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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河徐元宇敎授 1週忌 追慕論文〕

徐元宇교수와 韓國의 行政法學
1)

洪 準 亨*

Ⅰ. 머리말

南河徐元宇선생의 생애와 학문에 해서는 화갑과 정년을 후하여 이미 몇 

차례의 회고와 논평이 이루어졌다.1) 이 자리에서는 서원우 교수께서 행정법학의 

역에서 이룬 학문  성과, 그 자체를 좀 더 객 인 시각에서, 특히 한국행정

법학에 미친 향을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서원우 교수께서는 정년을 넘

기신 이후 그  못지않은 왕성한 열정과 의지로 행정법학의 새 밭을 일구어 냈

으므로,2) 그 불타는 생명력의 10년을 한 논의의 범 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그로 인해 한국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의 큰 터 을 일구어 낸 학문  성과에 

한 평가가 달라질 까닭은 없지만, 삶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徐元宇 敎授 개인에 관한 소개, 법학입문의 동기 등에 관해서는 南河徐元宇敎授華甲

記念 現代行政과 公法理論(1991, 博英社), 793-822, 華甲記念對談 “徐元宇 敎授의 걸
어오신 길”(崔松和敎授와의 대담); 서울 학교 법학 제32권 제1․2호(통권 제85․86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8.을 참조. 그 밖에 홍준형, “서원우 행정법학의 세
계,”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편, 법과 사회, 제15호, 1997, 124; “徐元宇 行政法學의 
발자취”,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제2호, 1998, 104 이하; 최영규,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한국공법학회 간 한국의 공법학자들 ―생애와 사상―(초판, 
2003) 등을 참조.

 2) 최영규 교수(앞의 글)는 서원우 교수의 생애와 학문을 시기별로 準備期―大學院과 미
네소타 留學, 成熟期―行政大學院 時期, 完成期―法科大學 時期, 整理期―停年退任 以
後로 각각 구분하여 서술한 바 있는데, 필자의 눈에 정년퇴임 이후 서원우 교수의 학
문적 활동은 정리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경지의 개척과 비전 제시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협조적 법집행’과 ‘법집행에의 참여’ 문제 등 법집행시
스템의 새로운 전개와 법적 통제 문제를 다룬 “法執行시스템의 法的統制”, 법제(법제
처) 2004.5, 한국법의 법화(Verrechtlichung) 문제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법의 적응과 독자성 확립문제를 논한 “韓國法에 있어서의 法化問題”(1998)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원우 교수가 정리한 서원우 교수의 연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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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열정을 불태운 서원우 교수의 행정법학을 온 히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

이 후세의 지당한 소임일 것이다.

Ⅱ. 徐元宇行政法學의 特徵과 成果

1. 徐元宇行政法學의 特徵

서원우 행정법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방 한 연구실

을 남기셨고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범 하고 다양한 학문  노

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서원우 교수가 일군 행정법학 분야에서의 학문

 성과를 토 로 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  경향을 추출해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1.1. 綜合的 行政科學의 構成要素로서 行政法學

서원우 행정법학의 가장 특징 인 성격은 행정법학을 행정학․정책학 등 행정 

 정책 상에 한 사회과학  근과 함께 종합  행정과학의 한 구성부분으

로 추구했다는데 있다. 이 은 법학사와 법학석사 외에도 미네소타 학교 학

원에서 행정학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학원 정치학박사과정을 수료한 서원우 교

수의 학문  배경과 1960년부터 15년간 서울 학교 행정 학원교수로 재직한 경

력뿐만 아니라 행정학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업 을 남긴 데서도 잘 증명된다.3) 

거의 비슷한 시기 행정법학의 길을 함께 걸어 온 金南辰 교수는 서원우 행정법

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나의 에는 徐元宇교수의 행정법학은 행정과학으로서의 그것을 지향하는 것

으로 보인다. 徐元宇교수께서 행정학에 한 造詣가 깊고, 그 방향의 많은 업

 3) 徐元宇 敎授는 관료제, 인사관리,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사 등 행정학 또는 정책학의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발전국가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 
행정개혁과 정치적 발전과 관련하여”(行政論叢, 5-2,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한국

