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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에 용되는 재량면책 규정과 재량

행 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용되는 재량면책의 법리를 연방 법

원의 례  이에 한 비 론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처

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법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

상책임에 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연구, 분석한다.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불법행 청구권법』에 의하여 원칙 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법률은 연방행정기 이나 연방공무원의 재량기능의 

행사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 연방 법원은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에 하여 면책을 인정하여 왔고, 다만 헌법상 불법행 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제한 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재량면책에 한 외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은 재량면책의 법리에 의하

여 각각 배상책임이 배제된다. 

  3. 한편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법한 것으로 인

정되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련하여 공무

원 개인도 고의 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미국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재량면책의 용범 를 넓

게 해석하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한정면책에 한 법리

를 개하여, 연방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 를 매우 제

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엄격히 단하고, 공무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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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고의 는 과실을 요구하여, 국가  공무원 개

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 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우리 법원은 

미국과 같이 ‘행정의 법성 확보를 한 행정의 통제 요청’ 보다는 ‘행정의 

문성·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국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완화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인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완화함으로써, 진 으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

는 수단으로 국가배상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미국 국가배상, 연방정부의 배상책임,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 재량면

책, 연방불법행 청구권법

학번: 992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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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

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공무원 개인도 직접 불법행위책임

을 지는지 해석상 문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경과실만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고의·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개인도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판례가 확립되어 있다.1)

한편, 영미법국가인 미국은 주권면책의 법리 및 그 포기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와는 매우 다른 국가배상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주권면책의 법리에 의하

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커먼로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Federal Tort Claims

Act)』의 제정 및 판례법의 발전으로 인해 연방정부 및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제수단이 마련되었는데,

1946년 제정된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1971년 Bivens판결, 1871년 제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871, 이하 ‘제1983조’라 한다)이 그것이다.

그런데,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은 연방정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

서도 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중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재량의 남용여부를 불문하고 연방공무원의 재량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재량

면책에 관한 예외규정이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행한 불법행위에 

1)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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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커먼로상의 면책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데, 특히 재량을 행사하는 연방

공무원에게 재량면책이 인정되고, 이러한 면책법리는 Bivens판결에 의한 구제

수단 및 제1983조에 의한 구제수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에게 적용되는 재량면책 규정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게 인정

되는 면책법리는,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국가배상

제도 하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리를 차용하여,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

용으로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후 국가의 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이 재량면책 규정과 면책법리를 적용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비판

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배상제도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국가가 대위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임무로 

하는 공법상 제도로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연방정부의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 재량면책 규정과 재

량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 재량면책의 법리를 연

방대법원의 판례 및 이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 국가배상제도

가 공법상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먼저, 제1장에서는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Bivens판결, 제1983조를 중심

으로 미국 국가배상제도를 개관하되, 배상책임자인 연방정부, 연방공무원, 주

(州) 및 자치단체, 주(州) 공무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순서로 살펴본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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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상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재량면책

규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연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형성·발전시켜왔는바, 재량면책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에서부터 최근 

재량면책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한 판례까지 살펴본 다음, 연방대법원 입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인

의 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 적용되는 재량면책의 법리를 살펴본다. 연방대법

원은 커먼로상 불법행위와 헌법상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에는 절대면책이 

후자에는 한정면책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한정면책의 적용기준에 관한 판례를 

형성·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제3장 및 제4장의 논의를 기초로 행

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의 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대법

원 판례, 그리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

인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

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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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국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개관

제1절  개 설

미국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반

적으로 커먼로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의회 및 연방대법원은 그 밖에 세 가지 구제수단을 추가로 마련

하고 있다. 첫째,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Federal Tort Claims Act, 이하 

‘FTCA'라 한다)』은 연방정부를 사인 당사자로 간주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Bivens판결

을 계기로 헌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연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하 ‘Bivens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셋째, 제1983조는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시민의 연방법상 권리, 특권 또는 면책권”을 침해

하는 주(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이하 ‘제

1983조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위 세 가지 구제수단을 개관하되, 배상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연방정부의 배상책임

Ⅰ. FTCA

FTCA는 1946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8 U.S.C. 제1346조 제

(b)항 및 제2671조 내지 제2680조에 규정되었다. 40개 이상의 개별 법률이 연

방정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FTCA는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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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일반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연방의회가 FTCA를 제정한 배경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

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

편, 사법상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무수한 청원으로 부터 연방의회의 부담을 

연방법원에 전가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2)

FTCA 제1346조 제(b)항은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

한 과실 또는 부당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실이나 상실, 개인적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만일 미합중국이 사인이라면 

작위나 부작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연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3)

Ⅱ. 배상책임의 요건 

위 제1346조 제(b)항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② 그 행위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졌을 것, ③ 그 행위가 과실 또는 부당한 작위나 부작위에 기

한 것일 것, ④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⑤ 만일 미합중국이 사인이

라면 작위나 부작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라는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성립요건 중 ①, ③, 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Indian Towing Co. v. United States, 350 U.S. 61 (1955); 정하명, “미국연방공무원개인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2011.5)』, 345면; 이일
세, “한·미 국가배상제도의 비교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7집(2003)』, 91면

3) for money damages...for injury or loss of property, or personal injury or death

caused by the negligent o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any employee of the

Government while acting within the scope of his office or employment,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United States, if a private person, would be liable to the

claiman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act or omission

occurred.



- 6 -

1.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

FTCA는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라 함은 “연방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피용

인, 미합중국 육해공군의 구성원,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인 주방위군의 구성원,

보수를 받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미합중국의 업

무와 관련하여 연방행정기관을 위해 일하는 자, 그리고 연방법률구조공단의 

공무원이나 피용인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4)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

의 불법행위에 한정되므로, 주(州)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FTCA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FTCA는 “보수를 받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미합중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방행정기관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에 고용된 

자’에는 연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

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5)

2. 과실 또는 부당한 작위나 부작위

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방공무원의 행

위가 ‘과실 또는 부당한 작위나 부작위(negligent or wrongful act or

omission)’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6) FTCA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

하고 있으므로, 적용되는 주(州)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absolute liability) 또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

과하더라도, 연방정부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7) 다만, FTCA

는 제2680조 제(h)항에서 일정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즉 폭행과 

구타, 불법감금, 불법체포, 악의적 기소, 소송절차의 남용, 명예훼손, 비방, 부

실표시, 사기, 계약상 권리에 대한 방해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4) 28 U.S.C. §2671(1)

5) 이일세, 전게논문, 94면
6) 영미법상 negligent는 위법성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과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위

법성과 과실을 공히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동희, 『행정법 Ι』, 2012, 562면 참조).

7) Laird v. Nelms, 406 U.S. 797, 802-803 (1972); Dalehite v. United States, 346 U.S. 15,

44-4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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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8) 연방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9)

3. 작위나 부작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

FTCA는 ‘작위나 부작위가 일어난 장소의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이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주(州)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상 불법행위는 연방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여기에 FTCA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10)

또한 주(州) 법률이 연방 제정법상 권리침해를 청구원인(cause of action)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방법률상 권리침해를 이유로 FTCA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1) 위 요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주(州) 법률에 좌우되게 되는데, 통일적

인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어

디까지나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요건으로 보인다.

Ⅲ.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및 배상범위

8)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section 1346 (b) of this title shall not apply to—
(h) Any claim arising out of assault, battery, false imprisonment, false arrest,

malicious prosecution, abuse of process, libel, slander, misrepresentation, deceit, or

interference with contract rights

9) 다만, 1974년 FTCA 개정으로 인하여 폭행과 구타, 불법 감금, 불법 체포, 악의적 기소,

소송절차의 남용이 조사나 법집행 공무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폭행과 구타, 불법 감금, 불법 체포, 악의적 기소, 소송
절차의 남용이 조사나 법집행 공무원 이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여전히 연
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조사나 법집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명
예훼손, 비방, 부실표시, 사기, 계약상 권리에 대한 방해를 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FDIC v. Meyer, 510 U.S. 471 (1994)

11) United States v. Olson, 546 U.S. 4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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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는 연방정부이다. 연방정부는 “유사한 상황에서 사인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정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12) 따라서, 연방정부는 불법행위

가 발생한 주(州) 법률에 의거하여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인이 부담하는 정

도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FTCA 제2674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

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배심원에 의한 재판금지 

FTCA는 제2402조에서 “제1346항에 따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배

심원이 없는 법원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3) FTCA

에 의거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에 의한 심리는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3. 소진성

FTCA는 제2675조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FTCA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소송을 회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14) 청구인은 행정기

관에 대한 위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 청구가 기각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

기하여야 한다. 다만 새롭게 발견된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행정기관

에 청구할 당시 제시한 주장 이외의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12) 28 U.S.C. §2674

13) 28 U.S.C. §2402

14) 김민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2006)』,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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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소기한

FTCA는 제2401조 제(b)항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는 권리 발생 

후 2년 이내에 관련 연방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제기되지 않는 한, 또는 그 청

구에 대한 연방행정기관의 기각 통지를 공인된 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영원히 금지된다.”라고 

규정하여 제소기한을 두고 있다. 사인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단기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연방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Ⅰ. Bivens 소송의 성립

연방대법원은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the Federal

Bureau of Narcotics 판결15)에서 연방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가 연방헌법에 

위반한 경우 헌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불법

행위를 정립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을 계기로 직접 헌법규정에 의거하

여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창설하

였다.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연방대법원이 Bivens 소송을 특별히 인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방공

무원들이 연방헌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다 확실

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16) 또한, FTCA 제정이후 피해자 구제를 연방정부

가 담당하였으나 그 광범위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FTCA에만 의지할 수 없

었는데,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17)

15) 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of the Federal Bureau of Narcotics, 403 U.S.

388 (1971)

16) 정하명, 전게논문, 352면
17) 서원우, “미국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제”, 『미국헌법연구 제2호(1991)』,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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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ivens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창설한 구제수단이다 보니, ① 연방공무

원이 ② 직무수행 중 ③ 헌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연방공무원 개인

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이외에 배상책임 성립요건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 이외에 다른 헌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면책이 인

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절대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분명하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될 수밖에 없다.

