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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국에서는 미국법 성립 초기 이후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개념에 근거한 

법원의 권한과 기능에 기초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당연하게 인정하였으나, 1932년 

미연방대법원의 Sunburst판결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미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1980년대까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별로 법원이 판단

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위 ‘Linkletter-Stovall Doctrine’ 법리가 정립되었고, 장래

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의 법리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별

사안별 접근 내지 결정의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일반적 원리 

내지 법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미연방대법원의 1987년의 Griffith

판결과 1989년의 Teague판결 그리고 2007년의 Danforth판결을 거치면서 인신보호

(habeas corpus)사건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에는 다

시 소급적 판례변경의 법리로 회귀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면서도 확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한다.

  우리나라와는 법체계 및 법리 정립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상황이 상이한 미국에서

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 관련 법리의 변천 과정에서 전개되어 온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논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경우 그 소급적 적용 내지 소급효의 제한 

및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인정 여부와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법리가 변화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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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일반적 법적 논의 그리고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그 하나의 예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법선택 내지 법의 변화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

에서 인정할지에 관한 법적 구제의 원칙상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의 점에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판례변경 내지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

된다는 전제하에서 소급효가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관점에서 각 법체계 고유의 역사적 및 

사회적 경험과 상황에 따라 법의 지배 및 정의 관념과 권력분립구도에 전체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소급효 제한의 법리를 개발하고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적 안정성 및 판례변경 이전의 법과 법적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의 보호 등 여러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판례변경의 소급효,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판례변경의 장래효,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 법적 안정성 및 정당한 신뢰의 보호

Ⅰ. 서    론

1. 연구의 계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급효와 장래효 문제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본문(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이 정한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

하고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및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구

체적 사안이 병행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

어야 하므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헌재의 특정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1)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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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

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에 관하여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되었거나 당사자에 의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이 된 경우인 

‘동종사건’, 그리고 위헌제청신청은 없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3. 5. 13. 선고 92헌가10 결정 등3)).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일반

2) 헌재 2013. 6. 27. 선고 2010헌마535 결정. 이 사건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특정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부정한 재판은 위헌이라며 퇴직공무원 993명이 신청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지급정지 요건을 대통령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번 헌법

소원심판을 신청한 퇴직공무원들은 2003년의 헌재 결정 이전인 2002년 공무원연금법

상의 다른 규정을 근거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헌재의 2003년 및 2005년 결정 

이후 “그동안 이 조항에 의해 지급이 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1심,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는 근거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이들은 “이 사건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이라도 헌재 결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헌재 1993. 5. 13. 선고 92헌가10등 결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헌법

재판소판례집 5-1, 226면 이하의 이른바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즉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아니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한 사건이다. 헌법재판

소의 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해 헌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법제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성낙인, 헌법학, 제13판(법문사, 2013), 1318-1322면 참조). 

즉, 이 점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법자가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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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재

판소가 미리 밝힌 바가 없는 한 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이 ‘병행사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

장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6. 27. 선고 2010헌마535 결정에서, 이 사건 

청구 부분이 병행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사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서의 판단

이 최대한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

권을 침해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해서는 근래 우리나라의 학계와 실무에서 

공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탁월한 연구성과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세밀한 법리가 정립된 것은 아니다. 국내

의해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이러한 입법적 선택은 정당화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주요 내용이다(동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으로 헌재 2008. 9. 25. 선고 2006헌바108 결정; 헌재 2001. 12. 20. 선고 2001헌바7 결정; 

헌재 2000. 8. 31. 선고 2000헌바6 결정 참조).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결정에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분적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식의 입법례에 속하며, 효력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그 예외적인 예를 열거하였다. 이러한 예외로서,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이나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안이 이와 같은 특히 예외 중 둘째의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본래

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직접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여부를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과 성질 및 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

이익을 형량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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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술적 논의와 관련 판례가 점차 누적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해온 미국법상의 판례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취지의 연구인 만큼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내용의 압축을 통해 분량을 줄이지 않고 처음부터 

두 편의 논문을 기획하였다. 이 글은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및 그 제한 법리의 

정립 및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특히 관련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는 노력을 담은 두 편의 연구논문의 첫 번째로서, 이 글

에서는 판례의 소급효를 당연하게 인정했던 미국법 성립 초기에서부터 판례의 

소급효 제한 법리의 초석을 제공한 미연방대법원의 1932년의 Sunburst판결4)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법리와 헌법적 논점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글에서는 근래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및 그 제한 법리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이를 특히 관련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취지상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내용의 압축을 통해 분량을 줄이기보다 전체를 

처음부터 두 편의 연구논문으로서 기획하였고, 이 글은 이와 같은 두 편의 논문 중 

첫 번째이다.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관련 법리의 핵심적 변화 과정을 보면, 

미연방성립기에서 대략 20세기 초반까지는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되었고, 이후 

20세기 중반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및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이 법리로서 받아

들여지며 개별사안별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였으며, 20세기 후반 이후 오

늘날에는 다시 원칙적으로 소급적 판례변경 법리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체 과정 

및 관련 법리를 분석한 두 편의 논문 중 첫 번째인 이 글에서는 판례변경의 소급

효를 당연하게 인정했던 18세기 후반 미국법 초기에서부터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법리의 초석을 제공한 미연방대법원의 1932년의 Sunburst판결5)에 이르기

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 관련 헌법적 논점을 분석한다.

4)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5)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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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논문에서는 Sunburst판결(1932) 이후의 미국법상의 판례

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를 역시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선 1965년의 

Linkletter v. Walker판결6)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바의 소급효 제한의 법리를 

소개한 후,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문제를 개별사안별로 형량을 통해 판단하는 

이른바 ‘Linkletter-Stovall 법리’를 이에 대한 미국의 학계와 실무에서의 비판을 포함

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 판례변경

의 소급효 제한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회귀(이른바 ‘Teague 

Retroactivity’)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Griffith v. Kentucky판결7)과 Teague v. Lane

판결8)을 살펴본 후 ‘Teague 소급효 법리’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하

고 선택적 장래효를 허용하지 않되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미국법상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미연방대법원의 2007년 Danforth판결9)을 소개하

고 이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률은 

원칙적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법률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해온 우리나라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정교한 

법리는 궁극적으로 헌법개정 내지 법률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하고 정교한 법리를 위한 바탕으로서의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학계 전반에서 그리고 헌법학계에서도 다양한 관련 

문제 및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0)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 미국법의 관련 법리로부터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더하고자 하는 노력

 6)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7) Griffith v. Kentucky, 479 U.S. 314 (1987).

