흡인
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구급차도 부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시설 측은 적절
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4. 욕창
가.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2012. 3. 23. 판결44)

(1) 사실관계
개호유료노인홈(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의 입소자인 A(87세, 남성)는 당뇨

38) 水戸地方裁判所 平成23年6月16日.
39) 広島地方裁判所 福山支部 平成23年10月4日.
40) 大阪高等裁判所 平成25年5月22日.
41) 松山地方裁判所 平成26年4月17日.
42) 横浜地方裁判所 平成12年6月13日(賃社1303号60頁).
43) 横浜地方裁判所 平成12年2月23日.
44) 横浜地方裁判所 平成24年3月23日(判時2160号5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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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고혈압 등 다수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A가 시설에 입소할 당시 피고는 
A의 몸 상태, 욕창의 존재 및 악화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A의 욕창
이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감염되어, A는 욕창에 의한 패혈증으
로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피고는 A의 입소 당시 A에게 욕창이 있고,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로서는 2시간마다 A의 체위를 
변환하고 압력부위를 씻어주는 등 청결을 유지하고,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욕
창을 관리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게을
리하여 욕창이 확대 ․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해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

던 시설 측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도쿄 고등재판소 2013. 2. 28. 판결45)

한편, 방문간호 및 주택개호 지원을 받은 A(81세, 여성)가 항문부의 욕창 및 
감염증에 걸린 사안에서 도쿄 고등재판소는 일반적인 방문간호는 일상생활의 
도움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요양상의 처리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문간호 서
비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목욕 간호 등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
공할 때 항상 전신을 관찰하고 A의 몸에 욕창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볼 의무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5) 東京高等裁判所 平成25年2月28日(自保1896号1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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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간 사고
가.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6. 8. 29. 판결46)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요양시설의 이용자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존에 
유사한 일이 있었고 시설 측에서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A47)가 약 1,504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고등재판소는 약 1,055만 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1) 사실관계
요양시설(ホーム)의 단기체류(ショートステ)를 이용한 A(91세, 여성)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다른 이용자인 B(92세)가 
A의 휠체어를 떠밀어, 이에 A가 밀려 넘어져 후유증이 생긴 사안이다. 이 사안
에서 B는 그 이전부터 집요하게 A의 휠체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A를 밀
었던 사정이 인정되었다. 해당 요양시설에는 70명의 입소자가 있었고, 근무하
고 있는 직원은 3명이었다.

(2) 판결요지
시설의 직원이 B를 설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력에 비추어 B가 같은 

행위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설 직원으로서는 B를 다
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A에게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A의 안
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46)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8年8月29日[平成17年(ネ)第2259号 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原審 神戸
地方裁判所 姫路支部 平成15年(ワ)第1005号)].

47) A는 소 제기 후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A의 유족이 소송을 수행하였다. 소송에서
는 A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어진 점에 비추어, A의 사망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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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이 사건의 원심48)에서는 개호직원이 3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A의 휠체어를 떠밀었던 B가 92세로서 
자력으로 보행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B가 다른 입소자인 A에게 위해를 가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직원은 사고 당일 A가 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등재판소에서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
하였는데, 해당 요양시설의 입소자가 많은 데 비해 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
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49)

III.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검토
1.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법령

일본에서도 요양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비하면 판례의 축적도 적고, 문헌도 적다. 과거 일본에서는 요양시
설에서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44조)를 부담하
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을, 타인에 대한 관계에
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었다.50)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하여 사
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 평의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사, 감사, 평의원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 임무 해태로 인

48) 神戸地方裁判所 姫路支部 平成17年6月27日(D1-Law).
49) 佐藤丈宜, “介護事故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の裁判例概観-過失 ․ 安全配慮義務違反の判断

を中心として-”, 判例タイムズ 1423号, 2016, 79면.
50) 原田啓一郎, “医療 ․ 介護サービス提供主体と特殊な法人形態　社会福祉法人と医療法人を中心