Ⅱ. Bivens판결

Bivens판결의 사안은, 연방마약국 소속 수사관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수색영

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들어가서 Bivens를 구타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여 간 것에 대하여, Bivens가 위 수사관들을 상대로 연방수정헌법 제4

조에 위배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위 수사관들의 행위는 명백

히 불법침입(trespass)이라고 할 수 있는데, FTCA는 불법침입에 대하여 연방

정부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州) 법률에 의하여도 커

먼로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ivens는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

로 손배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18)

Bivens판결에서 쟁점은, 연방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는 연방헌법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연방헌법에 직접 의거하여 손해배상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연방

수정헌법 제4조는 명문으로 동 조항 위반의 결과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연방법률이 그러한 침

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일반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원은 

잘못 행하여진 것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유용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사용

할 수 있다.”19)라고 판시하여, Bivens는 연방헌법을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

고, 위 수사관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20) 이에 대하

18) Richard J. Pierce, Jr., Administrative Law Treatise, 3.Vols., 5.ed., 2010, 1851면 
19) 463 U.S. at 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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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대의견은 헌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Bivens 소송이라는 새로운 구제수단을 법원이 창설하기 보다는, 연

방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Ⅲ. 헌법상 불법행위 - Bivens 소송의 청구원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은 Bivens판결을 계기로 연방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방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연방수정헌법 제4조 이외의 다른 헌법규정의 위반

이 있는 경우에도 그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다룬 대표적인 판결이 Davis v. Passman 판결과 Carlson v. Green 판

결이다. 하원의원으로부터 해고된 여성이 그 해고는 성차별에 기한 것으로 연

방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하원의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5조 적

법절차 조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 직접 그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Davis v. Passman 판결).21) 또한, 연방교도소의 

재소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 재소자의 모친이 연방교정

국장 등을 상대로 연방수정헌법 제8조를 비롯한 다른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8조 

잔혹처벌금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직접 그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arlson v. Green 판결).22)

그 후, 많은 사건에서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20) 연방대법원은 위 수사관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고, 다만 면책문제를 결
정하기 위해서 연방항소법원에 환송하였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위 수사관들은 “면책되
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절대면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이 체
포 및 수색의 유효성에 대해서 선의(good faith)와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유효한 항변이 된다.”라고 판시하여 한정
면책을 인정하였다. 그 후, 공무원들이 원고인 Bivens에게 각 100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52면 참조).

21) Davis v. Passman, 442 U.S. 228 (1979)

22) Carlson v. Green, 446 U.S. 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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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을 인정한 Bivens판결, 연방수정헌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인

정한 Passman판결, 연방수정헌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한 

Carlson판결 이외에 다른 헌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Bivens 소송을 인정한 판결

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Bivens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대법원 입장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연방대

법원이 Bivens 소송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아래 ‘Ⅴ.

Bivens 소송의 보충성’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Ⅳ. 배상책임자 - Bivens 소송의 상대방

연방대법원은 Bivens판결을 통하여 연방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방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ivens 소송의 상대방, 즉 배상책임 주체는 연방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연방행정기관 또는 ② 행정기관(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능

을 수행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Bivens 소송의 적용범위를 

연방행정기관 또는 법인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

하여, 연방대법원은 Bivens 소송은 공무원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

여 정립된 것이지, 행정기관이나 법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립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연방행정기관 또는 법인을 상대로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4) 따라서, Bivens 소송의 상대방은 연방공무원에 한정된다

고 할 것이다.

Ⅴ. Bivens 소송의 보충성25)

23) Bush v. Lucas 판결, Chappell v. Wallace 판결, Schweiker v. Chilliscky 판결, Wilkie

v. Robbins 판결 등이 그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4) FDIC v. Meyer, 510 U.S. 471 (1994); Correctional Services Corp. v. Malesko, 534

U.S. 61 (2001)

25) 이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Bivens 소송의 보충성’으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나,

본고에서는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Bivens 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연방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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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다른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Bivens 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제정법적으로 승인된 대체적 구제수단(statutorily authorized

alternative remedy)’이 있는 경우 Bivens 소송에 의한 구제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 대체적 구제수단이 Bivens 소송보다 더 효

과적인 구제수단이지 여부 또는 그 대체적 구제수단을 마련한 연방의회가 

Bivens 소송을 대체하는 구제수단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는지 여부는 문

제되지 않는다.26) 따라서,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그 대체적 구제수단

에 의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밝힌 대표적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Bush v. Lucas 판결이

다. 위 판결의 사안은,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연방수정헌법 제1조 상의 권

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센터의 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서로 상반되는 정책적 고려를 깊이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어떤 구제제도가 마련된 경우에 있어서 헌법침해라고 하

는 쟁점에 관한 새로운 사법적 구제수단을 다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하

면서, 사안의 경우 상급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실체법적 규정 그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

는 이상 Bivens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군내부의 사법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는 이상 

군인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상관에 대하여 Bivens 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Chappell v. Wallace 판결27),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이후 연방의회가 제정한 ‘비상입법(emergency legislation)’에 

의거한 구제수단이 주어진 이상 Bivens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Schweiker v. Chilliscky 판결28), 주(州) 법원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원 입장에 주목하여 ‘Bivens 소송의 보충성’이라는 주제로 논하기로 한다.

26) Bush v. Lucas, 462 U.S. 367 (1983)

27) Chappell v. Wallace, 462 U.S. 29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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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Bivens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Wilkie v. Robbins 판결29)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대체적 구제수단에 FTCA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FTCA에 의거한 손해배상소송과 Bivens 소송은 ‘평행하는, 상호보

완적인 청구원인(parallel, complementary cause of action)’이므로, 설령 연방

정부을 상대로 FTCA에 의거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연방공무원 개

인을 상대로 직접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0)

연방대법원은, Bivens 소송은 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 억제기능, ② 

징벌적배상제도의 활용가능성, ③ 배심원심리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④ 연방법

에 의한 통일적인 배상책임 판단 등에서 FTCA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방의회가 FTCA를 제정한 입법 의도는 Bivens 소송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연방공

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일정한 경우 FTCA

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Bivens판결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

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4절  주(州)와 자치단체의 배상책임

Ⅰ. 주(州)의 배상책임

연방수정헌법 제11조는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미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어떤 외국의 국민이 시작하고 제기한 보통법 소송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1) 연방대법원은 ‘다

28) Schweiker v. Chilliscky, 487 U.S. 412 (1988)

29) Wilkie v. Robbins, 127 S. Ct. 2588 (2007)

30) Carlson v. Green, 446 U.S. 14 (1980)

31)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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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의 시민’에는 같은 주(州)의 시민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고 있는  

바,32) 이에 따르면 사인이 주(州)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

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연방수정헌법 제11조에 따라 주(州)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만큼은 주권면책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33) 다만,

연방수정헌법 제11조가 연방법원이 연방법을 위반한 주(州) 공무원에 대한 이

행명령(injunction)을 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34) 사인이 공무상 

행위를 한 주(州) 공무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주(州)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인

이 제1983조에 의거하여 주(州)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

써, 우회적으로 주(州)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연방대법원은 제

1983조에 의거하여 공무상 행위를 한 주(州)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5) 왜냐하면, 주(州)는 제198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person)’이 아니므로 제1983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공무상 행위를 한 주(州)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주(州)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주(州)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州) 의회가 연방수정헌법 제11조상 면책을 포기하는 내용의 

주(州)법을 스스로 제정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제5항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한 연방 법률에 따라 주(州)의 면책을 철회하는 경우에

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36)37)

Ⅱ. 자치단체의 배상책임

32) Hans v. Louisiana, 134 U.S. 1 (1890).

33) 김철용,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호
(1991)』, 90면

34) Ex parte Young, 209 U.S. 123 (1908)

35) Will v. Michigan Department of State Police, 491 U.S. 58, 71 (1989)

36) Fitzpatrick v. Bitzen, 427 U.S. 445, 456 (1975)

37) 한편, 연방의회가 FTCA를 제정하여 주권면책의 법리를 포기한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
의 주(州)는 입법을 통하여 주권면책의 법리를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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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

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1929년까지는 참정권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이용되

지 아니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1983

조는 ‘사람(person)'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는 제198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전통적인 주권

면책의 법리에 따른 자치단체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였다.38) 그런데, 연방대법원

은 1961년 이후 제1983조를 점차 확장 해석하였는데, Monell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of the City of New York 판결에서 지난 100년간의 선례를 

기각하면서 자치단체는 제1983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39) 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 또는 정책의 수행 중에 범하여진 

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연방대

법원은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면책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40)

자치단체의 제1983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그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주(州) 공무원와 자차단체 공무원의 배상책임

Ⅰ. 제1983조

제1983조는 헌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주(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

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983조는 

“모든 주, 영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제정법, 조례, 규칙, 관습 혹은 관행에 

따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under color of), 미합중국 시민 혹은 그 관할권 

하에 있는 어떤 사람의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한 권리, 특권 혹은 면책을 박탈

하거나 박탈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누구든지 그 피해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38) Monroe v. Pape, 365 U.S. 167 (1961)

39) Monell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of the City of New York, 436 U.S. 658

(1978)

40) Owen v. City of Independence, 445 U.S. 62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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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평법상 소송 및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항의 목적과 관련하여, 컬럼비아 지구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연방의회 제

정법 일체는 컬럼비아 지구의 제정법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1)

미국의 국민은 연방에서는 미국의 국민인 동시에 어떤 주(州) 또는 자치단체

의 주민이기도 하므로,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특권 등을 주

(州) 또는 자치단체가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주(州) 공무원, 자치단

체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허용함으로써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이 보장하

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

이다.42)

제1983조에 따라 주(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① 주(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② 주(州) 제정법 등에 

따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③ 연방헌법 또는 연방제정법이 보장하는 권리,

특권, 면책을 침해하여,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

로 한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제1983조가 “헌법 및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방헌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연방법률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3) 그러나, 커먼로상의 비헌법적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41)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except that in any action brought

against a judicial officer for an act or omission taken in such officer’s judicial

capacity, injunctive relief shall not be granted unless a declaratory decree was

violated or declaratory relief was un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y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considered to be a statut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42) 양승두, “미국헌법상 불법행위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한 고찰 -「드샤니」사건을 중
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4호(1993)』, 8면 

43) Maine v. Thiboutot, 448 U.S. 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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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1983조는 ‘주(州) 제정법 등에 따라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개인

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박탈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

고 있는 데, 여기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주(州) 또는 자

치단체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

의 권한을 넘은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4) 외견상·형식상 주(州) 법에 따

라 직무를 집행하였다면, 권한의 남용이 있다고 하여도, 직무집행에 당하여 이

루어진 행위로 인정된다.45) 한편, 주(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은 제

1983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FTCA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

될 수 있다.

Ⅲ. 소진성

제1983조는 주(州)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바, 제1983조 소송을 제

기하기 위해서는 주(州) 또는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구제수단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제1983조 소송

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 주(州)에서의 사법적 구제수단 또는 행정적 

구제수단을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진성을 요구하지 아

니하였다.46) 따라서, 피해자는 사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제공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원칙적으로 제1983조에 의거하여 곧바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절  소 결

이상으로 배상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미국 국가배상책임제도 하에서 인정

44) Ex Parte Virginia, 100 U.S. 339, 346-347 (1880)

45) United States v. Classic, 313 U.S. 299, 326 (1941).

46) Monroe v. Pape, 365 U.S. 167 (1961); Patsy v. Board of Regents of Florida, 457 U.S.