 8) Teague v. Lane, 489 U.S. 288 (1989).

 9) Danforth v. Minnesota, 127 S.Ct. 2427 (2007).
10)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풍부

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는 장래효를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필요한가의 문제로 비교적 근래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낙인, 헌법학, 제13판(법문사, 2013), 1318-1322면; 

이동진,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36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판례의 변경 –) 

발표문(저자의 동의를 구하여 인용함), 발표집 115-167면(2013. 8.), 115면,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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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관련 헌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며, 미국의 법과 대의제적 

정치과정에서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원칙간의 개념적 상관관계, 선례구속원칙과 

판례변경 간의 전체로서의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의 조화 필요성 및 구현 방식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관련 법리를 조망하여 분석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는 판례

변경과 법의 지배, 사법부 내지 법원의 권한과 기능, 판례변경의 소급효와 공정성 

문제, 판례변경의 소급효와 법적 안정성과 확정성 및 당사자의 신뢰 보호의 문제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특히 위헌결정의 소급효 법리에의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에 관한 법리의 변천 과정

1.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관한 미연방성립기에서 20세기초까지의 법리: 

블랙스톤(Blackstone)의 이해에 충실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

(1)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retroactivity) 법리의 개념적 출발점과 그 연원

영미법(Anglo-American law) 내지 보통법(common law)으로 분류되는 법체계에서 

종래의 사법(司法)적 판단 내지 사법판결을 의미하는 선(先)판례 내지 선례(precedent)

는 그 자체로서 법원(法院)이 재판을 함에 있어 의거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원(法源)의 

하나이다. 미국법에서도 이와 같다. 영미법에서 판례가 법원(法源)의 하나인 근거는 

종래의 판례들 내지 선례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하급심법원은 

상급심법원의 선례에 구속되며, 이 때 하급심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급심법원의 

선례에 구속되고, 동급의 법원의 선례에도 구속되며, 다만 상급심법원은 하급심법원 

및 스스로의 판례를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영미법의 핵심적 사법(司法)의 

원칙이 이른바 선판례구속원칙 내지 선례구속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 doctrine 

of precedent)이다.11) 영미법의 선례구속원칙의 원론적 근거는 ‘같은 것을 같게’ 내지 

‘유사한 사안을 유사하게’ 다룬다는 영미법의 정의(正義)관념 자체이다. 주지하듯, 

이와 같은 선례구속원칙에 따라 영미의 법원(法院)은 선판례 내지 선례에 구속된다. 

11) 미국법상 선판례구속원칙의 법리와 역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로렌스 M. 프리드만 저/ 

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청림출판, 2006), 특히 142-146면 참조.



25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그러나 역시 주지하듯이 후속 법원(法院)이 선판례에 언제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두되는 개념이 선례변경 내지 판례변경(overruling)이다.

판례변경은 선례구속원칙상의 의미에서의 유사한 사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 내지 선판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의관념 자체 및 공정성과 효율성에 의해 설명되어 온 선례구속원칙에서 벗어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의한 별도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즉, 판례변경을 

필요로 하는 실체적 정의 등의 다른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선례구속원칙의 

근거이자 선례구속원칙이 유지 내지 증진시키는 가치들을 능가함을 논증해야 판례

변경이 법리상 정당화된다. 따라서 판례변경의 정당화 논증은 비교형량(balancing)의 

형식과 과정을 따르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전체로서 법의 지배의 개념에 

조화롭게 포섭되어야 한다. 이 글의 구체적 주된 연구 대상인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법상의 판례변경에서의 비교형량의 설득력 확보 및 

판례변경의 정당화 논증과 직결되어 그 법리의 정립 내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하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바탕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의 변화 과정을 주요 판례를 통해 소개하고 나아가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법리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다. 이 시점에서 연구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할 점은 미국의 법이론 및 법실무에서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하는 판결의 소급효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논의의 일부라는 점이다. 사법작용의 

기능 내지 역할과 한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법변경의 소급효는 헌법개정에 의한 

관련 법률의 변경,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 국내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의 

변경 등의 각 경우 그 소급효의 문제로 논의되며,12)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하는 판결의 

소급효도 판례의 소급효의 일부로 논의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의 이하 부분

에서는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를 분석한다.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의 연원은 영국의 관련 법리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전통적 보통법(common law)에서의 판례의 소급효 관련 법리에서는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이전에도 법원의 판결의 본질에 대한 고유의 전통적 

이해에 기초하여 법원의 판결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13) 

12)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 912면-915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

학원, 1995), 92면.  
13) Matthew Hale, HISTORY OF THE COMMON LAW (5th edition, 1794), 141면(“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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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하여, 법원의 판단은 법의 창조가 아닌 법의 발견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의 

임무는 새로운 법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정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제정하여 

이미 존재하는 법을 유지하고 설명하며 선언하는 것이라는 블랙스톤의 이해 내지 

입장이14)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유지되었다.15) 나아가 블랙스톤은 법원의 

판단은 이와 같이 선언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법원의 판례가 당연히 소급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도 미연방성립 초기 이후 대략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학계 및 실무에서 

블랙스톤적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16) 보통법에서의 법의 정립 및 판결

에서의 구현을 논의한 �The Common Law�의 저자이기도 한 미연방대법원의 홈즈

(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1910년 미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근 천 년간 소급적으로 작용하여왔다”고 서술한 바 있다.17) 

즉, 영국의 전통적 보통법 법리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도 구체적 사안에서 심리 및 

판결을 함에 있어 법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한 바의 법을 

찾아내어 이를 당해 사안의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며18) 판례는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법원의 판결에서의 법해석은 법이 그 성립의 

시점부터 원래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법

decisions of courts of justice … do not make a law properly so called for that only the 

king and parliament can do; yet they have a great weight and authority in expounding, 

declaring, and publishing what the law of this kingdom is.”).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의 각주 2에서 재인용. 
14) 1 Blackstone, COMMENTARIES 69 (1769) (“The duty of the court is not to pronounce 

a new law, but to maintain and expound the old one.”).
15) Steven W. Allen, “Toward A Unified Theory Of Retroactivity”, 54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105 (2009), 106면;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 907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