に(特集 保障 ․ 分配 ․ 機能強化の中の社会保障)”, 法律時報 89巻3号(通巻1109号), 2017,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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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사회복지법 제45조의20 제1항, 의료법 제
47조 제1항), 제3자에 대하여는 이사, 감사, 평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사회복지
법 제45조의21 제1항, 의료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개호사고 소송의 경
우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가 이사, 감사, 평의원이 아닐 뿐 더
러, 대부분의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보다는 단순 과실이 문제되게 된다. 따
라서 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
부가 달라지게 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일본의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

는바, 이는 입증책임의 측면에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채무불이
행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책
임이 인정된 것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한 사안(II. 3. 가. 나고야 지
방재판소 2004. 7. 30. 판결)으로서, 당사자가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호시설의 직원은 당사자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켰는지 여
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서 과
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과실은 ① 주의의무 위반(입소자에 대한 주시를 게을
리한 점), ② 인적 체제 미정비(직원 수 부족) 및 ③ 물적 체제 미정비(시정장
치 등 시설 미비)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는 이 글에서 해설한 
판례 사안들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나의 사
안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부분에 판례를 
적시하고, 그 옆에 ‘*’의 개수로 동일한 판례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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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과 관련한 쟁점
가.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일본에서는 다수의 사안에서 ‘안전배려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

본에서는 1975년 최고재판소 판례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면서, 안전배
려의무가 어떤 법률관계에 기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선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써 인정되는 신의칙상 의무임을 명시한 이래
로,51)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
서의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의 내용을 결합하여 일반화한 것으로 설명된

해당 판례

채무불이행
책임

주의의무 위반

도쿄 지방재판소 2012. 7. 11. 판결 (II. 1. 가.)*
도쿄 지방재판소 2008. 1. 25. 판결 (II. 1. 나.)
오사카 지방재판소 2007. 11. 7. 판결 (II. 1. 다.)**
요코하마지방재판소 2005. 3. 22. 판결 (II. 1. 마.)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03. 8. 27. 판결 (II. 1. 바.)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16.9. 9. 판결 (II. 2. 가.)***
사이타마지방재판 2013. 11. 8. 판결 (II. 2. 나.)****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하마마쓰 지부 2001.9. 25. 판결 (II. 2. 라.)*****
나고야 지방재판소 이치노미야 지부 2008. 9. 24. 판결 (II. 3. 가.)
요코하마지방재판소 2000. 3. 22. 판결 (II. 3. 다.)
요코하마지방재판소 2012. 3. 23. 판결 (II. 4. 가.)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6. 8. 29. 판결 (II. 5. 가.)******

인적체제 
미정비

 (직원수 부족)

도쿄 지방재판소 2003. 3. 20. 판결 (II. 1. 사.)
오카야마지방재판소 2010. 10. 25. 판결 (II. 2. 다.)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6. 8. 29. 판결 (II. 5. 가.)******

물적체제 
미정비 

(시정장치 미비)

도쿄 지방재판소 2012. 7. 11. 판결 (II. 1. 가.)*
오사카 지방재판소 2007. 11. 7. 판결 (II. 1. 다.)**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03. 8. 27. 판결 (II. 1. 바.)***
사이타마지방재판소 2013. 11. 8. 판결 (II. 2. 나.)****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하마마쓰 지부 2001.9. 25. 판결 (II. 2. 라.)*****

불법행위
책임 주의의무 위반 나고야 지방재판소 2004. 7. 30. 판결 (II.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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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독일에서는 불법행위 영역에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규정만을 두
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계약관계 및 계약적 접촉관계에
서 보호의무의 개념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사용자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고용 및 노동계약, 도급계약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안전
배려의무와 구분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이 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이유에서 논의가 전개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독일에
서의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의 개념을 모두 ‘안전배려의무’의 개념으로 포
섭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배려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안
전배려의무’도 포함되며,53)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만이 부담하는 것
이 아니라 계약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54)

나. 계약조항의 해석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개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특약 조항이 있던 사안에서 고베 지방재판소 이타미 지부는 계약의 특약조
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았다. 지정치매대응형 

51) 最高裁判所 昭和50年2月25日[昭和48(オ)383判決, 民集 第29巻2号143頁]. 이 판결에서 최
고재판소는 “국가는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불할 의무 뿐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한 
장소, 시설 또는 기구 등의 설치․ 관리 또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상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
는 공무의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52) 宮本健蔵, “雇傭 ․ 勞動契約における安全配慮義務”, 下森定 編, 安全配慮義務法理の形成と展
開, 日本評論社, 1988, 186면.