49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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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세 가지 구제수단, 즉 FTCA, Bivens 소송, 제1983조 소송을 살펴보

았다. 위 세 가지 구제수단은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른데, 특히 그 ① 성립과정

과 ② 배상책임 주체 및 ③ 배상책임 판단 근거 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FTCA는 주권면책의 법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

쳐 성문화된 규범으로 제정된 반면, Bivens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불법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례를 통하여 창설해낸 구제수단이다. 한편, 제

1983조 소송은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민권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당초의 제정의도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

어, 현재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 Bivens 소송 및 제1983조 소송은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반면 - 물론 제1983조 소송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 , FTCA는 연방정부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

킨다. 따라서, Bivens 소송은 연방공무원을 상대로, 제1983조 소송은 주(州) 공

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FTCA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은 연방정부

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CA는 연방헌법이나 연방법률이 아니라 주(州)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Bivens 소송은 연방공무원의 행위가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제1983조 소송은 주(州) 공

무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위가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Bivens 소송과 제1983조 소송은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FTCA와 구별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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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량면책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

제1절  개 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CA는 제1346조 제(b)항에서 연방공무원의 직

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FTCA는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제2680조에서 연방

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13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47) 예외규정의 상

당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제정법에 의하여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

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FTCA

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이다.48)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량적 기능행사로 

인한 청구{(a)항},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h)항},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청구{(k)항} 등에서는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위 13가지 예외 중 가장 중요하고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재량기능의 행사의 경우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47)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13가지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a) 법률이나 규칙의 유
효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이나 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방공무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그 연방공무원의 작위나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 또는 재량의 남용여부를 
불문하고 연방행정기관이나 연방공무원의 재량기능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불이행을 이
유로 한 청구, (b) 우편물의 분실이나 배달착오, 미전달로 인해 제기되는 청구, (c) 세금
이나 관세의 사정과 징수, 또는 세관공무원이나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상품이나 물품의 
압류로 인해 제기되는 청구, (d)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사재판소에 제기되는 청구, (e)

적성국통상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작위나 부작위로 제기되는 청구, (f) 미합중국의 검
역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청구, (g) 삭제, (h) 폭행과 구타, 불법감금, 불법체포, 악의적 
기소, 소송절차의 남용, 명예훼손, 비방, 부실표시, 사기, 계약상 권리에 대한 방해에 기
한 청구(폭행과 구타, 불법감금, 불법체포, 악의적 기소, 소송절차의 남용이 조사나 법집
행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는 제외), (i) 금융제도의 조정이나 재무부의 재정 업무
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 (j) 전시 중 해상방위군이나 해군의 전투 행위로 제기되
는 청구, (k) 외국에서 제기되는 청구, (l) 테네시유역개발공사의 활동으로 인한 청구,

(m) 파나마운하관리회사의 활동으로 제기되는 청구, (n) 연방토지은행이나 연방신용중
개은행, 그 외 협력은행의 활동으로 제기되는 청구 등이다.

48) 최성진,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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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규정(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이다.

제 2 절  재량면책 규정, 취지, 연혁

Ⅰ. FTCA 제2680조 제(a)항

FTCA 제2680조 제(a)항은 “재량이 남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방행정기

관이나 연방공무원의 재량기능이나 의무의 행사나 이행 또는 불행사나 불이행

으로 인한 청구”에는 제1346조 제(b)항 및 제2671조 내지 제2680조이 적용되

지 않는다고 하여 재량면책규정(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49)을 두고 있

다.50) 따라서, 연방행정기관이나 연방공무원의 재량적 기능의 행사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재량 

행사가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1)

Ⅱ. 재량면책의 취지

FTCA가 재량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력분립

의 원칙과 행정기관의 전문성·자율성이 언급되고 있다.52) 즉, 행정기관은 대통

령의 감독권한 또는 연방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는

49) ‘면책적 재량행위’ 또는 ‘재량기능 예외’ 등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단
순히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50)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shall not apply to -(a)Any claim...based upon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r the failure to exercise or perform a discretionary function

or duty on the part of a federal agency or an employee of the Government,

whether or not the discretion involved be abused.

51) 제2680조 제(a)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재량기능에 대한 예외이
고 다른 하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대한 예외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제2680조 제(a)항은 
“법률이나 규칙의 유효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이나 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방공무
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 연방공무원의 작위나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
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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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사회 전체의 복지와 부의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책결정

을 하는 행정기관은 끊임없이 정책결정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평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①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의 비용과 이익을 법원보다 더 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②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한 한다는 점, ③ 정책결정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을 위축시켜 궁극

적으로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

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정책결정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불법행위소송을 매개하여 정책결정에 사법적으로 개

입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정치적 사

회적 경제적 판단에 대해 사후비판(second-guessing)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 정책결정에 대한 이러한 사법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량면책 법리가 정

립되었다.”라고 판시하여 행정기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판단에 대한 사법

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재량면책이 규정되었음을 강조하였다.53)

Ⅲ. 재량면책의 연혁 

1. 주권면책의 법리 

FTCA 제정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연방정부는 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만이 문제되었다.54) 여기서 주

53) United States v. S.A. Empresa de Viacao Aerea Rio Grandense (Varig Airlines), 467

U.S. 797 (1984)

54) 전통적으로 주권면책의 법리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나아가 자치단체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의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권면책의 특권이 인정되고 있었다(정상기, 『미국의 연방국가배상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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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책의 법리란 「주권은 그 승낙 없이 소추되지 않는다(The sovereignty

can not be sued without its consent) 」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연방대법

원은 McLemore판결55)에서 연방정부의 주권면책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이래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56)

이러한 주권면책의 법리는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The King can do

no wrong)」는 영국 커먼로상의 법리를 계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는 

봉건영주의 수장으로서 중세의 영국 국왕이 지니고 있던 특수한 법적 지위가 

16~17세기 형성된 주권의 개념과 동일시되면서 주권면책의 법리를 형성하였

는데,57) 위 주권면책의 법리가 왜 주권재민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 계수되

어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58)

다만, Holmes 대법관은 Kawananakoa v. Polyblank 판결59)에서 주권면책의 

법리는 “어떤 형식적 개념이나 모호한 이론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드는 권한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적·경험적 근거에서 연유한다.”고 하여 주권면책의 법리가 논리와 

경험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60)

2. FTCA의 제정

아무튼, 주권면책의 법리에 따라, 연방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연방정부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커먼로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연방의회에 권리구제를 명하는 사법상 법률의 제정을 

청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구제 방법은 유효적절한 구제방법

이 될 수는 없었다. 전자는 공무원 개인의 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8면-32면 참조).

55) United States v. McLemore 4 How 285 (1846).

56) 김철용, 전게논문, 88면
57) 최성진, 전게논문, 44면
58) 유태현, “미국국가배상법제도에 있어서의 정책적 고려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권

(1973.12.), 706면
59) Kawananakoa v. Polyblank 205 U.S. 349 (1907)

60) 이일세, 전게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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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방대법원이 일정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의 법리를 전개한 

관계로 피해자의 손해 전보에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후자는 법률 제정을 요

구하는 청원의 폭주로 말미암아 연방의회에 지나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법

률의 형식으로 피해구제를 도모하다 보니 법률 제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20세기 들어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주권면책의 법리

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다. 즉, 연방정부 기능의 확대와 그에 따른 국민 

손해의 증가, 과실책임주의에서 위험책임주의로 이전, 특별행정법분야에 있어

서 주권면책의 법리를 완화 내지 포기하는 법률의 제정 등은 주권면책 법리의 

존립을 위협하였다.61) 법원 및 학계에서는 주권면책의 법리를 제한 또는 포기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1946년 연방의회는 입법부재조직법

(the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의 일환으로 주권면책의 특권을 명시적으

로 포기하는 FTCA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62)

FTCA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연방의회의 

막중한 임무가 연방법원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주권면책

의 법리가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었다. 연방의회는 FTCA를 제정하여 연방

정부의 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제2680조에서 연방정부의 배상책

임을 배제하는 13가지 예외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재량면책에 관한 제2680조 

제(a)항은 위 13가지 예외조항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3. 재량면책의 입법경위

재량면책 조항이 어떻게 FTCA에 규정되게 되었는지는 입법경위를 보아도 

분명하지 않는데, 입법 당시 법무차관은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해서

는 이 면책규정이 없더라도, 결국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자기억제에 의해 

해석상 FTCA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

면, 아마도 입법자는 법원이 불법행위소송의 이름하에 모든 연방정부활동의 

당위를 판단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어 역할을 주려는 

61) 이일세, 전게논문, 90면; 유태현, 전게논문, 707면; 김철용, 전게논문, 88면
62) 최성진, 전게논문,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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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하에 재량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63)

제3절  재량면책의 적용범위

FTCA는 제2680조 제(a)항에서 재량면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

량면책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제2680조 제(a)항 및 재량면책의 취지에 비추어, 연방의회는 특정한 유형의 결

정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량면책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컨대,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려는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은 정책결정에 해

당하므로, 설령 그러한 정책결정이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

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재량면책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색등에서 운전한 연방 트럭 운전수의 결정은 정책결정이

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에 재량면책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64)

연방대법원은 Dalehite판결에서 최초로 재량면책을 인정한 이래,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화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Gaubert판결에서 재량면책을 적용하기 위한 2단계 적용기준을 정립하였다. 본 

절에서는 재량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재량

면책의 적용범위를 논하도록 하겠다.

Ⅰ. Dalehite v. United States 판결65)

1. 사실관계

63) 정재훈,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5면
64)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20면
65) Dalehite v. United States, 346 U.S.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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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방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일본에 대한 원조의 일환으로 

화학비료를 수출, 공급할 것을 계획하였다. 텍사스시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질

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선박이 폭발을 일으켜 560명의 사망자와 3,000명의 부

상자,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원고들은 재료의 생산 프

로그램에 참여한 연방공무원 및 피용인 전체에 의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

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연방지방법원은 ① 비료수출 프로그램의 계획, ② 비료의 제조, ③ 감독, ④ 

저장, 그리고 ⑤ 화재진압에서 연방정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① 내지 ⑤에 

연방정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TCA 제2680조 제(a)항에 따라 재량

면책이 적용되므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66)

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위 ① 비료수출 프로그램의 계획 및 

⑤ 화재진압은 ‘정부적인 본질이나 기능(governmental nature or function)을 

갖는 행위’이므로, 연방정부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67) 또한, ② 비료의 제조, ③ 감독, ④ 저장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획단계에서의 결정을 그대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68) 실제 과실

은 ‘실행단계(operational level)’가 아니라 ‘계획단계(planning level)’에서 내려

진 결정에 있었으므로,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하였다.69)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계획단계의 결정에 대하여 재량면책을 적용하는 것

은 타당하지만, 채택된 정책을 공무원이 이행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 이상,

연방정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6) Id. at 24.

67) Id. at 28.

68) Id. at 39-40.