행정의 역사  분석,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69);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연구”(行政論叢, 9-1,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1); 행정학강의(공저, 1963), 신생국행정

론(번역, 1966), 비교행정(번역, 1968) 등이 그 실례이다(南河徐元宇敎授華甲記念 現代

行政과 公法理論, 1991, 博英社, 年譜 i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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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함도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그러하기에 통  행정법학과 행정학, 

행정정책을 합친 ‘綜合的인 行政科學’을 확립하려는 것이 徐元宇교수의 꿈이며 

야심인 것으로 보여진다. 徐元宇교수의 학풍이 그러하다보니, 어디까지나 법학

의 一分門으로서의 행정법학을 지향하는 이 사람과는 여러 가지 에서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결실을 맺

는다면 얼마나 매력 이고 생산 이겠는가. 하루속히 上記한 의미의 ‘徐元宇行
政法學’이 완성되어 햇볕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4)

종합  행정과학의 심요소로서 행정법학은, 서원우 교수에 따르면 행정을 그 

직 인 연구 상으로 하는 행정학에 비하여, 행정법이라는 규범을 매개로 하여 

행정에 해서는 간 인 계에 서있는 학문이다. 서원우 행정법학은 이러한 

구도 하에서, 일면 행정 상과 불가분의 연 을 맺는 행정법학으로서, 타면 사실

과학으로서 행정학과 상호규정 하에서 규범과학으로서 행정법규범의 논리를 천

착하는 행정법학으로 수행되었다.

이 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화’라는 시각에서 행정법

학의 행정과학성을 강조함으로써 서원우 교수 스스로가 시인한 사실이기도 하다. 

즉, 종래의 행정법학의 기본 인 시각이 법원․법 의 을 통해 이미 발생한 분

쟁의 처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병리학으로서의 법을 악하는 데 특색

을 가졌던 데 비해 오늘날의 요청은 실의 행정활동  그것을 실제로 규율하

는 법에 착안하는 것이며, 이를 연구방법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법령이 행정에 

의하여 기계 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정조화를 부정하고, 실의 행정활동을 경

험 인 수법을 써서 분석하고 법규정과의 편차  그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는 

실증 인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변화에 응한 행정법학의 당

면과제로 법학  방법론의 반성, 행정과정의 분석과 입법학과의 제휴, 한국의 행

정문화 내지 행정스타일의 해명, 정책평가의 시각 도입의 검토 등을 들면서, 특

히 행정학과 행정법학 양자의 보다 긴 한 ‘ 화와 력’을 구하면서 이러한 

화와 력을 통해 보다 고차원의 종합과학으로서의 행정과학을 확립하여야 한

다고 강조하 다.5)

종합  행정과학으로서 행정법학에 한 그의 인식은 바로 방법론  자기반성

으로 이어졌다. 그는 행정법학 자체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단순히 행정에 한 실

 4) 金南辰, 刊行辭, 南河徐元宇敎授華甲記念 現代行政과 公法理論, 1991, 博英社, i-ii.
 5) 徐元宇, “行政學과 行政法學의 對話,” 轉換期의 行政法理論, 博英社, 1997, 24 이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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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규범의 해석학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상에 한 행정학 ․정책학 ․정치

학 ․사회학  분석을 기 로 행정 실에 합한 규범질서를 추구할 것을 구

하 다. 실제로 환경법이나 토지공개념에 한 수많은 연구업 들은 정책실 도

구로서 법에 한 투철한 인식 없이는 나올 수 없었다.6)

1.2. 開放的 比 公法學으로서의 行政法學

서원우 행정법학은 개방  비교공법학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 독일공법학

의 향이 지배  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일 부터 미국행정법  행정법학

의 성과를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행정법  행정법학의 최

신동향을 구보다도 먼  충실히 소화하고 이를 비교법  맥락에서 활동했으며, 

나아가 독일공법학의 경향에도 지속 인 심을 기울임으로써 결과 으로 우리

나라 행정법학에 풍부한 비교공법학  자양분을 공 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원우 행정법학의 태도를 ‘개방 ’이라고 형용하는 데 이

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행정법학의 태두 던 金道昶 교수의 다음과 같

은 지 은 바로 그 을 여실히 보여 다.

