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1

http://dx.doi.org/10.14400/JDC.2016.14.6.51

공무원  불법행 와 가배상책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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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ort of Public Servant and Liability in State

Compensation

Hwa-Jun Yeon

Far East University

  약  가는 과학 술  달에 른 산업  정보   에  다양한 험  항상 르게 다. 러

한 경하에 , 공무원  직무수행  행  하여 민  해를  경우에, 를 제해 주  해 우리 

헌  가 상청  보 하고 다. 가 상  문제는 치 가  원리에 른 피해  리 제, 공무원  

행  억제, 안정  공무수행  보 , 고  안정 등  다양한 가치들  조 게 고 하여야 한다. 그런  

 치 가에  공무원  한 행 를 가가 책  지는 상, 드시 고  과실  건  하여야만 가가 책

 진다는 것에는 문   수 다. 또한 헌 에 합치 는 책  에 하게  가 상 상 과

실책 주 는 제 어야 한다. 가 상 상 공무원  상책 과 하여 고  과실과 같  주 적 책 건  

필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라  행 가 상  개정  통하여  가 상  원리를 과실책 주 터 

무과실책 주  전 하여야 할 필  다.

주제어 : 가 상책 , 책 , 책 , 과실  객 ,

Abstract  The modern state has always followed a variety of risks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such an environment, A matter of State 
compensa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values such as harmony relief victim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suppression of illegal acts of public servants, ensuring stabl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treasury stability. As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or an act of a 
public servant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re may be a doubt on that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only 
when there i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which suits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shall be excluded. I agree 
to the opinion that a subjective responsibility prerequisite such a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is not requir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rinciple of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mistake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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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든지 법한 행 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

정의의 실천으로서, 私法의 역에서는 오래 부터

불법행 책임의 기 가 되어왔으나, 국가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타인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해서는 연 으로 근 개인주의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 과실책임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민법상의 불법행

책임으로부터 발 하여 왔으며, 다만 배상책임주체가

국가라는 에서 민사책임과 다소 구성을 달리하 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법리는 민법상의 불법행 책임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운 에 합한 독자 인법리에 따라

행정이 책임을 진다는 1873년 랑스의 블랑꼬 결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그 후 객 화와 무과실책임, 험

책임이라는 사회화의 길을 지나면서 국가의국민에 한

보호 역할이 폭 증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1].

그리고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격한 사회변동과 행정

수요의 증 속에서 복지국가실 을 해사회 형평성

이 강조되고, 민주 차가 시되며,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조정과 통합과 력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불법행 로 인하여 국민이 손

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해서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한 책임을 나타

낸 헌법정신(헌법제7조제1항)과 법치국가 요청을 실

하기 해서 인정되는 요한 기본권이고, 국가배상청구

권을 구체화하기 해서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

는데, 국가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은 이념 인 기 를 바

탕으로 한 법치국가 인 가치에 속한다고 한다[2].

① 국가배상책임은 국가무책임사상에서 벗어나는 것

을 이념 인 기 로 한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생활 역의

인정, 즉 국가의 불법행 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그 이념 인 기 로 한다.

③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공동체가 동화 통합을 이룩

하기 한 일정한 책임윤리를 그 이념 인 기 로 하고

있다. 즉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생활 계는 상호의

존 계가 확 됨에 따라 동화 통합을이룩하기 해서

는 그에 타당한 책임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법의 역에서 과실책임의 원칙만으로는「손해

희생의 공평한 사회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험책임이론이나 무과실책임이론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공법의 역에서도 국가는 기본권 가치를 실 시켜야

할 수임자로 기능하게 되었고, 수임자로서 지켜야 되는

일정한 책임윤리가 강조되고, 공익과 사익의 합리 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실질 인 정의의 실 이 달성되는

공법이론만이 국가사회공동체의 동화 통합을 성취시

킬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이국가의배상

책임이다[2].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하

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는 공공단체에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규

정(제29조)에 의하여 직 효력을 발생하는 재산가치 있

는 공권 인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2,3].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1항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는

공무를 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는

과실로 법령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는 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本稿에

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본질)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에 해서 이론 고찰을 하면서 해석론과 정책론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가 상책  질

2.1 학 

2.1.1 책

책임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책임은 국가

의 직 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부

담하는 책임을 국가가 신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공무

원의 법한 직무행 는 공무원 자신의 행 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배상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신하여 배상능력이 충분한 국가가 피해자 보

호를 하여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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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설은 국가가 공무원의 책임을 신하여 피해자

에게 배상하 으므로 국가가 공무원에 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하며, 다만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서 공무원

에게 고의ㆍ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의욕 하와 업무의정체를

방하기 한 입법정책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5].