69) Id. a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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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위 Dalehite판결은 재량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계획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에 비록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Dalehite판결은 연방정부의 ‘모든 고유

한 정부 기능(all uniquely government functions)’에 대하여 재량면책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면책되는 재량행위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 측면

이 있다.70) 즉, FTCA 제2680조 제(a)항이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연방정부의 배

상책임을 면책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정부기능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를 경우 커먼로상 주권면책의 법리를 수정

하려는 FTCA의 목적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연방대법원

의 입장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71) 연방대법원은 Dalehite판결 이후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점차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Ⅱ. Indian Towing Co. v. United States 판결72)

1. 사실관계 

위 판결은, 해안경비대의 등대 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등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연방정부는 등대의 설치관리가 정부기능에 

해당하므로 재량면책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정부기능에 재량면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사인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거나 수행될 수 없

70)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20면
71)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21면
72) Indian Towing Co. v. United States, 350 U.S. 6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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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에서의 ‘고유하게 정부적인(uniquely governmental)’ 연방정부의 행

위를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73)라고 하면서 등대의 설치관리행위가 정

부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본 판결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정부기능을 이유로 재량면책을 인정한 사

례는 찾아볼 수 없다.

(2) 실행단계에서의 행위에 재량면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연방대법원은 “본 사안의 쟁점은 실행단계에서의 과실에 대해도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이다.”74)라고 전제한 다음 “해안경비대는 등대 서비

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단 재량을 행사하여 등대를 운영하였고,

등대에 의한 안내에 신뢰를 발생시킨 이상, 등대가 잘 작동되도록 적절한 주

의(due care)를 다하여야 한다. 만약 등대가 꺼진다면, 해안경비대는 적절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등대를 수리하거나, 등대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여야 한다. 해안경비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연방정부는 FTCA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75)라고 판시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 평가

Indian Towing판결은 Dalehite판결에서 설시한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였다. 즉, Dalehite판결이 모든 정부기능에 대해 재량면책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면, Indian Towing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실행단계

에서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연방정부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Dalehite판결과 Indian Towing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연방대법원

은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하여, 계획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에 과실이 있

73) Id. at 68.

74) Id. at 64.

75) Id. a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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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재량면책이 적용되나, 실행단계에서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었다.76) Indian

Towing판결 이후, 하급심은 실제 이러한 구분론에 입각하여 재량면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아래 Gaubert판결에서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의 구분을 부인하였다.

Ⅲ. United States v. Varig Airlines 판결77)

1. 사실관계

브라질 Varig Airline 소속 항공기의 화재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미연방항공관리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라 한다)이 위 

항공기의 안전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좀 더 철저히 심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FAA가 ‘추출검사

(spot check)’ 방식을 적용하여 FAA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

사하기로 한 결정과 다른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에 대하여 추출검사 방

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항공기가 FAA의 안전규칙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장할 의무는 항공기 제조업자에게 속하는 반면, FAA는 추

출검사를 통하여 제조업자가 충실히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만을 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공기 제조업자가 검사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검사결과가 적절히 기록 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76) 연방대법원은 Dalehite판결에서 계획/실행구분론을 제시하였고, Indian Towing판결에서  
계획/실행구분론을 구체화하였다고 한다(정상기, 전게논문, 112면-115면 참조).

77) United States v. S.A. Empresa de Viacao Aerea Rio Grandense (Varig Airlines), 467

U.S. 79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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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추출검사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정책결정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에 대하여 추출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

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

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재량면책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자의 직위가 아니라 ‘행위의 본질

(nature of the conduct)’을 새로운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대

법원은, 첫째 연방공무원의 행위가 연방의회가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보호하

려고 했던 본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그 재량행위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책에 근거한 것이어서 사법부의 사후비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재량면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3. 평가

Varig Airlines판결은 재량면책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자의 직위가 아니라 행

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심사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

는 것이나, Indian Towing판결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78) 즉, Indian Towing판결은 연방행정기관이 적절한 주의를 다

하여 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

다면 연방정부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

데, Varig Airlines판결은 연방행정기관의 행위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책

에 근거한 것이라면 곧 바로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재량

면책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반대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좁

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Varig Airlines판결이 규제/비규제구분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79) 즉, 연방대법원은 Varig Airlines판결을 통하여 특정한 재량행

위가 실행단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규제적 행위인 때에는 재량면책을 

78) Amy Hackman, 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to the Federal Tort Claims

Act: How Much is Enough?, 19 Campbell L. Rev. 411 (1997), 417면
79) 정상기, 전게논문, 116면-119면



- 31 -

적용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연방대

법원이 계획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록 실행단계

의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이 재량적이면서 동시에 규제적인 것인 때에

는 재량면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Ⅳ. Berkovitz v. United States 판결80)

1. 사실관계

미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라 한다)은 레덜 

연구소(Lederle Laboratories)가 오리문(Orimune)이라는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

가했으며, 생물학기준부서(Division of Biologic Standards, 이하 ‘DBS’라 한다)

는 특별히 많은 양의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베르코비츠

(Berkovitz)라는 이름의 아이가 위 백신을 먹은 후 온 몸이 마비되자 그의 부

모가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베르코비츠가 복용한 백신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다른 하나

는 연방정부가 이러한 많은 양의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승인한 이상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규제 프로그램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량면책이 적용되므

로, 사안의 경우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재량면책의 적용범위 

연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정책에 근

거한 입법적·행정적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불법행위소송이라는 매개를 통해 

80) Berkovitz v. United States, 486 U.S. 531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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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량면책은 ‘공공정책의 고려

(considerations of public policy)’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조치와 결정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고 하였다.81) 요약하면, 문제가 된 행위가 ‘정책판단의 행사가능성

(the permissible exercise of policy judgement)'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량면

책이 적용되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82)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규제 프로그램에 근거한 연방정

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량면책이 적용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본 사안의 쟁점은 원고가 문제 삼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이

러한 재량적 본질, 즉 ‘정책판단의 행사가능성’이 포함된 행위인지 여부라고 

보았다.83)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연방대법원은 백신이 안전성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세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DBS가 문제된 백신이 규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았다. 둘째, 백신이 규제기준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 하였다. 셋째,

백신이 규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확한 결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주장의 취지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라

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면책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관련 법률이 행정기관에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백

신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신이 규제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거나, 백신이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함

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재량은, DBS에게 전혀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84)

연방대법원은 원고 주장의 취지가 세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시 쟁

점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재량면책에 의해 보호 

81) Id at 536-537.

82) Id at 536-537.

83) Id at 536-538.

84) Id. at 5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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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포함하는가이다.”라고 하면서, 이 경우 재량

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한 공무원이 재량면책에 의해 보호 받

을 수 있는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여기

서 그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이 법원이 보기에 승인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85) 다만,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 제출된 기록만으

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판단, 결정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오염된 많은 양의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연방정

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백신 출시 

양에 대한 정책은 규제적 계획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하

였다. 다만, 문제된 행위가 정책적 재량행사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량면책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기관의 정책이 주어진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정책판단의 여지를 남기지 않거나 그러한 판단 행사를 포함

하고 있지 않다면, 재량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86) 그러면서, 원심이 

백신 출시 양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책이 재량행사를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재

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인지 결정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3. 평가

Berkovitz판결은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자의 직위가 아

니라 ‘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즉, ‘정책판단의 행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행위에 한하여 

재량면책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공공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판단’

을 포함한 행위에 대해서만 재량면책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위 판결에 따르면, 재량면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공공

85) Id at 545.

86) Id at 5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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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을 포함한 것이어야 하는 바,

만일 그러한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연방정부는 재량면

책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률이나 규칙이 정책판

단의 여지없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고 있

다면, 행정기관이 그러한 특정한 행위를 불이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

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부인

되지 않는다.87)

Ⅴ. United States v. Gaubert 판결88)

1. 사실관계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이하 ‘S&L’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전 이사

장은 연방주택금융은행위원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이하 ‘FHLBB’

라 한다)에 속한 공무원들의 행위로 인해 1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FHLBB은 S&L에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하여, S&L로 하여금 FHLBB가 선

호하는 사람들로 임원들과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임원들과 이사진들이 들어서자, FHLBB는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여  

더 많은 조치 - 예를 들어 자회사의 파산 여부와 시기, 임금 분쟁의 해결 방

법, 소송 수행 여부와 방법 등 - 를 취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FHLBB 행위가 실행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규제결정(rutine, day-to-day

regulatory decisions)’에 해당하므로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연방정

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구분 여부

87)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26면
88) United States v. Gaubert, 499 U.S. 31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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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Dalehite판결과 Indian Towing판결 취지에 비추어 연방대법

원이 계획단계의 면책적 행위와 실행단계의 비면책적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고 

보았다. 계획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면책이 적

용되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부인되나, 실행단계에서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Dalehite 판결과 Indian Towing 판결이 그러한 구별을 

확립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량면책을 적용함에 있어 계획단계와 실

행단계 사이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89) 즉, 법률이나 규칙, 행정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확립된 정책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행위는 재량면책이 적용되는 재

량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의 행위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

행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대법

원 입장에 따르면,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서도 공무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재량면책이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된다.

(2) 재량면책의 적용기준

한편, 판시 사항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재량면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은, 첫째 공무원이 소송이 제

기된 행위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그러한 재량의 행사가 

‘정책판단(policy judgement)’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량면책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90) 이는 Berkovitz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재량면책의 적용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위 판결 이전의 연방대법원 

판결과 비교하였을 때, 재량면책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여 준다.

사안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관련 법률이나 규칙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

89) Id. at 324.

90)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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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행정기관에게 판단 – 즉, 금융 기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언제 진행

할지, 또는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 - 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FHLBB의 권한 행사는 ‘판단이나 선택의 요소(element of

judgement or choice)’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문제 삼고 있

는 FHLBB의 규제 행위는 재량면책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정책판단을 포함

하고 있다고 보았다.91) 결국,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행위가 실행단계에

서 일어나는 일상적 규제 결정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평가

연방대법원은 Gaubert판결에서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

지 아니하였으며, 실행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규제행위에도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무엇보다도 Berkovitz판결이 판시한 재량면책의 적용기

준을 체계화하여, 2단계 적용기준을 확립하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Gaubert판결은 Berkovitz판결과 동일하게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아니라 ‘행위

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량면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째 공무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재량의 행사가 공공정책의 고려

에 근거한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2) 첫째 요

건은, 법률이나 규칙 또는 정책이 의무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량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 둘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이 대립된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93)

따라서, 원고가 연방정부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문제된 행위가 

의무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칙, 정책에 위반한 

91) Id at 331-332.

92) Peter L. Strauss, 『Administ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법제처 비교공법연구회
CoP 역)』, 한국법제연구원, 432면

93) Andrew Hyer, 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to the Federal Tort Claims Act

: A Propoal for a Workable Analysis, BYU L. Rev. (2007), 1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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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 또는 (2) 당해 공무원의 정책선택이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Ⅵ. 하급심판례의 경향

이상으로 재량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다. Berkovitz판결 및

Gaubert판결 이후 하급심판례도 일관되게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2단계 적용기

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재량면책을 적용하여 연방정부

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과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살펴본다.