“그의 법학세계는 미 특히 미국행정법학의 흐름에 많은 심을 보 는가 하

면, 독일․일본의 공법이론도 폭넓게 수렴하 으며, 외국학계 특히 일본공법학

자들과의 이 두터워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타에 추종을 불허하는 일본통

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7)

1.3. 理論과 現實을 고려한 現實主義 行政法學

서원우 행정법학의  하나의 특징은 언제나 이론과 실 양면을 지성  균형

을 갖추어 울질하고 그 결과를 학문  논의의 역으로 끌어들 다는데 있다. 

행정법  행정법학에 한 미래 망과 비 이 서원우 행정법학의 방향타가 되

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실주의  지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원우 교수

가 1970년  반에 제시한 다음과 같은 행정법학  실인식은 오늘날에도 여

히 타당하다.

 6) 구체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최영규, 앞의 글을 참조.
 7) 金道昶, 賀序, 南河徐元宇敎授華甲記念 現代行政과 公法理論, 1991, 博英社,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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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우리나라의 행정법이론은 커다란 변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는 인 직능국가화 상에 하여 이론 으로 응해야 할 과제와 다른 한

편으로는 아직도 뿌리가 깊게 잔존해 있는 근 성을 극복하기 하여 바로 

에서 지 된 직능국가화 상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앞에 두고 이론  재정비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화의 요

청이라고 하는 자에 하여 후자는 그 제조건으로서 형성해야 할 근 화의 

요청이 그것이다. 이러한 첩하는 두가지 과제의 동시  해결을 하여 통

 행정법학은 바야흐로 그 이론체계의 근본 인 재 검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다. 화의 여러 가지 동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직능국가에서 격증하고 

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비권력 ” 내지는 “ 부행정”에 한 새로운 법이론

에의 지향, 보다 구체 으로는 행정계약의 비 증 , 행정법상의 제도개념으로

서의 행정지도나 행정계획의 등장, 그리고 행정작용의 다양화와 신 개에 따르

는 행정법각론의 시․재개발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활동의 기

계화, 자동화에 따른 법이론의 모색도 한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동향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 화를 한 시도로서는 컨  공법․사법2원

론,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특별권력 계론, 공정력이론 등 행정에 있어서의 

권력성과잉의 온상이 되어 온 각종의 기본이론체계의 비 ․해체․재편성을 

한 시도를 들 수 있고 한 행정에 한 사법심사확장을 한 공권론, 반사  

이익론, 행정소송에서의 원고 격의 이론, 자유재량론등에 한 제마다의 집

포화와 끝으로 행정 차에 한 법  규제와 련된 행정 차법제정을 한 움

직임 등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강화가 꾸 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8)

서원우 행정법학의 실에 한 심은 한국 행정법학 50년에 한 평가과정에서 

다시 ‘공법학자의 개 으로부터 소외’라는 자성  비 을 통하여 표출된 바 있다.

“이제까지의 법제개  는 개 입법의 추진과정을 조망할 때 공법학이나 공법

학자의 기여도는 극히 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中略… 가령 행정개

을 추진하는 추기구인 행정쇄신 원회나 그 실무 원회에의 공법학자나 행정

법학자의 참여는 컨  행정학자들의 그것에 비하면 거의 으로 무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감사원의 부정방지 책 원회나 국회제도개 원회

에도 공법학자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화시 에 비한 지방자치제

도의 개정문제에 해서도 공법학자의 참여는 극히 미미할 뿐이며, 훨씬 더 많

은 행정학자들이 각종 법제개 에 극 으로 비 있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8) 徐元宇, “行政法學에서 본 行政學”, 한국행정학보 제10호, 1976,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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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하여 공법학자들은 고작해야 이미 결정된 정책사항을 조문화하는 단계에

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왔을 뿐이다. 이러한 개 으로부터의 소회 상에는 나름

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공법학이나 행정법학의 연구의 이 그 만큼 실로부

터 유리되어 있거나 실용 이지 못했다는 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복합 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가령, 공법학의 정치  무장해제가 강요된 지

