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책임의 원칙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제재조치 기준  

 

 

 

1. 자기책임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

제로 한다.  

 

자기책임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

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



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2.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판결 

 

우리의 사법질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사적 자치

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

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



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3. 자기책임원칙 –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기본 법원칙: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959 판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서 ‘귀책사유’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

다.  

 

그러나 자기책임원칙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

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자기책임원칙에 반

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등에도 이러한 자기책임원칙은 당연히 내재되

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2. 공표 제재조치 매뉴얼 버전 

 

(1)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연구자에게 제재조치 - 자기책

임의 원칙 

(2) 반대 해석하면 귀책사유 없는 법인, 기관, 연구자에게 제재조치는 위법, 제재

조치 결정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