그러나 책임설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제기되고 있다.

①국가는 불법을행할수없으며, 불법행 를 한공무

원만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하여, 재정 인 이유로

국가가 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서, 국가무책임사상에

근거한 책임구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오늘날 법치국가

의 헌법구조에 합치되지 않다고 한다[6,14].

② 책임설은 개인이 져야할 책임을 국가가 신

하여 진다는 논리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은 국

가배상책임의 요건임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무과실의 경우에는 국가가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문제 도 지 하고 있으며[7,14],

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이유, 즉 배상책임의 본질(성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란 배상책임

의 성립요건 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게 해서 성

립한 배상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공행정작용의 흠

에 한 국가자신의 책임이라고 한다[8].

③ 책임설은 공무원에 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무원 개인에 한 구상의 문제는 국가와 공무원간의

내부 문제로서 정책 단에 따른것이지 배상책임의

본질(성질)과는 계가 없는 것이라 한다[9].

④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공무원에 신

하여�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도 지 되고 있다.

2.1.2 책

자기책임설은 배상책임에 해서 국가가 공무원을

신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자신이 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형식 으로는 그의 기 인 공

무원의 행 이기는 하지만, 실질 으로는 국가 자신이

직 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10,14,15]. 이러한 자기책임

설은 국가의 기 인 공무원을 활용하여행정행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행 는 법ㆍ 법을 불문

하고 공무원의 행 의 효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

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권

력행사에 있어서 법의 가능성에 한 험부담을 국가

가 진다는 의미이다

자기책임설은 3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① 기 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는 국가기 의 불법행 가

되므로 국가는 공무원이 행한 불법행 에 하여 직

자기책임을 진다는 견해로서, 공무원은 국가가 결정한

의사의 집행자에 불과하며 모든 행 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국

가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책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이다[8].

그러나 이 견해는 공무원이 고의ㆍ 과실을 범하여

기 행 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공무원의 행

를 기 행 로 보는 에서 실질을 무시한 허구 인 이

론이라 비 하며[6], 고의ㆍ 과실에의한 행 가 직무행

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것을 국가행 로 인정해야

할 논리필연 인 이유는 아니며, 직무행 로서의 외형을

갖춘다는 것은 다만 그러한 행 를 국가행 로 보게 할

수 있는 정책 인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는 에서 문제

이 있다고 한다[7].

② 험책임이론에 의한 자기책임설

법하게 행사될 험성이 있는 행정집행권을 공무원

에게 수여한 국가는 그러한 행정집행권이 잘못 행사되어

발생된 손해에 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

로서, 국가배상책임은 일종의 험책임으로서의 자기책

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6].

그러나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의 장래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면서, 공무원

의 행 가 법·무과실인 경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법·과실을성립요건으로 하

는 행 국가배상법 제2조에 한 이론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11].

③ 충설(신자기책임설)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담당 공무원의 행 는 국가 등의 기 행 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행 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

가 배상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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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의 법행 가 고의ㆍ 과실에 기인한 때

에는 담당 공무원의 행 는 국가기 행 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지만, 업무집행행 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피해자의 구제를 해서 국가기 의 행 로 인정함으로

서, 이 경우에 국가의 피해자에 한 배상책임은 일종의

자기책임이라고 한다[6,11].

그러나 이 견해에 해서는 다음의 간설의 지 과

유사하며,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는 과실이 있는 경

우에 피해자의 선택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에서 간

설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에게 불필요한 압

박을 가함으로서 행정의 축을 래할 수도 있을 것이

다.