난날의 경험에서 실도피나 추상 인 개념론이 조장되었을 수도 있고, 공법학

계에 만연되었던 법  허무주의가 실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공법이론의 

을 무디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법학은 행정 실에 하여 무었을 어떻

게 투입해야 할 것인가를 탐색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행법의 테두리 안에

서 풀이하는데 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9)

그는 행정법학의 상이 되는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인 시스템이 변

화하면 행정법학의 과제도 당연히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후에도 계속 견지

하 다. 그리하여 사회의 행정시스템을 구조 으로 변 할만한 정도의 크기

와 넓이를 지닌 행정의 세기 인 구조변 이 진행되고 있는 실에서 그 논리필

연 인 귀결로서 행정에 한 법으로서의 행정법과 그에 한 학문으로서의 행

정법학도 구조 이라고 말할 정도의 변 이 불가피하며, 오늘날 이른바 ‘행정법

학의 정체성 기’(identity crisis) 문제가 새삼 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결과

라고 지 하면서, 많은 행정법학자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10)

서원우 교수의 ‘ 실주의 행정법학’은 가령 남들보다 일  국가의 기능변

화에 주목하여 비권력  부행정이나 계획행정에 을 돌릴 것을 주창하고 실

천에 옮긴 것이라든지, 한국  실에서 토지재산권의 기능변화에 한 인식을 

토 로 토지공개념을 주창한 것 등 숱한 공법  실천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다.11) 

행정법의 규율 상인 행정  사회 상의 이해에 한 강조는, 후술하는 바와 같

이, 자연스럽게 법과 정책의 상호 련성에 한 강조로 이어졌다. 반면, 그와 같

은 실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분히 보수 인 법이론  입장으로 이어지기도 

하 다. 환경권의 법  성질․효력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데서도 

 9) 徐元宇, “韓國行政法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제23집 제3호, 1995, 35-49, 45-46.
10) 徐元宇, “行政시스템의 變化와 21世紀行政法學의 課題”, 行政法硏究(행정법이론실무연

구회), 7호, 2001.
11) 구체적인 실례는 최영규, 앞의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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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을 잘 엿볼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다수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권을 ｢생존권｣․｢생활

권｣ 혹은 ｢사회  기본권｣의 일종으로 성격 짓는 이상 환경권은 별 수 없이 

로그램  내지 추상  권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실

효성은 어디까지나 입법․행정  조치와 련하여 논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지도이념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실 이며 냉정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요컨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권이론의 배경에는 법원의 기

능에 한 약간 지나친 기 가 가로놓여 있는 것 같이 생각되거니와 …… 입

법․행정의 응부족의 실에서 남은 것은 사법에 의한 구제라고 하는 발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나도 비 실

이며 성 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서술하 다.12)

서원우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법 분야의 개척자이자 표 인 환경론자로 기억

되고 있다고 한다.13) 그러나, 지 의 학설과 례 상황에 비추어 다소 수구 인 

인상조차 풍기는 이러한 견해표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반면, 환경문제의 사법

 구제가 가지는 한계에 한 솔직한 인식을 탓할 수 있을까. 더욱이 ‘법원의 기

능에 한 약간 지나친 기 ’에 한 의심은 우리나라 법원이 오랜 기간 사법소극

주의  경향을 보여 왔던 사실과 결코 무 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환경문제에 

해 사법 극주의  경향을 보인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특히 헌법상 기본권

으로서 환경권에 한 한, 여 히 소극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론의 밧 을 놓치면 학문  존재를 받고 실의 잣 를 잃으면 설득력

을 잃고 마는 딜 마에 처한 것이 행정법학의 숙명이라면, 서원우 행정법학은 나

름 로 그러한 딜 마에 일도양단으로 응하지 않고 한 균형을 유지해 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 다. 서원우 행정법학의 도처에서 결코 빗나가지 

않는 실감각을 주면서도 이론  깊이가 결코 손상되지 않은 논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연은 아니다.

