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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의 행정은 ‘행정지도 중심주의’라고 표현될 정도로 행정지도에 행정활동

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지도는 우월한 지위에서 있는 행정기관

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사실행위라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종래 학설상

으로는 사실행위의 성격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일본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官 우선의 사회구

조에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을 회피하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따라서 행

정지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대해 법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지도에 관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는 개별 행정지도의 관점에서는 관련 사실

의 공표, 건축확인신청의 거부나 급수거부와 같은 私人이 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

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수단의 관점에서는 지도요

강 및 요강행정과,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지도를 들 수 있다.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종래 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국가가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한 조치로서, 실제 효과는 제3자인 사업자

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제3

자효 행정지도’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사례로 외부에 드러난 것들을 통해 파악해볼 때, 먼저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을 통해서는 일본의 행정기관이 자신이 정한 산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반발하는 개별 업체를 복귀시킬 강제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석유파동 당시의 석유가격 카르텔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행정

지도가 일정한 폭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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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지도와 가격 카르텔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논의와 함께 제3자효 행

정지도가 私人에게 미치는 손해와 그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실제로는 해당 업계의 자주규제의 형식을 빌려 행해지

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사카버스협회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자효 행정지도의 이러한 운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제3자효 

행정지도의 법률의 근거 요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지도의 법률

의 근거 요부와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지만 작용법상 근거

는 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그 밖에도 제3자효 행정지도는 행정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정책과정이 투명

하지 못하며, 私人의 권리보호와 公益 추구 역시 충분하지 못하며, ‘행정지도로의 

도피’로 인해 법과 제도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

지도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더라도 그 통제의 필요성은 크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통제는 크게 사전통제인 절차법적 통제와, 사후통제인 

쟁송법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절차법적 통제에 있어서는, 일본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을 받는데, 

특히 제35조와 제36조의 적용범위를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문제의 폭넓은 해결

을 위해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2008년의 개정안에서 도입했던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청구,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행정지도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의무 등도 의미 있다.

쟁송법적 통제에 있어서는, 종래 행정지도의 사실행위성을 감안하여 인정되지 않

던 취소소송의 여지를 인정한 2005년의 最高裁判所 판결이 주목된다. 行政事件訴訟
法에서 도입된 확인소송 역시 활용이 기대된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

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 위법성 판단은 물론,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2010년의 

最高裁判所 판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 행정법에 있어 제3자효 행정지도와 그 통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우리나라

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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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가 제시하는 우리 법상의 통제방

안이 현재 제도의 활용 및 입법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그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행정지도, 제3자효 행정지도, 실효성 확보수단, 절차법적 통제, 쟁송법적 

통제.

학번: 2003-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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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우리 행정법상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1) 또

는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2),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상대로 임의적

⋅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하에 행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비법률적 

행정활동”3) 등으로 학설상 정의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지도는 행정의 행위형식 가운데 사실행위에 속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행정법의 강한 영향으로 행정의 

다종다양한 행위형식 중 행정행위에 논의의 초점을 집중하고 있던 우리 행정

법학에서는 행정지도에 관해 종래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

실이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지도가 상대방의 임의에 따른 협력을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로 피해를 입은 私人이 권리구제, 특히 쟁송법적인 측

면에서의 권리구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해해 온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실무에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에 대해 가지는 매력에 비추어 

보면,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행정행위 못지않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

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절차법적⋅쟁송법적 

규제를 받는 행정행위와 달리,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사실행위에 속한다는 성

격상 이러한 제약을 강하게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행정기

1) 김도창, 전정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73, 435면.
2) 김동희, 행정법 I (제18판), 박영사, 2012, 202면.
3) 서원우, 현대행정법론(上), 박영사, 1979, 564면.



- 2 -

관의 입장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를 피하고, 행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집행비용을 절감하면서 자유로운 행정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종래 우리의 실무에서도 

행정행위에 못지않게 행정지도가 그에 수반하여 혹은 그를 대신하여 많이 이

루어졌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행정지도는 위의 특징으로 인해, 행정이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자신의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일본의 행정지도가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된 

것도, 일본에 있어서도 큰 위기였던 지난 1970년대의 석유파동을 오히려 기

회로 삼아 일본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바로 이 일본의 행

정지도가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의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당시에 통상산업성 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야

스히로(中曽根康弘) 역시 경제통제 없이 행정지도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공

언하였고4), 실제로 조업단축이나 사전양해제 등에 관한 행정지도가 행해진 

바 있다.

본고 작성의 계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 이후 비중이 줄어가던 행정지도가 실제 행정에서 다시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는 유럽발 악재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 기조 하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 및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 등과 함께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야말로, 행정이 많은 행위형식 

가운데에서도 행정지도라는 수단에 의지하게 되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추

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행정지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 요청되는

데, 그 검토에 있어서도 일반론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현실 행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4) 나카소네는 1973년 12월 1일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좌담회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겠다. 나는 이것을 민주적 조정이라고 부른다. 산업계, 소비자, 관청이 일치단
결하여 참가하는 것으로, 강권적 색채는 일체 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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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지도를 예측하고 대비함에 있어서는, 본래 행정

지도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지도는 본래 대한제국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종

래 권위주의적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 특유한 행정의 작동방식의 하나로 이해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쳐 많은 부분 일본

의 법리와 실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수된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본고에서 일본의 행정지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私人을 직접 상대방으로 행

해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유형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행정기

관과 업계 간에 이루어지는 조금 특이한 유형의 행정지도를 특히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행정기관이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자단체가 대외적으로는 자율적인 형식으로 가이드라인

이나 지침을 작성하여 소속된 기업체들을 규율하는 형식의 행정지도를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을 본고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라고 칭하기로 