53) 古笛恵子 編, 介護事故における注意義務と責任, 新日本法規, 2008, 56-57면.
54) 宮本健蔵, “雇傭 ․ 勞動契約における安全配慮義務”, 下森定 編, 安全配慮義務法理の形成と展

開, 日本評論社, 1988,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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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에 있던 뇌혈관성 치매의 A(86세, 남성)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제1
사고) 3개월 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1주일 후 창가에서 다시금 넘어져 골
절상을 입은(제2사고) 사안에서, 해당 재판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 ․ 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55) 
이 사안에서 재판소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A가 제1사고 이전에도 침
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구체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과실상계
일본 민법 제418조은 “채무불이행,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

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제722조 제2항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는 재판소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규
정하고 있다. 

(1)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① 도쿄 지방재판소는 사망한 A의 부주의에 의해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서 A의 과실비율을 60%로 하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56) ②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A가 시설 직원에게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내부에
서 스스로 화장실 문을 닫은 후 세면대를 향해 걸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진 사안
에서, A의 과실비율을 30%로 하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재판
소가 A의 과실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은 피고가 개호서비스를 업으

55) 神戸地方裁判所 伊丹支部 平成21年12月17日(判タ1326号239頁).
56)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5年3月20日(判時1840号2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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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임을 참작하였기 때문이다.57) ③ 오카야마 지방재판소
는 배회 경향이 있는 치매노인이 몰래 화장실의 욕조로 가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민법 제72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과실상계비율을 30%로 결정하
였다.58) ④ 센다이 지방재판소는 심각한 뇌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A가 배회하
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A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지
만, A의 친족인 원고들이 만연하게 피고에게 A의 보호를 위탁한 점에 과실상
계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
해에 대하여 50% 감액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59)

(2) 과실상계를 부정한 사례
①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 있는 위치와 주변과

의 관계, 사건 등을 이해할 수 없던 사안에서 배상액을 축소할 만한 사정이 전
혀 없다고 하면서 과실상계를 부정하였다.60) ② 고베 지방재판소 이타미 지부
도 사고자가 치매에 걸려있었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던 사안에서 사고자
가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분별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서 과
실상계를 부정하였다.61) 즉,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설로서는 요개호자
를 보다 주의 깊게 주시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특히 ③ 사고 당시 사고자가 피고 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았
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면 피고는 그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요개호자가 피고 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사고가 발생

57) 앞서 II.1.마.에서 해설한 사안이다. 横浜地方裁判所 平成17年3月22日(判タ1217号263頁, 
判時1895号91頁).

58) 앞서 II.2.다.에서 해설한 사안이다. 岡山地方裁判所 平成22年10月25日(判タ1362号162頁).
59) 仙台地裁 平成27年3月26日(裁判所ウェブサイト).
60)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6日(賃社1447号55頁).
61) 앞서 III.3.나.에서 해설한 사안이다. 神戸地方裁判所 伊丹支部 平成21年12月17日(判タ1326

号239頁).