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92면.  
16) Steven W. Allen, “Toward A Unified Theory Of Retroactivity”, 54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105 (2009) 참조.
17) Kuhn v. Fairmont Coal Co., 215 U.S. 349, 372 (1910) (Oliver Wendell Holmes, dissenting 

opinion) (“Judicial decisions have had retroactive operation for near a thousand years.”).
18) John Chipman Gray, THE NATURE AND SOURCES OF THE LAW (Adamant Media 

Corporation, 2001), 93면. 이는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의 각주 5에도 (1921년의 

제2판으로)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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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해석이 이후의 판결에 의해 번복되는 경우 이전의 판결이 선언하였던 것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법으로서 잘못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여19) 판례변

경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며, 이 시기 미연방대법원은 위헌인 행위는 권리를 부

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므로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2) 블랙스톤의 관점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한 시기(미연방

성립기∼20세기 초)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 및 관련 헌법적 쟁점

위와 같이, 미연방성립 초기에서부터 대략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초반에 이

르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대체로 블랙스톤의 이해에 충실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관련 주요 법적 논점 내지 쟁점 중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제시된 논점 내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이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법리적 근거로서의 법원의 ‘법 

선언’ 기능 내지 권한에 관하여, 미연방헌법의 연방제도 및 권력분립구도하에서의 

입법부의 법률제정권한과도 관련하여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미연방헌법규정과의 

상관성의 문제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제기되었다. 판례에 의해 구현되는 법이 가장 

근래의 법원의 판결에서 법으로 선언된 것이라면, 당사자의 행위가 있었을 시점

까지는 아직 법원이 판례를 통해 법으로서 발견 및 선언하지 않았던 기준에 의해 

당사자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주(州)법에 대한 

연방법원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대해 연방헌법 제1조 제10항의 소급입법금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21) 18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초까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제기되었으며,22) 미연방대법원의 1913년 Ross v. Oregon판결23)이 그 대표적인 

19) 1 Blackstone, COMMENTARIES 68-71 (1769). 
20) Norton v. Shelby County, 118 U.S. 425 (1886). 
21) 미연방헌법의 규정 중 연방입법부(연방의회)의 소급입법금지는 미연방헌법 제1조 제9항

(Article I, Section 9)에 규정되어 있으며(“No …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주(州)의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은 미연방헌법 제1조 제10항(Article I, Section 10)

에 규정되어 있다(“No State shall … pass any … ex post facto law …”).
22) Calder v. Bull, 3 U.S. (3 Dall.) 385 (1798); Fletcher v. Peck, 10 U.S. (6 Cranch) 87 

(1810); Ross v. Oregon, 227 U.S. 150 (1913); Frank v. Mangum, 237 U.S. 309 (1915); 

Tidal Oil Co. v. Flanagan, 263 U.S. 444 (1924) 등 참조.
23) 227 U.S. 15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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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이러한 주장은 미연방헌법 제1조 제10항은 입법부의 입법권한 내지 입법부의 

법의 제정에 대한 제한이지 사법부의 법의 해석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척되었다.24)   

둘째, 미국법 초기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 그리고 미연방헌법 제1조의 소급

입법금지규정이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위 법리

들과는 별도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헌법적으로 언제나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는 미국법 초기부터 정립되어 있었다.25) 이 점은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의 입장에 대해 헌법은 판례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미국법상의 법리26)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러한 법리는 20세기 중반 이후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

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법리를 정립해 간 계기가 된 Sunburst판결(1932)27)과 

Linkletter판결(1965)28) 및 Stovall판결(1967)29) 등의 논리적 출발점이 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1930년의 Brinkerhoff-Faris Trust & Savings Co. v. Hill판결30)

에서, 주(州)법상의 납세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심으로서의 주(州) 세무청(State 

Tax Commission)에의 심판청구 및 이에 의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허용하며 이와 

같은 형평법상의 구제가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판시해 온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여 

이와 같은 형평법상의 구제를 금지한 주(州)대법원의 판례변경의 맥락에서, 이 사안

에서는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는 법원의 판결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면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s)과 함께 작용하여 납세의무자인 당사자가 평등하게 

24) Ross v. Oregon, 227 U.S. 150, 161 (1913); Tidal Oil Co. v. Flanagan, 263 U.S. 444, 

450 (1924).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로서 Elmer E. Smead, “The Rule Against 

Retroactive Legislation: A Basic Principle of Jurisprudence”, 20 Minnesota Law Review 

775 (1936) 참조. 
25) 이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Brinkerhoff-Faris 

Trust & Savings Co. v. Hill, 281 U.S. 673, 678 (1930) 참조.
26)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이를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의 역사적 변천 내지 정립 과정에서 설명한 국내문헌으로서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0-22면

(특히 21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

하여 –”,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93-94면(특히 93면) 참조. 
27) Great Northern Railway Co. v. Sunburst Oil & Refining Co., 287 U.S. 358 (1932).
28)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29) Stovall v. Denno, 388 U.S. 293 (1967).
30) Brinkerhoff-Faris Trust & Savings Co. v. Hill, 281 U.S. 67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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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될 실체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행사할 수 있어야 할 소명기회 등을 포함한 

적법절차가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였다.31) 미연방대법원은 동(同) 판결

에서, 주(州)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는 판례변경을 하며 이와 같은 판결에 

소급효를 부여함에 있어, 이와 같은 판례변경이 구제수단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주(州)법원의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이 그 자체로서 위헌인 것은 아니나,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제소기간(statute of limitations)법리와 함께 작용하여 당사자

에게 부여되어야 할 미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미연방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32)

셋째, 특히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는 판결이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법률의 해석을 

달리하여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범

죄로 판시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인 고지를 받을 권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에 의해 침해되며, 또한 당해 법률은 종전의 판례와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판례의 중간 기간 동안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다. 미연방대법원은 1961년의 James v. United States판결에서33) 이 

점을 적시하였다.34) 그러나 미국법상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판례변경의 소

급효가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리고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 왔다.35) 

31) Brinkerhoff-Faris Trust & Savings Co. v. Hill, 281 U.S. 673, 678 (1930) (Brandeis 대법

관이 집필한 다수의견).
32) Brinkerhoff-Faris Trust & Savings Co. v. Hill, 281 U.S. 673, 681 (1930) (Brandeis 대법

관이 집필한 다수의견).
33) James v. United States, 366 U.S. 213 (1961).
34) Id., at 222면(Black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
35) Steven W. Allen, “Toward A Unified Theory Of Retroactivity”, 54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105 (2009), 106면;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7면; Ellen E. Boshkoff, 