2.1.3 간

간설은 공무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 가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국가기 행 가 됨에따라 국

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이지만, 공무원의 불법행 가

고의ㆍ 과실인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책임

이라고 보는 견해이다[12].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2항

은 공무원의 고의 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

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과 련하여서는,

고의 는 과실의 경우에는 기 행 로서품격을 이미

상실하 기에 공무원 개인책임으로 보아야 하지만 국가

가 그 책임을 일단 인수하고 나 에 이를 구상하도

록 한 것이고 , 경과실의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국민이 추궁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 이 가능

하다[8].

① 공무원의 불법행 가 고의ㆍ 과실에 기인한 경

우에도 업무집행이 행하여진 이상 피해자의입장에서 본

다면 공무원의 당해 불법행 를 국가의불법행 로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국가와 국민간의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한 문

제와 국가와 공무원간의 내부 구상의문제를 부당하게

결부시킴으로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국가배상

법 제2조 1항의 취지는 국가의 자기책임을 규정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제2조 2항은 국가와 공무원간의 내부

구상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의 선택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교

이론이라고 비 한다.

2.2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련하여 법원 례는 그동안 다음과같이 시하여왔다.

① 법원1972.10.10.선고69다701 결에서 「헌법 제

26조 단서는 국가 는 공공단체가 불법행 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

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게 하여도 직 그의 불

법행 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한 규정 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 자신이 불법행 를 이유로 민사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시하여 책임설

입장을 취하 다.

② 법원1994.4.12.선고93다11807 결에서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는 공공단체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는 한 과실이 있는 때에

는 국가 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시하여 자기책임설 입장을 취하 다.

③ 1996.2.15.선고95다38677 결에서 다수의견으로

「헌법 제29조 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

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

문에 공무원 자신이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

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것이나, 그조항 자체로 공

무원 개인의 구체 인 손해배상책임의 범 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시하고,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 본문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

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 는 여 히

국가 등의 기 의 행 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한 배상책임도 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

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 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

무원의 법행 가 고의ㆍ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 가 그의 직무와 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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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 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 행 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 의 외 을 객

으로 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때에는 피

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하여 국가 등이 공무

원 개인과 첩 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 으로 그 책임이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 합당하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불법행 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공무원 개인도

고의 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 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

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아

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

석이다」라고 시하여 충설 입장을 취하 다.

2.3 사 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 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

에 의하여 국가 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는 공무를 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는 과실로 법령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배상책임을 밝히

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는 책임(공무원에 신하

여)의 흔 이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배상책임제도는 연 으로 국가무책임원칙(공

무원개인책임)⇒ 책임(공무원과 국가에 한 선택

청구의 인정)⇒ 책임(공무원에 한청구를 부정

하고 국가에 한 청구만 인정) ⇒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데,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원리

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 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

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한 국가배상책임에 해서 헌법학계에서는 자기책

임설 견해가 다수설이다[10].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련하여 국가배상법의 해석에서도 책임설

구조는 헌법에 합치되지않는다고 할 수 있고, 배상책

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이유인, 배상책임의 본질의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법상의 법률 계는 외부법률 계와 내부법

률 계로 나 어지며, 외부법률 계는 공법상의 법인격

을 가진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고, 내부법률 계는 국가 등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들과의 법률 계 상 방은 언제나 국가임으

로, 개인과 공무원간에는 법률 계가 성립되지 않고, 공

무원은 단지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행정의 집행자로서만

외부에 나타나며, 그의 법 효과는 법이든 법이든

모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행정작용이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하 다고 하더라도 국가자신의 법

의무 반에 하여 스스로 피해자인 개인에 하여 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은 자기

책임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4].

3. 가 상책  립 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해서는 ① 공무원의 행 일 것, ② 직무행 일 것, ③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 일 것, ④ 고의ㆍ과실이 있

을 것, ⑤ 법할 것, ⑥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1 공무원

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 악하여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리 공무를 탁받아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 례의 입장이며,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련해서는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3.2 직무행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직무」의 범 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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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① 권력작용만을 의미하는 의설, ② 권력작용과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비권력작용을

포함한다는 의설, ③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 이외의

사경제작용도 포함된다는 최 의설로 나뉘는데, 이 에

서 직무의 범 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만을 의미하는

의설이 통설과 례의 견해이다( 법원2004.4.9.선고

2002다10691에서「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 작용도포함되지만 단

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포함되지 않는다」

고 시하 다).