1. 재량면책을 적용한 판결

녹조현상이 있는 자연 웅덩이 주변에 경고 신호나 보호 장벽을 설치하지 않

은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결정에 대해 재량면책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0연방항소법원은 많은 행정기관의 

정책지시서와 가이드라인 및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경고 신호나 보호 장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청의 위 결정은 공적 안전과 비용·심미적 가치·자연환경

에 대한 훼손을 비교형량하는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연방항소법원은 국립공원관리청의 결정에는 재량면책이 적용되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Elder v. United States 판결).94).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산림청(Forest Service)이 계약직 조종사에게 특정

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도 재량면책이 적용된다고 판

시하였다(Kelly v. United States 판결).95). 제9연방항소법원은 먼저, 행정기관

의 규칙은 훈련에 대하여 폭넓게 위임하고 있을 뿐 쟁점이 된 특정한 훈련 형

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된

94) Elder v. United States, 312 F.3d 1172 (10th Cir.2002)

95) Kelly v. United States, 241 F.3d 755 (9th Ci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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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다음, 그러한 재량행사가 "피고용인과 공공의 안전, 경제적 자원,

행정기관과 계약자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 행정기관의 목표와 의무 같은 대

립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2. 재량면책 적용을 부정한 판결

인디언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 이하 ‘BIA'라 한다)이 수리비를 지

출하지 아니하여 관개 시스템이 파손되었는데, 여기에는 BIA가 재정적인 이유 

말미암아 수리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제9연방항소법

원은 수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여 관개 시스템을 파손 한 BIA의 결정에 대해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도 

BIA가 관계 시스템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여 2단계 적

용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요건과 관련

하여 재정적 이유로 관계 시스템의 정기적 관리를 포기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

다. 결국,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O’Toole v.

United Stayes 판결).96)

한편, 스노모빌 철로의 위험 지점에 경고 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의 

결정에 대하여 재량면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제9연

방항소법원은 법률, 규칙, 정책이 산림청으로 하여금 경고 신호를 설치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청이 그 문제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산림청이 경고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책결정의 

결과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림청의 결정

은 2단계 심사기준 중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연방항소법

원은 적절한 신호를 제공하지 않은 결정이 연방의회가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였던 성질을 갖는 행위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

96) O’Toole v. United Stayes, 295 F.3d 1029 (9th Ci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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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방항소법원은 위 산림청의 결정에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Oberson v. Forest Service 판결).97)

3. 평가

연방항소법원은 법률, 규칙, 정책 등을 분석하여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행위

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량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를 검토하고, 그 다음 행정기관의 결정이 대립된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정책분

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재량면책의 적용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행정기관의 운영업무편람(operating manuals),98) 지시(directive),99) 관리

지침(management instruction)100)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행정기관의 규칙 

또는 지침서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재량면책이 적용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규정의 취지가 일반적인 정책목표를 규정한 것

이거나101) 일반적인 참고사항을 규정한 것102)으로 해석될 때에는 행정기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 재량면책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행사할 권한이 인정될 경우, 즉 2단계 적용기준 

중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결정이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재량면책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은 찾기 힘들다. 위 

O’Toole v. United Stayes 판결은 재정적 제약은 정책적 고려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는 취지이고, Oberson v. Forest Service 판결은 행정기관에게 정책결정

의 결과에 대한 증거까지 요구한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판례로 

분류될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

로 연방대법원의 2단계 적용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97) Oberson v. Forest Service, 441 F.3d 710 (9th Cir.2006)

98) Shansky v. United States, 164 F.3d 688 (1st Cir.1999)

99) Tippett v. United States, 108 F.3d 1194 (10th Cir.1997)

100) Hines v. United States, 60 F.3d 1442 (9th Cir.1995)

101) Valdez v. United States, 56 F.3d 1122 (9th Cir.1995)

102) Sabow v. United States, 93 F.3d 1445 (9th Cir.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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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방대법원 입장에 대한 비판 및 이론적 재구성

연방대법원은 FTCA가 제정된 이후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현

재 2단계 적용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2단계 적용기준은 재량면책의 적용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적, 체계적 틀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여전히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넓어, 연

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많은 학자

들이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Ⅰ. 연방대법원 입장에 대한 비판

1. FTCA의 입법목적에 반함

FTCA는 제1346조 제(b)항에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

로 그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점, 제2674조에서 연방정부

는 ‘유사한 상황에서 사인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정도로’ 배상책임을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FTCA 입법목적은 연방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였음이 분명

하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책고려에 근거한 

결정이기만 하면, 모든 재량행위에 대하여 재량면책을 적용하는 것으로, 연방

의회가 의도하였던 것 보다 훨씬 더 넓게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103) 이는 FTCA의 입법목적을 몰각시키고, 포기하였던 주권면책

의 법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103) Donald N. Zillman, Protecting Discretion: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to the Federal Tort Claims Act, 47 Me L. Rev.

366(1995), 387면; Amy Hackman, 전게논문, 426면; Andrew Hyer, 전게논문, 10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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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면책의 규정 취지에 반함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

작용을 초래한다.104) 즉, 행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그

런데, 정책입안자들은 FTCA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

면, 연방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연방법률, 규칙, 정책이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

위를 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FTCA가 재량면책을 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권력분립원칙에 입각한 행정의 자율성 및 전문성에 대한 존중에 있다

는 점에 비추어보면,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한 재량면책의 취지와 달리 행

정의 비효율성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3.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 함

연방대법원은 2단계 적용기준 중 두 번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정책판단 또

는 정책선택이 단지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아(susceptible to policy analysis)’

행하여질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연방정부에게 배상책임을 묻

기 위해서는 당해 정책판단 또는 정책선택이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정책선택

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대로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만큼 

재량면책을 적용받기 쉬워진다.105)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연방행정기관 또는 

연방공무원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피해자에게 아무

런 구제수단 없이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인 바, 이는 매우 불공정하

다고 할 수 있다.

104) Andrew Hyer, 전게논문, 1110면 
105) 한 연구에 따르면, Gaubert판결 이후 원고의 승소율이 20% 감소하였다고 한다

(Andrew Hyer, 전게논문, 1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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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재구성

1. 정책선택의 결과를 요구하는 견해

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2단계 적용기준 중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문

제된 연방공무원의 결정이 정책선택의 결과(result) 또는 산물(product)일 것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Oberson v. Forest Service 판

결에서 구체화한 견해이다. 위 판결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스노모빌 철로에 

경고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산림청의 결정에 대하여 비록 산림청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정책결정의 결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06)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문제된 

연방공무원의 결정이 정책판단 또는 정책선택을 포함하는 행위이면 재량면책

을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뿐,

그 결정이 정책결정의 결과일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연방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위 산림청의 결정은 정책분석에 영향을 받는 행위이므로, 재량

면책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107) 그러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산림청의 

결정이 정책선택의 결과 또는 산물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재량면책의 적

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연방항소법원의 사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2. 정책판단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견해

재량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책판단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

다.108) 이 견해는 비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재량면책을 적용하

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적용기준에 

추가하여, 공무원의 정책판단 또는 정책선택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고들은 합리적인 재량이 결여되었음을, 이에 대하

106) Oberson v. Forest Service, 441 F.3d 710 (9th Cir.2006)

107)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36면
108) Donald N. Zillman, 전게논문,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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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는 점을 상호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다.

3. 정부의 고유한 기능에 한하여 재량면책을 적용하는 견해

재량면책을 ‘정부의 고유기능(unique governmental function)’에 국한시키자

는 견해가 있다.109) 이 견해는 연방대법원 입장은 재량면책의 적용기준으로서 

매우 불분명하여,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결과를 예상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

한다. 그러면서, 사인 당사자들에 의하여도 수행되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는 재량면책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2단계 적용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당해 행위가 정부의 고유기능에 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즉, 재량면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행위가 정부의 고유기

능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공무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 

재량의 행사가 공공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량선택 또는 정책판단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고

유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재량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절  소 결

연방의회는 피해자구제라는 국민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FTCA를 제정하면서

도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재량면책을 규정하였다. 이는 한편에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을 매개하여 행정기관

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째 공무원이 소송이 

제기된 행위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그러한 재량의 행사가 

109) Amy Hackman, 전게논문,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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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판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 입

장은 공공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결정이기만 하면 연방행정기관의 모든 재량행

위에 재량면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게 배상책임을 부

담시키려고 한 FTCA 제정목적을 근본적으로 몰각시키고, 재량면책 규정의 취

지에 반하며,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연방항

소법원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학자들은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입법적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을 넓게 적용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기관

의 자율성·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커먼로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결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행정의 적법성 확

보를 위한 행정의 통제 요청’과 ‘행정의 전문성·자율성’ 사이에서 후자를 강조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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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량면책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1절  개 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커먼로에 의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연방공무원은 Bivens판결에 의하여, 주

(州) 공무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은 제1983조에 의하여 각각 헌법상 불법행위

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면책은 절대면책(absolute immunity)과 한정면책(qualified

immun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절대면책은 헌법적 불

법행위 또는 비헌법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악의적인 행위(malicious

action)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무조건의 면책을 의미하며, 한

정면책은 선의(good faith)로 이루어진 합리적 행위(reasonable action)에 대해

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부 면책을 의미한다. 절대면책이 인정된 

때에는 약식판결로 처리되므로, 공무원의 소송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한정면책이 인정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행

위가 선의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행위라는 점을 본안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110)

연방대법원은 절대면책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한정면책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

적 접근방법에 따라 행정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재량면책에 대하여 논한다.

제2절  재량면책의 개념, 취지, 연혁

110) 정상기, 전게논문, 147면,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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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량면책의 개념

행정공무원이 직무범위 내에서 재량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부터 면책이 인정되는 바, 이를 재량면책(discretionary immunity)이라고 한다.

재량면책의 경우 절대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면책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연방대법원은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

하여는 절대면책을,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한정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3절 재량면책의 유형 및 면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다.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FTCA가 재량면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재량면책의 법리에 따라 배상책임의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Ⅱ. 재량면책의 인정취지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를 엄격

히 적용하였을 경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공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같은 고도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재량면책

을 인정하고 있다.111) 연방대법원도 공무원에게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공무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잠재적 배상책임에 노출되거나 방어를 위

한 비용 및 부담에 노출 될 경우, 가장 결단성이 있거나 가장 무책임한 공무

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확고히 이행하려는 열정

을 꺾기 때문이다.”112)라고 하여 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하고, 직무수행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면책을 부여하고 

111) 정상기, 전게논문, 147면

112) Gregoire v. Biddle, 177 F.2d 579, 580-581 (2d Cir. 1949), cert, denied, 339 U.S. 949

(1950)



- 47 -

있다고 밝히고 있다.

Ⅲ. 구별개념

1. 사법면책과 입법면책

재량면책은 사법적 기능(judicial function)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사법면책(judicial immunity)과 입법적 기능(legislative function)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입법면책(legislative immunity)과 구분된다.