“Resolving Retroactivity After Teague v. Lane”, 65-3 Indiana Law Journal 651 (1990), 

651면; Case Not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Rules Regarding Criminal 

Procedure: Griffith v. Kentucky”, 56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1097 (1988), 

1099-1107면; Thomas E. Fairchild,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254면;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 910면, 916면; 박찬주, “위

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0-22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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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의 소급효의 제한 내지 부정의 근거를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 문제로 논의

하는 것은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문제가 헌법적 구제의 헌법 문제인지 

법 선택 내지 구제수단에 관한 원칙의 문제로서 입법정책의 문제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며,36) 우리나라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에서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던 시기에 

이에 대해 헌법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대략 20세기 중반까지는 판례변경의 소급

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된 점에서, 헌법적 논의가 정책적 논의로 변질됨으로써 초래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근거의 하나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점도 우리나라의 관련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한편,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적 관점에서만 논의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로서는,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에 

있어 종전의 판례를 정당하게 신뢰한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 및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대한 법원의 인식으로 인한 판례변경 지양의 위축효과 그리고 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법창조에 대비하여 법발견에 국한시킴으로 인한 현실에서의 법원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왜곡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92-95면, 103면, 107면, 118면.
36) 이 점을 주된 논점의 하나로서 상세하게 논의한 국내연구로서 정태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률행정논총, 제19집, 199면 이하(전남

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0), 225-228면 참조.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논의를 법의 선택 문제가 아닌 헌법적 구제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연구로서, Richard H. Fallon, Jr., D. J. Meltzer 공저, “New Law, 

Non-Retroactivity, And Constitutional Remedies”, 104 Harvard Law Review 1733 (1991) 

참조. 국내연구로서 판례의 소급효 내지 제한의 문제 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법의 선택 내지 법의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제의 원칙의 측면에서 분석하여야 적정한 결론을 도

출할 수 있고, 새로운 판례 내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소급효가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소급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

려요소는 법적 안정성 내지 종전의 법률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입장의 것으로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1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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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미국에서 블랙스톤의 논거 이외의 논거에 기초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례들

대략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

되었으며 그 이론적 연원은 블랙스톤의 법원의 ‘법발견적 법선언’ 기능 내지 권한이

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이후 카르도조(Benjamin N. 

Cardozo) 대법관을 필두로 하여 판례변경의 경우 당해사건에서는 판례변경 이전까

지의 법을 적용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판례변경에 장래효(prospective 

overruling)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블랙스톤의 이론적 구성에 따른 판례변경의 소급

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받아들여진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판례변경의 전면적 소급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판례변경이 소급적으로 적용된 이론적 과도기의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블랙스톤의 이론구성과 또 다른 미국법상의 전통적 관점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한 다양한 유형의 판례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어떤 사안이 사실심(trial)을 거쳐 상소심(appeal)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확정판결 이전에 실정법 내지 판례가 변경된 경우 상소심은 

상소의 시점이 아닌 상소심에서의 확정판결시점의 법에 따라 사안을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는 미국법의 전통적 법리로써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설명하고 정당화

하였으며, 이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법부 내지 법원은 비록 사실심 내지 이전의 

상소심 시점에 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의 확정판결시점에는 더 이상 

법이 아닌 이상 효력이 없는 법을 적용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미국법상의 권력

분립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를 당

해사건에서 소급적으로 적용한 판례들은 주로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

였으며, 이를 유형별 내지 맥락별로 보면, 국내법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변경된 경우,37) 연방법률이 개정된 경우,38) 연방헌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이 

37) United States v. Schooner Peggy, 5 U.S. (1 Cranch) 102, 108-110 (1801) (Marshall 대

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 “It is, in the general, true, that the province of an appellate 

court is only to inquire whether a judgment, when rendered, was erroneous or not. But 

if, subsequent to the judgment, and before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a law 

intervenes and positively changes the rule which governs, the law must be obeyed, or 

its obligation denied. If the law be constitutional … I know of no court which can 

contest its obligation … in such a case, the court must decide according to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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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우,39)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는 판례변경의 경우40) 등 다양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논지가 적용되어 당해사건에서(도)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고 인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

(prospective overruling)’ 법리의 등장

(1)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인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의 

미국 판례들

위와 같이 미국에서는 연방성립 이후 미국법으로서의 법리의 정립 초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임무는 새로운 법의 창조가 아닌 이미 존재하는 

법의 발견 및 선언이며 법원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리․판결의 시점에 존재하는 

법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거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일응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고, 판례변경의 경우 당해사건에도 판례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법리를 정립

하고 적용하여 왔다.41)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견지

and if it be necessary to set aside a judgment, rightful when rendered, but which cannot 

be affirmed, but in violation of law, the judgment must be set aside.”) 참조.
38) Carpenter v. Wabash Railway Co., 309 U.S. 23, 26-27, 30 (1940). 위 각주 37의 United 

States v. Schooner Peggy판결(1801)을 인용하여 “[I]t is our duty to consider the amended 

statute and to decide the question in harmony with its provisions.”라고 판시하였다.
39) United States v. Chambers, 291 U.S. 217, 223 (1934) (“[W]hen a statute is repealed or 

rendered inoperative, no further proceedings can be had to enforce it in pending 

prosecutions.”). 미연방헌법 수정18조를 폐지한 수정21조의 발효(1933년)로 인해 음주 

및 주류유통을 제한하는 연방법률(the National Prohibition Act)이 이에 따라 개정된 

경우이며, 행위시의 성문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었던 행위에 대해 사실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확정판결 이전의 시점에 법률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로 규정

되지 않게 된 경우이다. 
40) Vandenbark v. Owens-Illinois Glass Co., 311 U.S. 538, 542, 543 (1941) (“Intervening 

and conflicting decisions will thus cause the reversal of judgments which were correct 

when entered.”). 연방법원의 관할(“diversity jurisdiction”)에 관한 Erie Doctrine에 위 

각주 37의 Schooner Peggy판결(1801)이 포섭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1)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7면; Ellen E. Boshkoff, “Resolving Retroactivity After 

Teague v. Lane”, 65-3 Indiana Law Journal 651 (1990), 651면; Case Note, “Retroactiv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Rules Regarding Criminal Procedure: Griffith v. Kentucky”, 

56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1097 (1988), 1099-1107면; Thomas E. Fair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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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실체적 정의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고, 이에 무엇이 법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

하고 보호하며 실체적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법원이 

판례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를 양산해야 하는 점이 법원과 학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특히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점차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능은 법의 

발견일 뿐 아니라 법의 창조라는 견해가 주장되고 수용되기 시작하였으며,42)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실제 및 잠재적 당사자가 가진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종전의 판례가 새로운 판례에 의해 번복되는 판례

변경의 경우 이와 같은 변경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전의 판례에 의해 선언된 법이 

존재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43)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미연방대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통해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리

로서 정립되게 되었다. 