202  정다영

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62)63)

(3) 과실상계를 부정하되, 위자료액 산정에서 고려한 사례
과실상계를 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고려한 판례 사

안이 다수 있다. ① 당사자가 항상 회와 장어가 먹고 싶다고 말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삼키지 못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시설 측에서는 이를 파악하여야 하
고 함부로 당사자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 미토 지
방재판소는 과실상계를 부정하였으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서는 이러한 사
정을 고려하였다.64) ② 오사카 고등법원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식당이 아니
라 방에서 식사를 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실상
계를 부정하되, 위자료액수 산정에서 사고가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한 사정을 
일부 고려하였다.65)

나. 소인감액
피해자 측의 기존의 질환이나 체질적인 소인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하게 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반한다. 이에 대해 일본
에서는 ‘소인감액’이라 하여 과실상계와 유사한 형태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사안은 아니나, 최고재판소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질환이 동시에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
가 발생한 경우, 당해 질환의 양태,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때에는 재판소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22조 제2항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의 당해 

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年7月11日(LEX／DB).
63)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0月25日(LEX／DB).
64) 水戸地方裁判所 平成23年6月16日(判時2122号109頁).
65) 大阪高等裁判所 平成25年5月22日(判タ1395号16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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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66) 이하에서는 요양시설에서 발생
한 개호사고에서 소인감액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1) 소인감액을 인정한 사례
①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소인감액요소(골

관절염, 고도의 치매, 골다공증)를 고려하여 후유장해 위자료를 350만엔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67) ②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사고자가 치매증상으로 인
해 골절상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앉거나 서고자 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사정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인정하여 후유장해 위자료에 
대해 50%의 소인감액을 인정하였다.68)

(2) 소인감액을 부정한 사례
도쿄 지방재판소는 사고자가 기왕증(골다공증)이 있던 사안에서, 입소이용

계약 체결 당시 사고자가 골다공증, 치매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전제
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피고로서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사고자의 
상태를 전제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왕증을 소인으로 
감액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69)

IV. 결론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

당하는 일본에서는 개호사고에 관한 판례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 개호사

66) 最高裁判所 第一小法庭 平成4年6月25日[昭63(オ)1094号].
67) 앞서 본 II.1.바.에서 해설한 사안이다. 福岡地方裁判所 平成15年8月27日(判時1843号133頁).
68) 앞서 본 II.1.다.에서 해설한 사안이다. 大阪地方裁判所 平成19年11月7日(判時2025号96頁, 

賃社1468号64頁).
69)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4年3月28日(判時2153号4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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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요양시설 등에서 신체장애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아주며 도움을 제공하는 이른바 ‘개호서비스’를 제
공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각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례사안을 
① 전도 또는 전락, ② 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 질식, ④ 욕창 및 ⑤ 이용자 간 사
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
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
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 측이 입소자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 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실제 사안에 있어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판단은 시설 측이 
요개호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안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보다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개호서비스
를 제공함에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
를 배상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특약은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 ․ 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임을 주장 ․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개호
사고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에서의 판결례들은 우
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요양시설의 책임은 요양시설
이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
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
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하는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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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호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다영(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
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 전도 또는 전락, ② 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 질식, ④ 욕창 및 ⑤ 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
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
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 · 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
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 · 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
·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
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
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 · 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령자, 요양시설, 개호사고, 노인간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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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Civil Litigation 
of Japanese Long-term Care Facilities

Jeong, Da-Young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ABSTRACT=

Japan is a super-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aged over 65 

is exceeded 20%. Therefore, there are many accidents that occur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Japan, and there are many civil litigations. 

The Japanese court has acknowledged in many cases that the long-term facility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the elderly who is injured in the facility.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① tumbling down, ② wandering, ③ suffocation, ④ 
bedsore, and ⑤ accidents among the facility-users. In most cases, the court found 

that the facility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users. This is not only the 

case where the manager or the employee of the facility violates the obligation to 

watch and care for the elderly, but in some cases, the failure to maintain the hu-

man and material system itself is recognized. The basis for such judgment is 

whether the facility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and whether the fa-

cility has take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lso, the Japanese court recognizes the transfer of burden of proof in order to 

expedite the victims' rights. However, the liability of the facility for damages 

should not be so heavy that it would be hesitant to allow a person to enter the 

facility and make a contract.

Keyword: Senior, Elderly, Nursing home, Long-term care facility, Patient accident, 
Aged care, Compensation for damage, Indemnification for da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