따라서 사경제작용(국고작용)에 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6조를 용하여 사용자책임에 의하여야 할 것

인데,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해자보호를 해서 무

과실책임ㆍ 험책임ㆍ보상책임의 성질로 해석하고, 증

명책임의 환으로 인하여, 국가의 면책사유가 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설이 타당하다.

직무행 의 내용에 해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

든 국가작용이 포함되는데, 입법행 나 사법작용은 원칙

만 인정할 뿐, 실제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

다( 법원20085.29선고2004다33469 결에서「국회의원

의 입법행 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됨에도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시하 고, 법

원2003.7.11.선고99다24218 결에서「법 이 법 는

부당한 목 을 가지고 재 을 하는 등 법 이 그에게 부

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 나게이를 행사하 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된

다」고 시하 다).

행정작용으로는 법률행 행정행 , 법률행

행정행 와 같은 법 행 와 사실행 그리고 극 인

작 뿐만 아니라 작 의무가 존재함에 불구하고고의

는 과실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 도 포함된다.

3.3 직무를 집행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직무를 집행하면서�라

는 것은 직무행 자체는 물론이고 객 으로 직무의

범 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 직무와 하

게 련되는 행 를 의미하며, 직무행 의 단기 인�

직무 련성�에 해서 학설과 례는 다음과 같다.

① 외형설 : 직무의사와 상 없이 직무행 뿐만 아니

라 리 외형상으로 직무집행과 련있는 행 를 포함하

는 의미로 본다[7,13].

② 실질 직무 련설 : 직무와 공무원의 불법행 사

이에서 내용 인면의 련여부와 시간 ㆍ장소 ㆍ도구

인 련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체 인 경우에 그

직무가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 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그 단기 이 된다고 본다[6].

③ 례는 법원2005.1.14.선고2004다26805 결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라 함은 직 공무원의 직무집행행 이거나 그와

한 련이 있는 행 를 포함하고, 이를 단함에 있어서

는 행 자체의 외 을 객 으로 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 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 으로 직무

행 가 아니거나 는 행 자로서는 주 으로 공무집

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 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외

형설로 선택하여 시하 다.

직무행 인지의 여부에 해서는 감독행 도 직무행

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해서 외형

설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

3.4 고 ㆍ과실

우리의 손해배상법은 원칙 으로 과실책임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즉 민법상의 일반불법행 에서는 과실책

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수불법행 나 특별법에서

는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 으로 과실책임의 결함을 보충

하기 하여 험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용이 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의 고의ㆍ과실의 개념을 민법상의 불법행 의 고의ㆍ과

실의 개념과 동일하게 취 하여 손해발생에 련시키고

있다.

고의는 자신의 행 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고 그 행 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법행 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은 자신의 행 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부

주의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 를 하

는 심리상태로서, 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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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은 복잡성과다단계성, 익명성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법치주의에 기 한 국가의 공행정작용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공평하고 타당한 이익 조정을 목 으로 하는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의 요건이 부 합하기

때문에국가배상법제2조의 과실개념을 객 화하여 피해

자에 한 구제의 기회와 가능성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

는데, 과실개념을 가 객 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

립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3.4.1 과실  객

피해자구제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 하기 해서 국가

배상법상의 주 인 과실개념을 객 화로 이론구성하

려는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1) 과실을�공무원의 법행 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

이라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5].

2) 과실을�국가 등의 행정주체의 작용이 정상 수

에 미달한 상태�내지�객 념으로서의 국가작용

의 흠�이라는 견해[11].

3) 공무원은 통상 행정기 으로서 활동하고, 피해자구

제를 해 가능한 한 법ㆍ무과실을 배제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객 설이 타당하다며, 책임설에서는 주

설을 취하는 것이 논리 이고, 자기책임설 는 신자기

책임설에서는 주 설 는 객 설을 취할 수 있다는 견

해[6].