(2) 미연방대법원의 1932년 Sunburst판결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법리의 등장 

미국법 초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는 

미국법상의 권력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권한 내지 기능 및 법의 제정과 실현의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상 일응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고 하겠으나, 점차 판례변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254

면;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 910면, 916면;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0-22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92-95면, 103면, 107면, 118면.
42)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

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93면.
43) 이러한 취지의 미연방대법원 판례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Gelpcke v. Dubuque, 68 

U.S. (1 Wall.) 175 (1863)가 있다. 이러한 판결이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법리의 정립과정에서 갖는 의의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로서, Thomas E. Fairchild,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259-260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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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소급적 적용에 대해 당해사건에의 소급효 배제의 취지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었다.44) 특히 당해사건에의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 보호 및 실체적 사법정의의 구현 등의 근거에서 비판이 제기

되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내지 원칙으로서 인정

하기 위해, 판례변경의 경우 종전의 판례를 번복하면서도,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실체적 권리의 보장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해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 따른 법을 

적용하고자 개별법원이 예외를 적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

경에서 미연방대법원의 1932년 Sunburst판결45)을 계기로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

급효 제한 법리의 초석이 놓이게 되었다.

Sunburst판결에서는 물류의 운송에 있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와 그 

상대방 간에 운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골자로 하는 구

제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주(州)법률46)을 해석 및 적용한 종전의 1921년 주(州)

대법원47) 판례48)에 따라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Sunburst사가 운송사업자인 Great 

Northern Railway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받은 후, 이에 대해 Great Northern 

Railway사가 주(州)대법원에 제기한 상소심에서, 주(州)대법원이 종전의 1921년 

판례를 변경하여 이 사안에 적용된 법률이 하급심에서 Sunburst사에게 인정된 바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9) 이와 같은 판례

변경에 의해 만약 새로운 판례가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에 따라 당해사안에서부터 

적용된다면 Sunburst사는 하급심에서 인정된 바의 부당이득 반환을 받지 못할 것

이나, 이 사안에서 주(州)대법원은 Sunburst상소심에서의 판례변경이 있는 시점까지 

Sunburst사가 종전의 판례에 의해 선언된 바의 법을 신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고, 따라서 Sunburst상소심에서의 판례변경을 당해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44)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prospective overruling)를 제안한 초기의 연구로

서는 Charles E. Carpenter, “Court Decisions And The Common Law”, 17 Columbia 

Law Review 593 (1917), 606면; Robert Hill Freeman, “The Protection Afforded Against 

The Retroactive Operation Of An Overruling Decision”, 18 Columbia Law Review 230 

(1918), 250-251면; John Henry Wigmore, PROBLEMS OF LAW, ITS PAST, PRESENT, 

AND FUTURE: THREE LECTURES (Ulan Press, 2012), 79-82면 등 참조.
45)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46) 이 사안의 경우 몬타나(Montana)주의 법률이다.
47) 이 사안의 경우 몬타나(Montana)주 대법원이다.
48) Doney v. Northern Pacific Railway, 60 Mont. 209, 199 Pac. 432 (1921).
49)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v. Great Northern Railway Co., 91 Mont. 216, 7 

P.2d 9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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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래효만을 부여하며, 당해사건인 Sunburst상소심에는 판례변경 이전의 종전

의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50) 

이에 운송사업자인 Great Northern Railway사가 이와 같은 판례변경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적으로만 효력을 갖도록 한 

이른바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은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

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certiorari)신청을 하였고, 미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여 이를 심리․판단하였다.51) 이 사안에서 미연방대법원은 

개별 주(州)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에 의한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소급적으로 당해사건에서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사건에는 종래의 법을 

적용하고 판례변경에 의한 새로운 법에는 장래효만을 부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수정14조(the 14
th

 Amendment)상의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52) 즉, 판례변경의 경우 법원은 선례구속원칙의 

한계 설정의 문제로서 판례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법을 당해사건에서부터 소급적

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당해사건에는 판례변경 이전의 종전의 판례에 의한 법을 

적용하고 이후의 판결에서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53) 

미국법상 주(州)와 연방에서 공히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판례변경의 장래효

(prospective overruling)의 법리54)가 정립되는 과정에서55) 그 초석이 되었다. 

50) Id.
51)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52) Id., 364면.
53) Id., 364면(Cardozo 대법관이 집필한 만장일치의 다수의견) (“[I]n defining the limits of 

adherence to precedent, the state may make a choice for itself between the principle of 

forward operation and that of relation backward.”).
54) 미연방대법원의 Sunburst판결이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 법리의 정립 및 

변천 과정에서 갖는 의의를 상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Kocourek, “Retroactive Decisions 

And Stare Decisis And A Proposal”, 17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180 (1931), 

182면; Covington, “The American Doctrine Of Stare Decisis”, 24 Texas Law Review 

190 (1946), 203면 등 참조.  
55) 이후 미연방대법원의 James v. United States판결(366 U.S. 213 (1961)), Reynolds v. 