법관113)과 의회의원114) 및 검사115)와 같이 사법절차나 입법절차에 참여하여 

사법적 기능이나 입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절대면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관과 의회의원 및 검사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하더

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연방대법원은 법관의 경우 “사적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위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정의의 법집행에

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 “확고하면서

도 두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정의 시스템의 본질적 기

능”이기 때문에, 의회의원의 경우 “공적 이익을 위한 입법적 의무의 제한 없

는 이행”을 위해서 각각 절대면책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2. 준사법면책과 준입법면책

행정공무원에게 재량면책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공무원이라도 사법

절차와 유사한 절차에 참여하여 준사법적 기능(quasi-judicial function)을 행사

하거나, 또는 입법적 형태를 띠는 행위에 참여하여 준입법적 기능

(quasi-legislative function)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나 검사, 의회의원에 

준하여 절대면책이 인정된다. 이를 각각 준사법면책, 준입법면책이라 한다. 예

컨대, 개별결정절차는 사법절차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

113) Bradley v. Fisher, 80 U.S. (13 Wall.) 335, 347 (1871)

114) Tenney v. Brandhove, 341 U.S. 367 (1951)

115) Imbler v. Pachtman, 424 U.S. 40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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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절대면책이 인정되며,116) 행정기관장의 규칙제정은 준입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규칙제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면책이 인정된다.117)

Ⅳ. 재량면책의 연혁  

1. 공무원 개인 책임의 인정

미국은 건국 당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긍정하는 커먼로상의 법리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행한 공무원이 사인과 마찬

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당연한 것으로 되

어 있었고, 이는 1804년 Little v. Barreme 판결, 1806년 Wise v. Withers 판결

에서 나타나고 있다.118)

한편, 오랫동안 주권면책의 법리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인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는 자력

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가혹하다거나 또는 공무원을 위축시켜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차 공무원에 대한 면책

의 법리가 발달하게 되었다.119)

2. 재량면책 법리의 성립

재량면책의 법리는 19세기 전반기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845년 Kendall v. Stokes 판결에서 “공무원이 판단과 재량에 근거하여 의무

를 수행하는 중에 잘못을 범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배상책임이 인

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직무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한 체신부 장관에게 

116) Butz v. Economou, 438 U.S. 478 (1978)

117) Jayvee Brand Inc. v. United States, 721 F.2d 385 (D.C. Cir. 1983).

118) 서원우, 전게논문, 6면-8면
119) 김철용, 전게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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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면책을 인정하였다.120) 이 판결은 재량을 행사하는 일정한 공무원은 그 

재량행사의 잘못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

로 이해되는데, 비록 면책이 어떠한 범위의 공무원에게 미치는지 분명히 판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오늘날 널리 인정되는 재량면책의 법리는 이 시기에 이

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121)

3. 절대면책의 확대 및 제한

1845년 체신부 장관에게 인정된 면책이 1871년에는 법관에게 인정되었고,

1880년에는 의회의원에게 인정되었으며, 1927년에는 검사에게도 인정되었다.

그 후 면책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Barr판결을 계기로 재량을 행사

하는 공무원 일반에게 절대면책이 인정되었다. 이 시기 재량면책의 법리는 곧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절대면책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절대면책의 확대화 경향은 Bivens판결 및 Economou판결에 의하여 제

한되게 된다. 즉, 연방대법원은 Bivens판결을 통해 연방공무원이 헌법상 불법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후 Economou판

결을 통해 재량을 행사하는 연방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면

책이 아니라 한정면책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Economou판결이후 헌법상 불법행

위에서의 재량면책은 한정면책이라는 법리가 성립되게 되었다.

제3절  재량면책의 유형 및 면책

연방대법원은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커먼로상 불법행위와 헌법상 불법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절대면책을, 후자의 경우에는 한정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대표적인 연방대법원 판례인 Barr판결과  

Economou판결을 살펴본 다음,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최

120) Kendall v. Stokes, 44 U.S. 87 (1845)

121) 서원우, 전게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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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개정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절대면책

연방대법원은 Kendall v. Stokes 판결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절

대면책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Spalding v. Vilas 판결에서 의회의 법률에 따라 자기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

하여 부서의 장이 행한 공적 통지는, 법관의 사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과 편의에 대한 고려에 기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122) 이러한 Spalding판결은 위 Kendall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Kendall판결 및 Spalding판결에서 연방대법원 입장은 각료급(Cabinet

level)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만 절대면책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은 Barr v. Mateo 판결을 통하여 연방공무원 일반에 절

대면책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123)

1. 사실관계

Barr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임대안정국(Office of Rent Stabilization)의 

퇴직자용 예산이 일부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문제되자,

임대안정국 감독관 Barr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인 Matteo 외 1인이 

위 예산의 부당지출을 입안·추진하였고, 이에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발

표하였다. Matteo는 Barr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Barr를 상대로 커먼로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예훼손은 FTCA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Matteo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Bar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었다.

122) Spalding v. Vilas, 161 U.S. 483 (1896)

123) Barr v. Mateo, 360 U.S. 56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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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Barr는 각료급 고위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

량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판

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수의견은 재량을 행사하

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각료급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면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직의 직함이 아니라 손해배

상청구의 상대방인 그 공무원에게 어떠한 직무가 맡겨져 있는지 여부라고 하

였다.124) 나아가, 각료보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절대면책을 인정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은 민사소송 이외의 제재수단을 통해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일반에게 절대면책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고 하였다.125)

3. 평가

Barr판결은 각료보다 하위의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절대면책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면책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개개의 직

무의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에 대해 절대면책을 확립한 판결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26) 위 판

결이후 연방대법원은 Westfall v. Erwin 판결에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nondiscretionary, or ministerial task)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한정면책만이 인

정된다고 판시하여, 재량행위에 인정되는 절대면책과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인정되는 한정면책을 명확히 구별하였다.127)

Ⅱ.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한정면책

124) Id at 572-573

125) Id at 576

126) 서원우, 전게논문, 33면
127) Westfall v. Erwin, 484 U.S. 292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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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ou판결 이전까지는 Barr판결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는 연방공무원에게 

절대면책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재량면책은 곧 절대면책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Economou판결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연방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한정면책만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헌법상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한정면책과 비헌법상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절대면책을 구별하였

다.128)

1. 사실관계

선물거래업자인 Economou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연방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자신의 재정상태과 악화되었다는 허위의 보도자료

가 연방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업부의 

장·차관, 상임청문심사관, 행정법무관 등 여러 연방공무원들을 상대로 Bivens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에서는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재량

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재량을 행사하는 연방공무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절대면책을 

인정할 경우 Bivens 소송을 인정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재량을 행사하

는 연방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한정면책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129) 즉, 연방공무원이 연방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명백히 확립된 헌

법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공무원을 

법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아 절대면책까지 인정할 수 없고 한정면책이 적절

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주(州) 공무원에 대하여 한정면책을 인정

한 Scheuer판결을 제시하면서 연방공무원과 주(州)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방공무원도 한정면책이 인정

128) Butz v. Economou, 438 U.S. 478 (1978)

129) Id at 478,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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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30)

다만, 법관이나 검사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서 절대면책이 인정되며, 행정공무원이지만 사법절차와 유사한 개별결정절차

에 참여하는 연방청문심리관 또는 연방행정법판사는 법관의 역할과 기능적으

로 유사하므로 이들에게도 절대면책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결정절차

를 진행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행정법무관은 검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절대면책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3. 평가

Economou판결을 계기로 각료급 연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한정면책밖에 주장할 수 없음이 확립되었는바, 이것은 이제까지

의 면책법리에 비하여 크게 다른 점이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131) 또한, 헌법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절대면책이 주어지는 연방공무

원과 한정면책 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연방공무원을 구별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32)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의 많은 영역들이 불확

실하고 역동적인 점, 그래서 헌법상 불법행위와 비헌법상 불법행위를 구별하

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점, 헌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

무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절대면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33)

Ⅲ. 1988년 FTCA 개정

연방의회는 1988년 『연방공무원 책임 개혁과 불법행위 배상법(the Federal

130) Id at 501

131) 서원우, 전게논문, 53면
132) 서원우, 전게논문, 53면
133)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790면-17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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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Liability Reform & Tort Compensation Act)』을 통과시켜 FTCA

의 중요한 내용들을 변경하였다. 위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한 연방공무원이 커먼로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공무원에게 

절대면책이 인정되고, 단지 연방정부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만일, FTCA 제2680조에 의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까지도 배제된다면,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134)

개정된 28 U.S.C. 제2679조 제(b)항 제(1)목은 “연방공무원이 직무 범위내에

서 행한 과실 또는 부당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의 손실, 신체

의 상실 또는 사망에 관하여 sections 제1346조 제(b)항 및 제2672조가 규정하

고 있는 연방정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연방공무원 또

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든 민

사소송 또는 절차에 갈음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개정취

지에 관하여 연방의회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

무원의 사기와 복지를 심각히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약하고, 연방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으로 기능하는 

FTCA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고 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부

과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밝

히고 있다.135)

다만, 개정법은 같은 항 제(2)목에서, ① 공무원이 연방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② 연방제정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1)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연방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공무원은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직무범위 내에

서 이루어진 것이기만 하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면책이 인정 

되지만, 헌법상 불법행위와 연방제정법이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불법행위와 커먼로상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헌법상 불법행위를 예견하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 개인에게는 절대면책이 인정되어야하

134) United States v. Smith, 499 U.S. 160 (1991)

135)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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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방정부만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36)

제4절  한정면책에 대한 정의

한정면책이라는 관념 자체는 주(州)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묻은 제1983조 소

송 등과 관련하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Economou판결에 의하

여 Bivens 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한정면책이라는 관념을 사용하는 것이 승

인되게 되었다.137) 이러한 의미에서 한정면책의 법리는 제1983조 소송과 

Bivens 소송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바, 본 절에서는 Bivens 소

송과 관련된 판례뿐만 아니라 제1983조 소송과 관련된 판례도 함께 검토하면

서 이러한 한정면책의 의미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Ⅰ. 한정면책의 적용요건 

1. Harlow판결이전의 연방대법원 입장

한정면책에 관한 Harlow판결이전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한정

면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인정하여 선의로 행동한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기도 하

고,138) 직무의 재량 및 책임의 범위, 그리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의의 믿음(good faith belief)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

라 한정면책을 판단하기도 하며,139) 기본적이면서 분명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136)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817면
137) 서원우, 전게논문, 55면
138) Pierson v. Ray, 386 U.S. 547, 555 (1967) (경찰관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

로 믿었지만 이후 비헌법적인 것으로 드러난 체포를 한 경우 한정면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임)

139) Scheuer v. Rhodes, 416 U.S. 232 (1974) (주지사, 주 방위군 지휘관, 주립대학교 학장 
등이 주 방위군을 이용하여 대학생 데모를 진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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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인식을 요구하여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면책을 부인하기도 하였다.140)

이러한 연방대법원 입장은 한정면책을 정의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

관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한

정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검토

하여야 한다.141) 즉, 공무원이 문제가 된 행위 당시 ‘명백히 확립된(clearly

established)’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만일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이 그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면 행위 당시 명백히 확

립된 권리를 알 수 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이 그 공무원이 

처한 상황에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의 권

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가? 그 결과, 공무원이 헌법상 권리를 침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또는 공무원이 원고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다른 손해를 가할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면, 한정면

책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2. Harlow판결

위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행위를 한 공무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

을 기준으로 한정면책 여부를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면책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약식판결

(summary judgement)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판

단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

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또는 헌법상 권리를 박탈할 악의적 의도로 행

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공무원의 사고과정의 조사가 요구되므로 심리가 완전

히 끝난 후에야 판단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에 속한다.142) 이는 공무원에게 

과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여 직무수행에 전념케 한다는 재량면책의 취지

자 권한을 남용하여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소된 사안 임)

140) Wood v. Strickland, 420 U.S. 308 (1975) (교칙 위반으로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정학
결정을 한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

141) Richard J. Pierce, Jr., 전게서, 1792면
142) 정재훈, 전게논문,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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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고찰에 입각

하여 한정면책의 요건으로서 순수하게 객관적 요건만을 드는 판례가 나타나게 

되었다.143)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보좌관에게 면책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Harlow

v. Fitzgerald 판결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명백하게 확립된 제정법상 또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판시하였

다.144) Harlow판결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앞선 연방대법원

의 입장과 달리, “악의의 혐의만으로는 공무원에게 재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광범위한 증거개시 부담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145)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

다.