4)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과실의 요건을 손해발생보다

는 법령 반, 즉 법성에 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원론 견해[14].

5) 과실을 주 인 심리상태로서 보다는 객 인 주

의의무 반으로 악하여 주의의무의 내용을 고도화하

는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의력이 아니라, 그 직종의

평균 공무원의 주의력이 과실의 단기 이 되며, 그

에 따라 직종에 따라서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과해진

다고 보는 견해[13].

6) 례는 법원2006.7.28.선고2004다759에서「공무

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

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말한다」고 시하

다.

행정기능이 확 됨에 따라 증 되는 험에

히 응하기 해서는 과실의 객 화와 정형화를 통하

여 책임범 를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론구성

은 자기책임설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하다고 할

것이다.

3.4.2 과실  책  

불법행 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가 고도의 문성과

기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주 인 고의ㆍ과

실을 피해자인 국민이 입증하기는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해서 법의 과실추정, 즉 법이 입증된 경우

에는 행정기 에게 법한 직무행 에 하여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거나, 는 일응추정의 이론, 즉 고의ㆍ과

실을 추정하게 하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고측이 반

증으로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그 입증된 사실로부터 일

응 고의ㆍ과실이 추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원고)의 증

명책임을 경감하거나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4.3 가해공무원  특정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해서는 통상 가해 공무

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해공무원의 특정 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행정업무가 다단계

나 여러 공무원을 거쳐서 처리되었다거나 공무원의 집단

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경우와 같이 구의 행 인지

명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의 행 인 이상 국가의 배상책

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1995.11.10.선고95다

23897의 결에서 투경찰들의 과도한 방법으로 시 진

압을 잘못함으로서 시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

공무원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

정하 다.

3.5  

1) 공무원의 가해행 가 법령에 반한것이어야하는

데, 법성의 단기 과 련하여 법령의 의미와 범

에 해서 의설[14]은 성문법, 불문법, 행정법의 일반원

칙(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반을 의미한다고 하고, 의설[5]( 법원2002.5.17.선고

2000다22607)은 의 법령 반뿐만 아니라 인권존 , 권

력남용 지, 사회질서, 공서양속의 반등을 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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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그 행 가 객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행 의 객 인 정당성의 결여�라는 념

에는 구체성의 결여가 문제 이라고 한다[11]. 그리고

법성은 공무원의 부작 인 경우에도 인정하는데, 부작

로 인한 법성은 일정한 작 에 하여 법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재량행 인 경우에는재량이 으로 수

축되는 경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2) 법성의 단 상으로서 법성의 개념에 해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뉘고 있다.

① 결과불법설: 국가배상법상의 법을 가해행 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국

민이 받은 손해(결과)가 시민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수인

되어야할 것인가의 여부를 기 으로 법성을 단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 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의배상책임이 인정된

다. 그러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성과 같으나, 항고

소송의 법성과는 다르므로 항고소송에서 본안 결의

기 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결

과불법설에 의하면 법성의 개념이 상당히확장될 가능

성이 있다. 결과불법설은 민법상 불법행 책임에서는 타

당한 이론이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 의 법여부를

논하여야 하는 국가배상책임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이론

이라고 한다[6].

② 행 법설: 공무원의 행 자체를 단 상으로

삼아 법성을 단하는 견해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는 국가배상소송의 행정통제기능을 고려하여, 공

권력행사의 행 규범에의 합여부를 기 으로 법성

여부를 단하여야 하는 견해이다[7]. 그리고 행 법설

은 의와 의의 행 법설로 나뉘다.

의의 행 법설은 국가배상법상의 법성과 항고

소송에서의 법성을 동일하게 보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의 법령 반만을 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직무행 가

법규범에 합치되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하지 않다

고 한다[14].

의의 행 법설은 국가배상법상의 법을 행 자

체의 법에의 반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공권력 행사의 근거법규(권한근거규정), 계법규 조

리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공무원의�직무상

의 손해방지의무(안 리의무)�의 반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법개념은 행 의�법�에

의 반을 의미하는 에서 항고소송의 법개념과 동일

하지만, 처분이 아닌 공권력행사의 법도 인정되고, 직

무상 손해방지 무 반으로서의 법도 인정되므로 항

고소송의 법보다 넓다[6].