Sims판결(377 U.S. 533, 586 (1964)), Fortson v. Morris판결(385 U.S. 231 (1966)) 등을 

통해 판례의 소급효 제한(“prospective overruling”)의 개념이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의 

차원에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고 주장되었으며, 이 글의 이하의 장 및 후속 논문에

서 논의되는 바 1960-1970년대의 시기에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한다는 Linkletter-Stovall 

Doctrine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Thomas E. Fairchild,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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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 법리의 헌법적 함의: 미연방헌법 

제3조와 Sunburst판결상의 판례변경의 장래효(prospective overruling) 개념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 문제는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의 경우 미연방헌법 제3조(Article III)의 사

법권 내지 법원의 관할의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된다. 미연

방헌법 제3조는 연방사법부(연방법원)의 관할을 사건과 분쟁(cases and controversies)의 

해결에 한정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관할이 실제의 구체적 사건과 분쟁의 해결에 국한

되며 추상적이거나 가상의 쟁점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법상 최소한 Marbury 

v. Madison판결(1803)56) 이후 확립된 헌법적 원칙이다. 미연방헌법하의 연방제도

에서 연방법원이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판단하여 판결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과 

분쟁의 해결의 권한을 갖기 때문이며, 연방법원의 판결의 주문은 법원에 제시된 

사건과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의 선언으로서 기속력을 갖는다. 미국

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문제, 나아가 미국법상 법률에 대한 위

헌결정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문제는 미연방헌법하의 연방제도와 권력분립의 

원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또한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주지하듯 Marbury v. Madison판결(1803)57)은 미국법상 미연방사법부의 위헌법률

심사권한이 미연방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 개념과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된다는 논지를 기초로 하여 연방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권한을 

확립하였다. 연방법원이 연방의회의 행위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연방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 미연방헌법하의 권력분립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의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공동체구성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사법부의 사법권 행사는 헌법적 필요성에 의해 요구될 때에만 허용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특히 258-267면 

참조.
56) 5 U.S. (1 Cranch) 137 (1803). Marbury판결은 연방정부 내의 권력분립구도하에서 

사법부가 여타의 정부기관의 행위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며 동시에 한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Marbury판결에서 위헌법률심사권한

을 인정한 논거는 이후의 일련의 미연방대법원 판례 및 학술적 논의를 통해 모든 사

안에서의 연방법원의 관할의 한계 논의에 확대적용되었다. 
57) 5 U.S. (1 Cranch) 13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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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의 판결의 

기속력은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공동체구성원에게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연방

입법부인 연방의회가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판단할 기회가 주어진 이후

에 부여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연방

헌법 제3조를 연방사법권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규정으로,58) 즉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연방법원의 역할 내지 기능을 헌법적 의무로서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59)

위와 같이 미연방헌법 제3조를 대의제민주주의 개념상 사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연방사법권을 사건 및 분쟁의 해결에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때, 이는 법원은 법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을 법으로서 

발견하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블랙스톤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판례개념의 장래효

(prospective overruling) 개념과 저촉하게 된다. 이 점은 판례변경의 장래효 개념이 

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의 입법 내지 입법부가 인식하고 있는 바의 법원 스스로의 

종전의 판례를 번복 내지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쉽게 하는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이 점은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의 법리가 법원의 

판례변경을 어렵게 하므로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변경의 소

급효에 대한 비판60)을 보면 한층 더 명확해진다. 이와 같이 보면, 연방의회가 연법

헌법상 법을 변경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연방법원의 법 변경을 지양하는 

것이 미연방헌법 제3조의 취지이므로,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에 있어 판례변경의 

장래효 법리도 미연방헌법 제3조의 이와 같은 연방사법권의 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분석 및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있다.

58) 이러한 논지는 대표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의 Poe v. Ullman판결(367 U.S. 497 (1961))에서 

제시되었다.
59) Alexander Bickel, “Foreword: The Public Virtues”, 75 Harvard Law Review 40 (1961) 

참조.
60) 이와 같은 점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로서, Covington, “The American Doctrine Of 

Stare Decisis”, 24 Texas Law Review 190 (1946); Moore & Oglebay, “The Supreme 

Court, Stare Decisis And Law Of The Case”, 21 Texas Law Review 514 (1943); Kocourek, 

“Retroactive Decisions And Stare Decisis And A Proposal”, 17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 180 (1931); Freeman, “The Protection Afforded Against The Retroactive Operation 

Of An Overruling Decision”, 18 Columbia Law Review 230 (1918); Carpenter, “Court 

Decisions And The Common Law”, 17 Columbia Law Review 593 (191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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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법리타당성을 특히 미연방헌법 제3조를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 글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Sunburst판결61)에서의 카르도

조(Benjamin N. Cardozo) 대법관의 입장과 James판결62)에서의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의 입장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도출된다. 우선 Sunburst판결

(1932)63)에서는 주(州)대법원이 스스로의 종전 판례를 번복하는 판례변경을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판례변경의 효력이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

시하여 당해사건에는 종전의 판례를 통해 선언된 바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

고, 미연방대법원은 이 점이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를 심리 

및 판단하게 되었다. 즉, 연방헌법 제3조에 기초한 분석을 적용할 때, 이 사안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미연방대법원에 제시된 사건 또는 분쟁에서 도출된 법의 선언의 임

무에 있어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허용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아니며,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에 장래효만을 부여하는 문제였다면 미연방헌법 제3조상 심

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주(州)법원의 판례변경의 순수 장래효 허

용 여부 문제를 미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 문제로 심리․판단하게 됨으로써 판례변

경의 소급효 제한을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James판결(1961)64)에서도 

역시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문제가 쟁점이 되

었으나,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판결은 위의 Sunburst판결65)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미연방대법원 자체에 제시된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판례변경에 의한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판례변경에 의한 새로운 법의 선언은 당해법원에 제시된 사건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 및 판단의 문제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연방헌법 특히 연방헌법 제3조에 기초한 헌법적 분석을 판례

변경의 소급효 제한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볼 수 있다. 판례변경의 경우 주(州)법원은 판례변경에 따른 새로운 법을 적용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바, (ㄱ) 판례변경에 의한 새로운 

법을 판례변경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만 적용할 수 있고, (ㄴ) 새로운 법을 당해사

61)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62) James v. United States, 366 U.S. 213 (1961). 
63)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64) James v. United States, 366 U.S. 213 (1961). 
65)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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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그리고 판례변경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ㄷ) 새로운 법을 

당해사건, 판례변경 이후에 발생한 행위 그리고 판례변경 이전에 발생한 행위 모두

에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

된다. 우선 연방법원의 판례변경의 경우 위 (ㄱ)의 순수한 장래효 내지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은 위의 몇 문단에서 논의한 바의 연방헌법 제3조의 제한상 허용

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변경이 당해 연방법원 스스로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의 변경이나 헌법개정으로 인한 관련 법률의 

개정 내지 타법원의 판례의 변경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제한적 장래효에 있어서도 

선택의 여지가 더욱 제한된다. 이상에 의해 판례변경의 경우 법원이 판례변경의 소

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내지 어떠한 유형으로 또는 어떠한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면, 법원은 나아가 일응의 기준에 따라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

하게 된다. 이상이 Sunburst판결66) 이후 헌법적 분석에 의한 검증을 거쳐 20세기 

후반 이후 다시 소급적 판례변경으로 회귀하기 이전까지의 미국법상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법리라 하겠다.