1.4. 行政學과 行政法學의 相互聯關

서원우 행정법학의 특징  빼놓을 없는 것이 행정법학과 행정학․정책학 등

12) 徐元宇, 試硏究, 1984/5, 99.
13) 최영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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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호연 에 한 심이다. 서원우 교수 스스로가 양 역을 넘나들며 연

구․학술활동을 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학제  문제 역으로 발 시

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14)

서원우 교수에게 있어 행정법학은 종합  행정과학의 한 심요소로서 이해된

다. 행정을 그 직 인 연구 상으로 하는 행정학에 비하여 행정법학은 행정법

이라는 규범을 매개로 하여 행정에 해서는 간 인 계에 서게 된다. 서원우 

교수는 이를 행정을 심으로 하여 행정학←행정→행정법→행정법학이라는 계

가 되며, 이들 각항 간에는 각각 반작용 계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학과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에도 상호작용 계, 행정법학으로부터의 행정에의 

향 계 등이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15)

“다시 말하자면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계는 방법론 으로는 행정이라고 하는 

“있는 그 로의” 사회사실을 막 바로 그 상으로 하는 행정학이 인과논리  

학과인데 해서, 직 으로는 행정법이라는 사회규범을 상으로 하는 행정

법학은 규범논리  학과에 속하는 것이 되지만 내용 으로는 행정  행정법을 

매개로 하여 상호규정 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16)

이러한 설명을 도식화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14)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 목록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行政法學과 行政學의 관계”, 法政 1966.3, 4; “行政法學에서 본 行政學”, 한국행정학

보 제10호, 1976, 94-114; “현대행정과 행정법학의 과제”, 서울 학교 법학 1978.8; 
“행정법에 있어서의 권력성의 문제”, 고시연구 1990.1, 2; “현대행정법학에서의 행정
과정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990 등.

15) 徐元宇, “行政法學에서 본 行政學”, 한국행정학보 제10호, 1976, 96-97.
16) 徐元宇, 같은 글, 97.

행정학 행정 행정법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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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행정법학을 규범으로서 행정법을 상으로 하는 학문분

과로 규정하면서도 ‘있는 그 로의’ 사실로서 행정 상과 그 행정이라는 ‘있는 

그 로의’ 사실을 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상호규정 계에 놓이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徐元宇 행정법학을 사회  투입과 사회에 한 

산출을 사상하고 규범 자체만을 인식 상으로 삼아 편 한 논리  조작에 념

해 온 개념법학  행정법학과 분리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책임에 한 정책 ․기능론  고찰이나 Forsthoff의 

“생존배려로서의 행정”(Verwaltung als Daseinsvorsorge)에 한 심, 사회국가원

리에 한 심, Smend의 통합이론에 한 심, 정보공개법이나 행정 차법, 행

정과정론 등 미국행정법제에 한 심, 그리고 행정지도의 공과와 평가 등에 

한 서원우 행정법학의 인식 심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상호규정 계를 인식하고  항시 염두에 두고 

있을지라도 양자가 구체 으로 어떻게 공조 는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이론

으로 구명하는 문제는 여 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게 된다. 서원우 교수는 ‘행정

학의 정체성 기’를 극복하기 해서는 행정의 ‘공공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역설

하면서 이 공공성의 문제를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합류할 수 있는  내지 계

기로 부각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행정학을 조직이론을 심으로 하는 「행정과학」으로서 

이해하려는 입장에서의 문제 은 行政(=합리 인 동행동)事象에 있어서의 인

과 계의 탐구를 행정학의 유일한 「焦點」으로 삼는다면 여 히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특색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미해결의 장으로 그 로 남게 

된다는 데에 있다. …中略… 따라서 결국 문제는 「공공 」(Public)의 개념구

성, 다시 말해서 행정학의 독특한 연구 상으로서의 「행정」의 본질구조를 어

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귀착하게 된다. …中略… 어 든 행정학이라는 것

이 비록 일반 인 「행정과학」 가운데서 하나의 독자성을 가질려면 어떤 조직 

내지 사실이 「공익」 내지 「공공문제」(Public affairs)에 하여 어떤 의미에

서든 간에 일정한 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필연 인 제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공성」 즉 공익 내지 공공문제와의 련성은 

윤리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의미에서 행정학은 규범 인 성

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는 공익 내지 공공문제를 제도  차원

에서 승화시킨 법규범과도 연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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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法政策學 지향의 行政法學

서원우 행정법학을 다른 어느 구의 행정법학과 차별화 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뚜렷한 법정책학  지향이다. 서원우 교수 스스로 80년