이러한 Harlow판결의 입장은 Davis v. Scherer 판결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주 공무원이 청문절차 없이 플로리다 고속순찰대 소속이던 

원고를 해고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제1983조 소송

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Harlow판결을 언급하면서 Harlow판결은 객관

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신 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한정

면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명백히 확립되어 있는 법에 비추어 평가된 행

위의 객관적 합리성(objective reasonableness of [his] conduct as measured

by reference to clearly established law)’에 따라 결정되며, 그 외의 다른 상황

들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146)

그러나, 이러한 Harlow판결이 확립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피해자의 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7) Harlow판결에 따르면, 원

고가 공무원의 면책항변을 기각시키기 위해 악의를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공무원의 심리상태를 근본요소로 하는 주장도 배척한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만 심사하는 소송은 시민권리구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고의에 의한 불

법행위에 대한 피해자구제를 거부하게 된다. 특히, Bivens 소송의 경우 Bivens

143) 서원우, 전게논문, 55면
144) Harlow v. Fitzgerald, 457 U.S. 800, 818 (1982)

145) Id. at 817-818.

146) Davis v. Scherer, 460 U.S. 183 (1984)

147) 정재훈, 전게논문, 66면-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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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된 1971년 이후 약 1만건의 소송 가운데 청구가 인용된 것은 17건

에 불과한 바, 대부분의 청구가 한 한정면책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사실은 

한정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매우 미흡하다

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148)

Ⅱ. ‘명백하게 확립된 헌법상 권리’의 확정

Harlow판결이 객관적 요건을 강조하였다고 하지만, 제정법상 또는 헌법상 

권리가 얼마나 명백히 확립되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아무리 명

확히 규정된 제정법 규정도 그 일반 추상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할 때에는 불명확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

라서, 한정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명백히 확

립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Lanier 판결149)에서 이에 관한 유용한 기준

을 제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텍스트나 정립된 해석에 의해 특정될 

(‘made specific' by the text or settled interpretations)’을 요구하였다. 그렇다

고 하여, 문제된 사실관계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그 권리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선언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요

구할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정도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권리가 ‘명백히 확립되어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연방항

소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여야 한다.

Ⅲ. 한정면책의 심사방법

연방대법원은 Saucier v. Katz 판결에서 한정면책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하급심 법원이 2단계 심사과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150) 이에 따르면, 법

148) 김민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
구 제7권 제3호(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411면

149) United States v. Lanier, 520 U.S. 25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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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먼저 공무원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침해된 

권리가 공무원의 행위 당시에 ‘명백히 확립된’ 권리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그 결과 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확립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한정면책에 의하여 공무원 개

인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2단계 심사과정은, 불필요하게 사법 자원을 낭비고, 심사과

정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다소 근거가 부족한 헌법적 판결을 내리도록 하며,

판결을 위한 다른 근거가 사용될 수 있다면 헌법적 근거에 따른 판결은 회피

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연방대법원

은 Pearson v. Callahan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위 2단계 심사과정을 무효화시

켰다.151) 이에 따르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더라

도, 명백히 확립되어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한정면책이 적용되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급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위 2단계 심사과정을 사용할 수는 있다.

제5절  한정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제4절에서 한정면책의 적용요건, ‘명백하게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기준, 한정면책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제4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방대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한정면책을 적용, 심사하는 과

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한정면책을 인정한 판례  

피고 경찰관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중범죄자를 추적하던 중 그 범

죄자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경찰관은 그 범죄자가 ‘무모하게

150) Saucier v. Katz, 533 U.S. 194 (2001)

151) Pearson v. Callahan, 129 S. Ct. 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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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klessly)’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3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살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위 경찰관이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침해

한 권리는 행위 당시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 다수의견은, 경찰관의 행위가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행위 당시 구체적인 의미에서 권리의 범위가 명백히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했고, 따라서 경찰관은 한정면책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Brosseau v. Haugen 판결).152)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유사한 연방대법원의 판시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방

대법원은 위 판결이전에 도주하는 중범죄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는 경우와 의도적인 위험을 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중범죄자를 살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나 후자의 경우 중범죄자를 살해하더

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본 판결 사안

과 같이 도주하는 중범죄자가 제3자에게 ‘무모하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recklessly but unintentionally)' 해를 가하는 경우 경찰관이 총격을 가하여 중

범죄자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판시한 바는 없었다. 다음, 연

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를 검토하였

는데, 그 결과 한 사례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되었고, 나머지 두 사례는 허

용된다고 판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수의견은 본 판결 사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연방대법원의 판시가 없는 

점, 연방항소법원이 본 판결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으나 그 입장이 서

로 상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 법률은 모호하고 사실 의존적이므로, 피고

의 행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

다.

Ⅱ. 한정면책을 부정한 판례  

152) Brosseau v. Haugen, 543 U.S. 19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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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간수들이 말뚝에 죄수의 수갑을 채운 사안에서, 연방대법원 다수의

견은 간수들이 그 당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알았을 명확히 확립되어 있는 죄

수의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한정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수

의견은 1974년 연방항소법원 판결, 앨라바마 교도소 규칙, 법무부 규칙을 근거

로 하여 사안의 경우 죄수의 권리가 명백히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았다(Hope

v. Pelzer 판결).153)

경찰관이 체포될 사람이나 압수될 물건이 기재되지 않은 영장에 따라 체포 

및 압수 수색을 감행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합리적 공무원이라

면 체포될 사람이나 압수될 물건이 기재되지 않은 영장이 무효라고 믿었을 것

이므로, 위 경찰관의 행위에는 한정면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Groh

v. Ramirez 판결).154)

Ⅲ. 평 가

위 연방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의 경우 한정면책이 적용되

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연방공무원에게 한정면책이 적용되어 배상책임이 배

제되기 위해서는 연방공무원이 ‘명백히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한다. 명백히 확립된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텍스트나 정립된 해석에 의해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

인 사실관계 속에서 연방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고려한

다. 그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고 연방항소법원 판례도 

일관되지 않는 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명백히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한정면책이 적용되어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명백히 확립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곧 

바로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명백히 확립된 권

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그 

153) Hope v. Pelzer, 536 U.S. 730 (2002)

154) Groh v. Ramirez, 540 U.S. 55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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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한정면책이 적용되어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제6절  소 결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FTCA라는 입법적 결과의 산물이라면, 공무원 개인

의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공무원 개인은 커먼로

에 의하여 사인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

에게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 개인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

무원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면책법리를 전개하여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범위를 점

차 확대하였고, Kendall판결을 계기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절대면책을 인정하였다.

다만, 헌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한정면책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에도 소

송절차에서 공무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

였는지 여부’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명백히 확립된 권리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연방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항소법

원 판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한정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명백히 확립된 권리가 침해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고 연방항소법원 판례도 일관되지 않는 다면, 원

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명백히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정면책이 적

용되어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명백히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그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한정면책이 적용되어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결국, 재량면책의 법리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원칙

적으로 배제되고, 다만 헌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된 경우만 제한적으로 공무원

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Bivens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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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1988년 FTCA 개정으로 연방공무원의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미국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제도는,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 억제라는 행정통제 요청’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전념이라는 행정기관의 자율성 요청’을 조화하되 후자에 보다 강조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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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1절  개 설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배상제도 하에서 재량면책과 연방정부의 배상책임, 그

리고 재량면책과 공무원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행정법에

서도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배상책

임이 문제된다. 학설 및 판례는 공무원의 재량 행사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칠 

경우에는 국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재량권의 남

용·일탈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한편, 우리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위법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

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

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어떠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

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

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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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이러한 대법원판례 입장을 살펴보고,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이 

우리 대법원판례의 입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2절  재량일탈·남용과 국가의 배상책임

Ⅰ. 대법원판례의 경향 및 분석

1. 대법원판례의 경향

대법원은 일관되게 어떠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

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경향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다.

대법원은, ① 개간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

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였고,155) ②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을 가지게 된 교육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

체장이 임용제청한 기존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를 모두 공립대학의 교수·부

교수로 임용하였으나, 임용제청에 앞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심사

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기존 사립대학의 일부 교수·부교수들이 부

당하게 임용제청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국 임용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 임

용대상에서 제외된 원고들이 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위

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 등의 임용제외처분이 국

가배상법 제2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으며,156) ③ 법령에 의한 국가시험에 있어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15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56)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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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

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157)

또한, ④ 최근에는 2002. 3. 25.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변리

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2002. 5. 26.