(4) Sunburst판결(1932) 이후 Teague판결(1989)에 의해 소급적 판례변경으로 회귀

하기까지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법리 및 제한의 기준

미국법상의 전통적인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에 대한 1932년 Sunburst판결67)에

서의 카르도조(Cardozo) 대법관의 비판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미국에서는 미연방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1980년대까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위 ‘Linkletter-Stovall Doctrine’ 

법리68)가 정립되었다. 이후 법리의 변화를 보면,69) 형사에 있어서는 미연방대법원의 

1987년 Griffith판결70)과 1989년의 Teague판결71)을 거치며 위와 같은 개별사안별 

접근 내지 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일반적 원리 내지 

법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에는 

66)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67)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68)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Stovall v. Denno, 388 U.S. 293 (1967).
69) Sunburst판결 이후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해서는 

이 글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의 후속 논문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한다. 
70) Griffith v. Kentucky, 479 U.S. 314 (1987).
71) Teague v. Lane, 489 U.S. 28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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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선택적 장래효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립되었고, 근래의 Danforth판결72)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립된 바 다만 형사

사건에서도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에 소급효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73) 

민사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형사에 비해 일관되게 설명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판례변경의 경우 새로운 법을 당해사건에는 적용하고 

사실관계가 당해사건 이전에 발생한 다른 모든 사건에는 종전 판례에 의해 선언된 

바의 법을 적용하는 의미에서의 선택적 내지 수정된 장래효(selective or modified 

prospectivity)는 허용되지 않고,74) 판례변경의 경우 평등원칙과 선례구속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 일반에도 새로운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75)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확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의해 예외적으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76)

이와 같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Sunburst판결과 Linkletter-Stovall Doctrine에서 제

시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판례

변경을 통해 새로이 선언된 법 내지 원칙(rule)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 내지 원칙을 소급적으로 적용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우선 판례변경을 

통해 새로이 채택된 법 내지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에 이어 

이러한 목적이 판례변경의 전면적 소급적용을 통해 달성될 성질의 것인지를 판단

72) Danforth v. Minnesota, 127 S.Ct. 2427 (2007).
73) Steven W. Allen, “Toward A Unified Theory Of Retroactivity”, 54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105 (2009), 107-116면 참조.
74)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115 L.Ed.2d 481 (1991).
75)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50-54면; Thomas E. Fairchild,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267면;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

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1면.
76)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60-68면;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2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

하(한국법학원, 1995), 10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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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당해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달성될 

성질의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와 민사 모두에 공통되는 기준이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법 내지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새로운 법 

내지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 역시 다양하므로, 새로운 법 내지 원칙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을 전체로서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 안정성 내지 확정성 및 공정성의 요구, 신뢰보호의 필요성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필요성 

및 유형을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법 내지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이 전체로서 보아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에 의해 달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내지 

확정성 및 공정성의 요구와 신뢰보호의 필요성의 정도 등 제반 사항을 비교형량

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판례가 

선언한 바의 종래의 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또한 종래의 

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에 공히 핵심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이러한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보험회사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반복적 행위자로서 판례

변경의 소급효가 제한되거나 판례변경에 장래효만이 부여되더라도 이해관계를 

가질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 판례변경에 의해 번복된 종래의 법이 판례변경시점

까지 유지된 기간 및 일관성, 당해사건 이전에 법원의 판례변경 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그 빈도, 종래의 법을 판시한 법원의 심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석 및 적용의 대상인 법이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제재 내지 구제의 수단과 절차를 규정한 것인지의 

여부도77) 법적 안정성 내지 확정성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종래의 법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한지의 판단에 고려될 여지가 있다.

셋째, 판례변경시 판례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전체로서의 사법행정

에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미국에서 특히 형사절차상의 적법절차 

권리를 새로이 인정하는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77) 이 점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연구로서, 김시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법적 성격: 선례구속의 원칙의 적용 및 

본안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18집 

(헌법재판소, 2007. 12.), 5-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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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인신보호사건을 법원이 전체로서 공정성과 효율

성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다.78) 보다 넓은 맥락에서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여부와 

유형 내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은 경험적으로 보아 그 

공정한 적용이 대단히 힘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악영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판례변경의 소급적 적용의 결정에 사법행정에

의 영향을 한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79)

3. Sunburst판결 이후의 미국법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 1960∼1970년대의 개별사안별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법리인 

Linkletter-Stovall Doctrine, Teague판결(1989)을 기점으로 한 소급적 

판례변경 법리로의 회귀, Danforth판결(2007) 이후 현재까지의 미국

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Sunburst판결(1932) 이후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해서는 이 글의 후속편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다만 이 글과 

후속 논문의 전체로서의 연결을 위해 20세기 중반 이후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를 후속 논문의 분석의 전개를 따라 그 대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속 논문에서는 우선 1965년의 Linkletter v. Walker판결80)에서 미연방대법원이 판시

한 바의 소급효 제한의 법리 및 Linkletter법리의 확장 과정을 소개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의 문제를 개별사안별로 형량을 통해 판단하는 이른바 ‘Linkletter-Stovall 

법리’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비판을 할란(Harlan) 대법관의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

하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에서 소급적 판례변경으로의 회귀(이른바 ‘Teague Retroactivity’)의 계기가 된 Griffith v. 