에 와서 Smend이론에 커다란 매력을 느끼게 된 것도18) 다분히 자신의 미법

인 배경 내지는 動態科學으로서의 행정학 인 배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나 생

각하게 된다고 시인한 바 있다.19) 서원우 교수의 연구연보는 이 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그  요한 것만을 몇 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입법과정의 이념과 실”, 서울 학교 법학 1984.12 

-“現代行政에서의 法治主義의 實狀과 虛像”, 문인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7 

-“정책문제, 과학문제에 한 사법심사”, 이규복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88 

-“과학기술문제에 한 재  통제”, 오세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토지소유제도의 재정립”, 서울 학교 법학 제20권 제1호 1979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제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 제20권 제2호 1979 

-“ 인 법 상과 헌법재 -토지 련법률의 자원분배  특성,” 법률신문 

1989.3.23.

-“토지공개념도입, 헌아니다”, 신동아 1989.5.

-“토지공개념도입의 논리”, Fides(서울 ) 1989.11 

-“토지거래허가제의 헌여부에 한 논의”, 인권과 정의 1989.11, 12 

-“토지기본법과 토지공개념”, 토지연구 제1권 제3호 1990.5, 6

-“韓國における土地公槪念關聯立法について”, 일본부동산학회지 제6권 제1호

-“土地公槪念關聯法施行後國土開發へのインパクト分析”, 일본계획행정학회주최 제

14회 학술 회기조강연 

-“한국지방자치의 당면과제와 망”, 자치연구 제1권 제1호 199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韓日地方自治비교연구세미나 주제논문 1991.11

-“국가배상법의 입법론상의 제문제”, 황 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서원우 행정법학에 있어 법정책학  지향은 종합과학의 구성요소로서 행정법

17) 앞의 글, 109-110.
18) 서원우, “Smend의 理論과 現代公法學”, 法哲學과 刑法(黃山德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79, 479-506.
19) “法治主義의 現代的 展開와 轉換期行政法學의 課題”, 1996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법

과대학에서의 停年退任記念講演.



洪 準 亨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4호 : 372～386382

학의 존재이유와 실지향을 반 하는 당연한 논리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행정

법에 한 정책학  근, 행정법정책에 한 처방의 제시는 서원우 행정법학이 

때로는 개발행정법분야에서, 때로는 토지공개념 입법 분야에서, 때로는 지방자치

제도 개 론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었던 목표 다. 서원우 교수는 한국 행

정법학 50년의 상을 진단하면서 한국행정법학은 법해석과 법정책의 양면에서 

방법론  자기제어를 한 기 과 문제 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방법

론  철 성을 기할 때에만 행정법학은 객 인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제

한 뒤, 행정법학에 있어서의 해석론과 입법론의 역확보, 행정법에 한 과학과 

정책 양면에서의 근, 행정법  정책 안의 극  개발, 행정법학과 인 사회

과학의 동, 비교법의 방법론  심화 등 방법론  자기 신이 요구된다고 갈

한 바 있다.20) 이 방법론  자기 신에 한 요구는 결국 행정법학의 법정책학  

지향으로 귀결되었다.

2. 徐元宇行政法學의 成果

서원우 행정법학의 성과, 다시 말해 서원우 교수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끼친 

향과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 행정법학을 표했던 학자 던 서

원우 교수가 우리 행정법학에 남긴 공헌을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고 생각된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운 학문활동을 통하여 서원우 교수가 이룩한 업 을 정리

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주요 작목록을 일별하고 정리하는 

일만도 상당한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국 행정법학에 한 서 교수의 공

헌은 행정법의 모든 부면에 걸쳐 있고  시간 으로도 거의 반세기에 걸쳐 공

백 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방 한 학문  성과와 성취

를 몇 마디 말로 사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가 간 

길을 따라 걷고 있는 후학의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내릴 처지도 되지 못 한다. 

다만, 앞에서 주마간산 식으로 살펴 본 그의 학문  역정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행정법학에 끼친 가장 두드러진 공헌 몇 가지만을 꼽아 으로써 그가 남긴 후

세의 과제들을 음미해 볼 뿐이다.