③ 상 법성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 가 법령

에 반한 것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

도, 가해행 의태양 등 련된 여러 가지 정황 요소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법성을 단하는 견해로서, 민법

의 불법행 론에서의�상 계론�을 국가배상법상의

법 단에 도입한 이론이며, 행 법설과 결과불법설

을 함께고려한견해인데[8], 이 설은 행법령 반 이외

에 손해발생과 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 으로 고려함으

로서 법의 개념을 확장하여 피해자구제에 비 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법 계에서의 법의 단은 행정작용의

행 들이 근거법령에 반하 는지의 여부가 기 이 되

어야 한다.

④ 직무의무 반설: 국가배상법상의 법을 법에 부

합하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익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 반으로 보는 견해로서, 직무의무의 사익보호성을

국가배상법상의 법요소로 보고 있다[15]. 그러나 국가

배상법상 규정인�법령에 반하여�라는 규정을 직무

의무 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 해석이 될 수 있다.

3.6 해  생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말

하는 것으로서, 극 손해ㆍ소극 손해, 재산 손해ㆍ

비재산 손해(생명,신체와 정신 손해)를모두포함하며,

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가해행 와 손해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하는데, 인과 계의

유무에 한 단은 결과발생의 개연성과 련법령의 목

과 내용 그리고 가해행 의태양, 피해의정도 등의 모

든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결어

오늘날 격한 사회변동과 행정수요의 증 속에서

행정패러다임은 사회 형평성이 강조되고, 민주 차

가 시되며,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조정과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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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스템의 조성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료의 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에

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하여 권리 구제나 손해의 배상

을 한 법률보상제도에 한 타당한 해석론의 개가

필요하다.

손해배상법의 일반법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

법행 에서는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

ㆍ과실은 주 요건으로서 일반불법행 의 성립요건

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 으로 인한

사회 환경변화에 응하여, 특수불법행 (민법제755

조～제759조)나 특별법(무과실책임법, 험책임법)에서

는 과실책임의 결함을 보충하고 있다. 국가배상법도 손

해배상에 있어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련한 문제는, 공무원

의 불법행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 국가가 당해

공무원을 신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형식

으로는 공무원의 행 이지만 실질 으로는 국가자신

이 직 책임을 질 것인가 이다.

국가배상책임은 연 으로 국가무책임에서 책

임, 그리고 자기책임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고, 책임구조

와 련하여, 헌법에서는 국가의 자기책임 형식의 입장

이 다수설이다. 헌법이 자기책임을 유지하게 되면, 하

법인 국가배상법이 책임설의 입장이라면, 법질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연 으로나 법

질서의 조화를 해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성질)은 국

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근거는 험책임의 법리로 구성하는 것이 향

후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있어서국가작용에 의

한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손해 보 제도의 일원화로

재구성 할 수 있는 법 이론으로도 합할 것이다.

한 행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론과 련하여, 국가배

상책임의 주요한 요건으로서 고의ㆍ과실을 규정하고 있

어서 과실책임주의인데, 고의ㆍ과실은 가해공무원에게

불법행 가 성립하기 한 주 요건이다. 그러나 오

늘날 IT를 기반으로 하는 자정부시스템에서[16,17] 행

자의 주 요소를 강조하면 국민의배상청구권은 상

당히 제한 으로 인정 될 것이다. 따라서 행법 아래에

서도 과실의 객 화가 필요하고, 험책임과 무과실책임

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해석론에서도 한계에 이르고 있

으므로, 향후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공무원의 주

요건(고의ㆍ과실)을 제외하고, 직무집행의 법성

과 같은 객 요건만 갖추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

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한 책임요건으로서의 법성에 한 학설들은 국가

배상제도의 기능과 련하여, 피해자구제와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른 행정의 통제와의 련 사이에서, 결과불법

설은 피해자 구제에 비 이 있고, 행 법설 에서

의설은 법치행정에 의한 행정통제의 면에 비 이 있고,

의설은 간에 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배

상법상의 다양한 법의 유형들에 한 해석론으로는

의의 행 법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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