78) Griffin v. Illinois, 351 U.S. 12, 25 (1956).
79)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68-70면; Note, “Prospective Overruling And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Federal Courts”, 71-5 The Yale Law Journal 907 (1962), 950-951면 

참조.
80)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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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ucky판결81)과 Teague v. Lane판결82)을 살펴본 후, ‘Teague 소급효 법리’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선택적 장래효를 허용하지 않되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미국법

의 형사사건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미연방

대법원의 2007년 Danforth판결83)을 소개하고 그 법리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각되고 논의된 바의 관련 헌법적 쟁점들을 사법부 내지 법원의 권한과 기능, 판

례의 소급효와 공정성 문제, 판례의 소급효와 법적 안정성과 확정성 및 당사자의 

신뢰 보호의 문제 등과 함께 세밀하게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I. 맺음말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개념에 근거한 법원

의 권한과 기능에 기초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당연하게 인정하였으나, 1932년 

미연방대법원의 Sunburst판결84)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며 미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1980년대까지 판례변경의 경우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개별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소위 ‘Linkletter-Stovall Doctrine’ 법리85)가 정립

되었다.86) 이후 형사에 있어서는 미연방대법원의 1987년 Griffith판결87)과 1989년의 

Teague판결88)을 거치며 위와 같은 개별사안별 접근 내지 결정 방식을 지양하고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를 보다 일반적 원리 내지 법리에 의해 결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미확정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

하고 선택적 장래효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립되었고, 근래의 Danforth

81) Griffith v. Kentucky, 479 U.S. 314 (1987).
82) Teague v. Lane, 489 U.S. 288 (1989).
83) Danforth v. Minnesota, 127 S.Ct. 2427 (2007).
84) Great Northern Railway v. Sunburst Oil & Refining Company, 287 U.S. 358 (1932). 
85) Linkletter v. Walker, 381 U.S. 618 (1965); Stovall v. Denno, 388 U.S. 293 (1967).
86) Sunburst판결 이후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해서는 이 글의 

후속 논문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한다. 
87) Griffith v. Kentucky, 479 U.S. 314 (1987).
88) Teague v. Lane, 489 U.S. 288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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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89)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립된바 형사사건에서도 인신보호(habeas corpus)사건

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사의 경우 판례변

경의 경우 새로운 법을 당해사건에는 적용하고 사실관계가 당해사건 이전에 발생

한 다른 모든 사건에는 종전 판례에 의해 선언된 바의 법을 적용하는 의미에서의 

선택적 내지 수정된 장래효(selective or modified prospectivity)는 허용되지 않고,90) 

판례변경의 경우 평등원칙과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건 일반에도 새로운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91)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판례변경의 소급

효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확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의해 예외적으로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92)

우리나라와는 법체계 및 법리 정립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상황이 상이한 미국

에서의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 관련 법리의 변천 과정에서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관련 논의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경우 그 소급적 적용 내지 소급효의 제한 및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의 인정 여부와 기준 및 범위에 관한 법리가 변화되어온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재

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논의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를 법선택 내지 법의 변화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지의 구제의 원칙상의 문제로 이해

89) Danforth v. Minnesota, 127 S.Ct. 2427 (2007).
90) James B. Beam Distilling Co. v. Georgia, 501 U.S. 529 (1991).
91)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50-54면; Thomas E. Fairchild, “Limitation Of New 

Judge-Made Law To Prospective Effect Only: “Prospective Overruling” Or Sunbursting”, 

51-3 Marquette Law Review 254 (Winter 1967-1968), 267면;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1면.
92) Steven W. Allen, “Toward A Unified Theory Of Retroactivity”, 54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105 (2009), 107-116면; Christopher N. Lasch, “The Future Of Teague 

Retroactivity, Or “Redressability,” After Danforth v. Minnesota: Why Lower Courts Should 

Give Retroactive Effect To New Constitution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In Postconviction 

Proceedings”, 46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1 (2009), 60-68면; 박찬주, “위헌결정과 

소급효”,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1면 이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2면;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 우리 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 스

티스, 제28권 제1호, 91면 이하(한국법학원, 1995), 10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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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의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례변경 내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소급효가 기존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관점에서 소급효 제한의 

법리를 개발하고 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적 안정성, 

확정성, 종전의 법과 법적 상태에 대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가 어느 정도 보호되

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글 및 이 글의 후속 논문에서 분석하는 바 미국에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

하다가 이를 개별사안별로 제한하였고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 법리를 도입하

였다가 다시 원칙적으로는 소급적 판례변경의 법리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 보다 종합적인 분석은 이 글의 후속 논문에서 이루

어지겠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미국에서의 논의의 방향

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문제는 각 법체계 전체에서 법의 지배와 근본적 정의관념, 고유한 권력분립구조에

서의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판례의 효력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와 같은 넓은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법의 지배’에서의 ‘법’은 전

통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통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법상 법의 지배와 

선례구속원칙 그리고 판례변경은 논리적으로 직결된 개념들이다. 판례변경의 소

급효 내지 그 제한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판례변경이 그리고 그 소급효 내지 소급효 

제한이 각 법체계에서의 법의 지배와 대의제민주주의에 전체로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즉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소급효 제한이 법의 지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법의 지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화가 요구되는지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 또는 장래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판단

의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입헌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본 위헌법률심판의 성격과 기능, 

평등과 공정성의 문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이고 법리체

계적으로 고려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내지 그 제한의 법리 연구 및 정립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 정립의 과정에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헌법문제로 인식하고 분석할 것인지 입법정책의 문제로 수용할 것인지도 방향성 

제시의 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

회적 경험과 현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정의 특히 사법정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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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의 지배의 개념과 이의 구현에 조화될 수 있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법리가 정

립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 쟁점인 위헌결정의 대세효 관련 논의도93) 이 주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진행되면 보다 생산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93) 이 점에 관해 우리나라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근래의 연구로서 문재완, “미국 

대법원 위헌결정의 대세적 효력”, 헌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435-464면(한국헌법학회, 

2012.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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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oactivity of a Judicial Decision and Prospective 

Overruling in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from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 From Retroactivity to Sunburst (1932) -

Rhee, Woo-young*

94)

The law and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declaratory nature of a 

judicial decision in light of i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tructur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derived the doctrine that the judicial decision 

had retrospective effect. However, ample challenges were made on the constitutional 

law grounds that it was not assumed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wa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Through Sunburst (1932) and several other 

decisions, the U.S.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concept and the judicial technique 

of prospective overruling, and established the Linkletter-Stovall Doctrine in the 1960s 

that permitted the individual cour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limit the retroactivity 

of its decision overruling a previous decision through balancing on the case-by-case 

basis. Subsequently, the U.S. Supreme Court retreated from such limitations on the 

retroativity, and sought to resolve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and the limits thereon by and under a more general principle. 

Through Griffith (1987), Teague (1989) and Danforth (2007), the U.S. Supreme 

Court has returned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al decision as the general 

rule except in the habeas corpus cases, while permitting certain limitations thereon as 

exceptions as demanded by the request for finality and for the protection of justifiable 

reliance on the preexisting law.   

Keywords: retroactivity or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judicial decision, limited 

retroactivity of a judicial decision, prospective overruling, criteria for 

retroactivity of a judicial decision, protection of justifiable reliance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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