실시된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위 조항을 즉시 시행한 부분

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추가합격처분을 받은 甲등

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158)

2. ① 내지 ③ 대법원판례에 대한 분석

(1) 원심판결

위 ① 내지 ③ 대법원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원심이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는 점

이다. 원심판결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판결의 원심은 담당공무원들로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개간허가 취소처분

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당해 처분은 고의 또는 적어

도 과실 있는 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

다.159) ② 판결의 원심은, 인천광역시장은 원고들을 인천대학교에서 퇴직시키

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임용제청거부 또는 임용거부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원고

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을 거

부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들

에 대한 임용거부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

히 하여 임용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160) ③ 대법원 2001다33789 등 판결

157)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15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159) 전주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나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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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심은 시험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사법시험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는 출

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출제 및 

채점을 부적절하게 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대

한민국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

다.161) 또한, 대법원 2001다65236 판결의 원심은 시험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인회계사시험의 실

시기관인 피고 산하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

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증권감독원장, 시험위원회 소속 위원 및 시험출제위원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등에 대하여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지급을 인정하였다.162)

위 ① 판결의 원심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후 바로 공무원의 과실

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②, ③ 판결의 원심은 공무원의 과실의 근거가 되는 객

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판결

그런데, 위 ① 내지 ③ 판례들은 이러한 원심과 달리 다음과 같은 동일한 

법리, 즉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

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160) 서울고등법원 2000. 1. 13. 선고 98나10474 판결
161) 서울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2000나54613 판결
162) 서울고등법원 2001. 9. 12. 선고 2001나16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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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

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ㆍ취소되었더라도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과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정리해보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

인 이유｣ ⇒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 ｢공무원의 과실｣이라는 3단계

의 등식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3)

3. ④ 대법원판례에 대한 분석

(1) 원심판결

④ 판례의 원심은 “원고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가 극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시행령 및 이 사건 부칙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

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

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기존의 대법원과 같이 3단계의 등식에 따

르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164)

163) 박정훈, “국가배상법의 개혁 - 위법한 처분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2010. 6. 25.)』, 13면

1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이에 원고들과 피고 쌍방은 
불복항소하였으나, 제2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
용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

나615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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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판결

대법원은 “입법자가 이러한 신뢰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의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

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교·

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

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

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

린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라고 판시하여, 담당공무원이 대립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한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관련 당사

자의 신뢰의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 대립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

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는 논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

질적인 이유｣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표현 및 논리과

정의 차이는 있지만 ④ 판결도 결국은 3단계의 등식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 여

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재량면책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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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재량의 행사가 공공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선택 또

는 정책판단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공공정책의 고려란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판단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과 

이로 인하여 잃게 될 손실을 비교·형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정책

의 고려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를 부담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조세징수권이

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민전체에게 분산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16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단계 등식 중 첫 번째 단계로,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

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재량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

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은 이러한 점을 보다 직접

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따

라 원고들의 신뢰이익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당해 재량처분이 대립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것이라면 -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해 재

량처분이 공공정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판단 또는 정책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 행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

을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재량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취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위 3단계의 등식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원의 과실

165) 유태현, 전게논문, 3면



- 71 -

을 부인하고 있는 바, 미국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재량면책에 관한 2단

계 적용기준이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우리 대법원 입장에 대한 평가

우리 판례와 학설은 재량처분이 부당함에 그친 경우에는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되나, 재량권의 남

용·일탈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반

면, FTCA는 제2680조 제(a)항에서 ‘재량이 남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연방정부

의 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도 연방정부

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일응 우리가 미국보

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Gaubert판결에서 확립

한 재량면책에 관한 2단계 심사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

고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를 검토하여 공무

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2단계 심사기준이 내포하

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 대법원은 ‘국가 책임부담의 실질적 이유’라는 극단적인 불확정개

념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과실여부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자의

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16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량면책에 관한 2단계 적용기준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재량면책에 관한 2단계 적용기준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요인을 통합판단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

이 그 사회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것인가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특성이 반영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륙법계통의 국가로서 모든 이론

의 출발점은 법조문을 근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바,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판

166) 박정훈, 전게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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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함에 있어 명문에 근거도 없는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 또는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요구하여 자의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배제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째, 대법원이 위 3단계 등식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을 분석하여 보면, 교육부장관등의 임용권자 결정영역, 국가시험출제 및 

합격자결정영역, 시행령의 경과규정 제정 영역 등으로,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위법성이 

인정된 이상 행정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 경우에

는 다른 가치인 행정통제의 관점, 즉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확

보라는 관점이 전면에 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3단계 등식을 사용하여 위법한 재량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과실을 엄격하게 판

단하고,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배상제도의 근

본 목적을 도외시 한 것이다.

셋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우리 대법원은 ‘객관적 정당성’ 여부를 

통해 실제로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에 비하여 더 엄격

하게 판단하고 있다.167)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당해 처분

의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사인 

당사자간 제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비교하더라도, 가해자가 공무원이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매우 불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재량일탈·남용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167) 박정훈, 전게논문, 9면-10면



- 73 -

Ⅰ. 대법원판례의 경향 및 분석

1. 대법원판례의 경향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이후,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 있

다. 먼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유치

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을 인정하면서도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인하였고,168) 부동산 경

매에서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

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조사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집행관 개인의 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169)

한편,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을 살펴보면, 군 운전병이 철길

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군용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지프차에 탑승하고 있던 대대장을 사망케한 사안에서, 운전자로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고를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운전업무 수행

상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운전병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170) 검찰수사

관의 영장 없는 체포, 수색, 감금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

행위책임을 추궁한 사안에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

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하였다.171)

16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169)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70) 서울고등법원 1997. 10. 30. 선고 96나15345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의 파기환송심 판결 임)

17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9738 판결 



- 74 -

2. 대법원판례에 대한 분석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학설상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대

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

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

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172)

이러한 대법원 입장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조화시

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을 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량 일탈·남용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

을 부담하나, 단순한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Ⅱ.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미국의 경우 재량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방정

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절대면책이 인정되어 공

무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

원이 헌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명백하게 확립된 제정법상 또는 헌법

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면책이 인정되어 공무원 개인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

17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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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1) 커먼로상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불법행위인지,

(2) 헌법상 불법행위라면 명백하게 확립된 제정법상 또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 대법원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라는 주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공

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한다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이 ‘명백

하게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

의 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겠다.173)

한편, 우리 대법원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공무원의 헌법상 불법행위의 

경우 선택적으로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Ⅲ. 우리 대법원 입장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디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

는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연

방대법원도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확히 확립된 제정법상 또는 헌법상 권리

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의 커먼로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절대면책을 인정하고 있고 헌

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정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미국보다 

공무원 배상책임의 인정범위가 더 넓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

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

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

기는 매우 어려우며, 우리 대법원도 문제된 사안에서 공무원 개인의 중과실이 

173)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에 대해 과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도 있다(정상기, 전게논문, 87면 참조).



- 76 -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배상책임 인정범위가 넓다고 단언

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재량면책의 법리를 전개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 

모두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 억제라는 행정통제 요청’과 ‘공무원의 직무수

행 전념이라는 행정기관의 자율성 요청’을 조화하기 위한 이론구성을 하고 있

으나, 후자를 보다 강조하여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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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 약

미국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반

적으로 커먼로에 의거하여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그 밖에, 연방의회 및 연방대법원은 FTC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권리, 헌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연방공무원들을 상대

로 Bivens 소송을 제기할 권리,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주

(州)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피해자구제라는 국민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FTCA를 제정하면서

도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예외규정으로 재량면책을 규정하였다. 연

방대법원은 재량면책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째 공무원이 소송이 제

기된 행위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그러한 재량의 행사가 공공정

책의 고려에 근거한 정책선택 또는 정책판단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 입장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넓어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개인은 커먼로에 의하여 사인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이 경우 공무수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Kendall판결을 계

기로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절대면책을 인정하였다.

다만, 헌법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한정면책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에도 소송

절차에서 공무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명확히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는

지 여부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한정면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

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만 헌법상 불법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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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통제 

요청’과 ‘행정의 전문성·자율성’ 사이에서 후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기관의 자율성·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커먼로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판례와 학설은 재량처분이 부당함에 그친 경우에는 당해 재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되나, 재량권의 남

용·일탈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런데, 대법원은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

적인 이유｣ ⇒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 ｢공무원의 과실｣이라는 3단

계의 등식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Gaubert판결에서 확립한 재량면책에 관한 2단계 적용기

준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법원은 위 적용기준을 공무원의 

과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

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 경우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이 재량면책의 법리를 전개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

고 있다면,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공무

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우리도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 억제라는 행정통제 요청’과 ‘공무원

의 직무수행 전념이라는 행정기관의 자율성 요청’을 조화하기 위한 이론구성

을 하고 있으나, 후자를 보다 강조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범

위를 좁히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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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 어

행정법의 목표점은 행정에 대한 수권과 제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모순을 

조화함으로써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는데 있다.174) 국가배상제도 또한 공법

상 제도의 하나로서 행정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모순을 조화하는 수단,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배상제

도를 지지하고 있는 세 개의 가치, 즉 ‘피해자의 구제’, ‘위법행위의 억제’, ‘행

정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배열하여 국가배상제도를 입법화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한정면책에 관한 법

리를 전개함으로써, 연방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특히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 3

단계의 등식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배

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함으로써, 국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도, 국가배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통제 요청’과 ‘행정의 전

문성·자율성’이라는 모순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후자를 강조

한 나머지 ‘피해자의 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라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

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

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완화함으로

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량 일탈·남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 개인

의 배상책임인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을 완화함으로써, 점진적으

174) 박정훈,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 多元的 法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行政訴訟의 現狀과 發展方向, 裁判管轄과 訴訟類型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제42

권 제4호)』, 2001, 68면



- 80 -

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수단으로 국가배상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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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ort Liability of Federal 
Government and Public Officers in 

the U.S.  

-Focused on discretionary immunity -

Park, Sung-June

1. In this article, rules on discretionary immunity that applies to tort 

liability of U.S. federal government and legal principles of discretionary 

immunity that applies to tort li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s who 

perform discretionary function shall be examined through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and criticism on them.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will research and analyze our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 the 

state compensation and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of 

compensation when administrative actions have been rendered illegal due 

to abuse and deviation of discretionary power. 

2.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in principle is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Federal Tort Claims Act, however, the Act provides 

exceptions for liabilities in cases where discretionary functions were 

performed by federal agency or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The U.S. 

Supreme Court has also recognized absolute immunity for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and has only limited the scope of liability in 

case it involves constitutional tort. In other wo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is immune from liability by discretionary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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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s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themselves are immune from 

liability by principles of discretionary immunity. 

3. On the other hand, our Supreme Court deni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due to lack of negligence of government employee even in case where 

administrative actions were found illegal for passing the discretionary limit 

and became revoked in appeal. Also as to the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of compensation, the government employee is liable for 

compensation caus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but not liable in 

case of mere negligence. 

4. The United States broadly interpre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cretionary immunity exception in the matter of federal government’s tort 

liability and develops the principle on qualified immunity in the matter of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thus significantly limiting the 

scope of liability of federal government and its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On the other hand, our Supreme Court strictly judges the 

negligence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matter of state compensation 

where administrative measure has been revoked due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and requires government employee’s intentional act or 

gross negligence in the matter of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thus significantly limiting the states’s liability and the government 

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Eventually, it can be said that our  Supreme 

Court puts more emphasis on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demand for control of administration for 

securing administrative legitimacy.’ Also the policy for state compensation 

has to be gradually established as a way to harmoniz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by mitigating the negligence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matter of government’s liability issues, and mitigating the gross 

negligence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matter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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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s individual liability issues. 

Key word : the National Indemnity in U.S., Government liability, tort 

liability of public officers, discretionary immunity exception, Federal Tort 

Clai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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