최 규 교수는 서원우 교수가 우리 행정법학에 끼친 공 을, ① 미국행정법의 

20) 徐元宇, “韓國行政法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제23집 제3호, 199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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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와 차  사고방식의 도입, ② 비권력  행정에의 심 환기, ③ 토지법  

환경법의 개척과 토지공개념의 주창, ④ 행정쟁송제도의 심층  탐구와 제도개선

을 한 노력, ⑤ 행정법 도그마틱에의 기여와 공공성의 탐구, 그리고 ⑥ 한국행

정법의 해외소개로 집약한 바 있다.21) 특히 그는 행정법 도그마틱에서 서 교수의 

가장 빛나는 업 은, 그가 평생을 두고 추구한 ‘행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이라는 

테마에서 달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원우 행정법학은 ‘實事求是의 행정법학’이었다. 물론 한마디로 모든 것을 포

할 수는 없지만, 행정법학의 여러 분야에서 달성한 실체  업 들을 따로 하고 

그 학문  지향과 특징을 표하고 집약하는 어휘를 찾는다면, ‘실사구시’란 말

만큼 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결국 서원우 행정법학은 ‘실사구시의 행정법학’, 

이를테면 시 는 다르지만, 행정법학에서의 ‘실학’을 선도하 다는 에서 한국 

행정법학에 가장 의미심장한 향을 끼쳤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요한 학

문  기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사구시의 핵심은 객  실인식과 과학  

처방을 통한 실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의 문제해결 심의 실학  

행정법학 은 다음과 같은 지 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행정법을 오로지 행정의 재  통제의 측면에 한정하여 악한다고 하는 것

이 과연 에 있어서의 행정법의 실천  과제와 련하여 타당할 것인가? 행

정과 국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 인 말썽거리의 많은 경우가 재 규범

으로서의 행정법규범의 법원에 의한 용이라는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보

다 다른 방식에 의해 해결되어버리는 것이 실이고, 행정법규범은 본래, 자 

그 로 행정에 한 법인 것이며, 재 규범이기에 앞서 먼  일상 인 행정활

동의 행 규범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오늘에 있어서의 

행정법의 본질 인 특징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더구나 근년에 와서는, 행법을 

제로 하는 개별행정활동의 부의 문제보다는, 이제까지는 행정시스템은 당

연한 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의식하지 아니하 던 것과 같은 보다 원

리 인 여러 문제의 규명에 있어 행정법이론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가가 

요한 심거리로 되고 있는 듯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조 인 행정

시스템개 의 논리  귀결로서, 「사회를 하여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할 공공

의 이익인가, 그것을 가 어떠한 차로 결정할 수 있는가, 거기서 결정되어진 

공공의 이익을 실 할 주체나 방법 등에 한 행정시스템은 어떠하여야 할 것

21) 최영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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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그것을 행정의 직할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 합리 인 새

로운 행정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 단이나 제도설

계에 한 여러 문제의 요성이 실히 의식되어, 이들 문제 에 하여 신뢰

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할 법이론에의 수요가 증 하고 있다고 하는 실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한 수요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정법학의 책무라 할 것이며, 그러기 해서는 행정법이론은 행정활동의 

법치주의  규율과 그 소송법  귀결만에 심을 집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

정에 한 정책결정이나 법제도 설계에 련해서도 의지할만한 규범 인 단

기 을 제공할만한 법이론체계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2)

서원우 교수는 앞서 지 하 듯이 법해석과 법정책의 양면에서 방법론  자기

제어를 한 기 과 문제 역을 개발함으로써 방법론  철 성을 기할 때에만 

한국 행정법학이 객 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 다.23) 행정활동의 

법치주의  규율과 그 소송법  귀결에만 심을 집 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에 

한 정책결정이나 법제도 설계에 련해서도 의지할만한 규범 인 단기 을 

제공하는 법이론체계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여 히 실성

(actu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 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강력한 

공명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제는 후세의 몫으로 남은 일이지만, 함께 반성해 볼 부분도 없지는 않

다. 서원우 행정법학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의 변화와 성과, 는 가령 행정

개 과 같은 행정 실의 변화24)를 행정법학에서 제 로 수용, 소화하지 못하는 

실과 문제 을 지 하고 이에 한 행정법학의 응을 구하는데 역 을 기

울인 반면, 행정법학 역에서의 연구성과나 이론  발 을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 이 , 반 하는 문제에 해서는 상 으로 그리 많은 심을 기울이지 

못 했다. 그리하여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화’는 다분히 일방통행  한계를 가

22) 徐元宇, “行政시스템의 變化와 21世紀行政法學의 課題”, 行政法硏究(행정법이론실무연
구회), 7호, 2001.

23) 徐元宇, “韓國行政法(學)의 現狀과 課題,” 公法硏究, 제23집 제2호, 1995, 47.
24) 그는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행정개혁 - 예컨대 규제완화, 지방분권을 비롯한 행정

의 경량화, 효율화 등의 제 개혁, 행정기구개편, 독립행정법인, PFI, 기타 행정과정의 
공정ㆍ투명화, NPO와의 파아트너십 등 광범한 차원에서의 여러 개혁을 총체적으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행정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혁할만한 정도의 크기와 넓이를 지
닌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徐元宇, “行政시스템의 變化와 21世紀行政法學의 課題”, 行
政法硏究(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7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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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한 이제까지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공동연구나 상호작용이 실 으로 얼마

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는 그러한 이론  정향에 걸맞은 연구성과를 축

해왔는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이 은 서원우 교수 스스로 개 으로부터의 소외

상의 원인으로 지 한 바와 같이 행정법학의 연구의 이 그 만큼 실로부

터 유리되어 있거나 실용 이지 못했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이미 수십 년 

에 제기되고 논의된 과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새삼스  제기될 수밖에 없다

는데 문제가 있다. 필자 역시 이 에 한 한 후학으로서 그리고 행정법학자로

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원우 행정법학의 성취와 한계는 곧바로 후

세의 디딤돌과 과제가 된다. 그런 뜻에서 서원우 행정법학이 이루고 제기한 성과

와 문제들은 여 히 진행형인 한국행정법학의 자산과 부채로 온 하게 후학들에

게 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맺는 말

무릇 인생에는 과부족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먼  가신 분을 남은 자들이 그

리워 할 뿐, 무엇을 어  더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서원우 교수께서는 자

신이 제기하고 씨름한 그 모든 과제들을 마치지 못 하고 무 서둘러 세상을 뜨

셨다. 특히 한국행정법  행정법학의 특수성, 독자성을 인식하기 한 노력에 

착수하 고, 종합  행정과학의 구성부분으로서, 개방  비교공법학의 교훈과 자

양분을 더한 실인식과 이론  깊이를 더한 행정법학, 사회 실에 하여 구체

이고 설득력 있는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책학  지향을 가진, 행정학․정

책학 그 밖의 사회과학  진실을 함께 고려한 과학 인 행정법학을 새롭게 구축

하고자 애를 쓰시던 터라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이제 남은 자들이, 후학

들이 그 투철한 문제의식과 하와 같은 정신 ․학문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

나 그 남기신 뜻을 되뇌기조차 벅찰 따름이다. 다만, 우리는 기억하며 그 분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분이 남기신 선물, ‘멋진 한국 행정법학’을 더욱 더 충실하

게 가꾸어 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맹렬히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행정법, 행정법학, 법과 정책, 공익,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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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king Administrative Law and Public Policy
― cherishing the memory of Professor Suh Won-Woo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pa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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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 Hyung Hong
*

This paper illuminates academic achievements of Professor Suh Won-Woo as a 

scholar, particularly in terms of impact upon and contribution to the 

administrative law, law and public policy in Korea. Reviewed and evaluated are 

his lifelong efforts to perceive the originalit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to try to build a new ‘scientific administrative law’ which is a indispensable, 

integral component of the comprehensive science of administration. Study of law 

and public policy in Korea got into its stride thanks to Professor Suh's 

persevering endeavors to link both fields into a policy science of public law as 

a comprehensiv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s he calls it. Much remains 

unfinished and yet to be developed by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public law 

and policy science, while his works and ambitions still guide us forth in search 

of a new realm of social science where administrative law meets public policy.

Key words : the administrative law, law and public policy, public interest, policy 

science of law,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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