한다.5)

이러한 행정지도는 일반적인 유형의 행정지도에 대해 지적되는 음습성6)이

나 권리구제 불비로 인한 행정의 책임회피의 문제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으면서, 또한 

행정지도의 문제점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유형을 다룸으로써 한정된 논

의의 장에서 보다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지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그간 많은 학위논문에서 다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7) 본고에서는 그간의 논의와는 약간 궤를 달리하여, 협회를 통하

5) ‘제3자효 행정지도’라는 용어는 일본 문헌상 명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
나, 우리나라 학계에서 종래 제3자효 행정행위와 대비하여 본고에서 다루는 행정지도 유형을 
제3자효 행정지도로 지칭하여 왔음을 지도교수와 본고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알게 되었기
에 본고에서도 이 용어로 문제 유형을 표현하기로 하였음을 밝힌다.

6) 야마노우치 교수(山内一夫) 교수가 지적하는 행정지도의 문제점이다. 
7) 최근의 학위논문상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로는 방금희, 행정지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전북대학

교 법무대학원, 2010 ; 김종집, 행정지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행정지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0 ; 안병욱, 행정지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0 ; 정상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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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루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행정지도가 일본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통제는 일본 행정법상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행정현실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

떻게 접근하여야할지, 어떤 통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라는 문제에 관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가 비단 제3자효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간단히 고찰한 

후에, 일본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가 개념이 여하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

해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자효 행정

지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드러나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

고, 그 통제방안으로 절차법적으로는 일본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들, 그리고 쟁송법적으로는 이러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개별 사업자는 

물론 경원자(競願者) 기타 私人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인지

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 행정법에서 어떻게 적용

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확인함으로써 

일본의 행정지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의 행정지

도가 행정법상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

를 짚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행정법에 있어 종래 학계에서 행정지도

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논의의 출발

점으로 삼는다. 나아가,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왜 특히 일본에서는 행정지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일본 행정지도

의 역사에 비추어 짚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행정지도에 관한 종

래의 논의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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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논의는 법 시스템 속에서 행정지도가 보이는 여러 모습을 

모두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단순한 행위형식의 관점에서만 행정지도를 파

악할 경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행정지도를 이해하게 

되어 행정지도의 실제와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

의 행위형식을 넘어 행정의 법 시스템적 관점에서 행정지도를 입체적으로 파

악하고자 하는 견해가 일본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새로운 관점에 입각

하여 행정지도의 실효성 담보수단을 짚어봄으로써 일본에서의 행정지도의 현

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행정의 실효성 담보수단 중, 일본에서 국가가 산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즐

겨 사용한 것이 바로 ‘제3자효 행정지도’이다. 제2장에서는, 이 제3자효 행

정지도의 개념을 짚어보고, 일본의 행정기관이 이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 여러 실례를 들어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국가가 사업자단

체를 상대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에 대해 자율적

으로 행정지도 받은 내용을 강제함으로써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

템 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일본에서 행정이 활용하는 주요한 통제수단의 하나임

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상 전체적인 통계 기타 수치

를 산출하여 제시하는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본고가 법사

회학적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은 이상, 통계수치의 제시가 법학적 논의

로 바람직한 접근방식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들을 

해당 사례나 판례를 중심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째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제3자효 행정지도와 문제들의 관련지점은 어떠

한지, 행정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짚어봄으로써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어떻게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여 제3자효 행정지도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일본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자효 

행정지도 역시 행정지도이고, 그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이라는 특성상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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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제3자효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논

의로 일본 행정법학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된 부분이므로, 이 논의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제3자효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의 적법성을 짚

어본다. 나아가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노정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보

고,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문제점을 유념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법적 근거 이외에도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 행

정책임의 문제를 비롯해 私人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제

3자효 행정지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일본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상정할 수 

있는 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제3자효 행정지

도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그친다면 논의는 현실적으로 큰 의

미를 가지기 어렵고, 그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권리구제와 결부시켜 이

해할 때에만 논의의 실익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3자효 행

정지도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통제방안에는 크게 절차법상 통제와 쟁송법상 

통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일본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상 통제를 검토한다. 

제3자효 행정지도의 성격상 사전통제인 절차법상 통제가 쟁송법상 통제에 앞

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상 통제의 논

의를 위한 전제로, 우선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통제를 살핀다. 일본 

행정절차법은 우리보다 행정지도에 대해 상세한 규율과 관련 논의를 전개하

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최근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안에서는 어떠한 논

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짚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일

본 행정법상의 절차법적인 통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논의되어 왔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절차법적 통제를 벗어나 현실로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행정법상 

어떠한 쟁송법상 통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여러 방안 중 특히 행정쟁송

의 형태에 관한 논의와 국가배상의 가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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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행정쟁송의 형태에 관해서는, 최근의 일본 行政事件訴訟法 개정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확인하고, 취소소송에 관한 最高裁判所의 새로운 판례

를 살펴본다. 국가배상에 관해서는 그 요건구비 여부를 해당 요건별로 분설

하여 확인해볼 것인데,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최근의 最高裁判所 판결과 이해

관계인 기타 일반 국민의 입증책임에 관한 最高裁判所의 입장에 비중을 두어 

논지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를 이해하고 일본 행정법상 절차법

상⋅쟁송법상 통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현재 우리 행정법에 있어 어떠한 시사

점을 던져주는지 짚어봄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행정

법학에서 행정지도, 나아가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일본의 논의가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 우리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

에 대한 규율의 現狀을 파악하고 일본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제3자효 행정지

도에 어떠한 규율을 가하고 또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일본 행정법과 우리 행정법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는 데 본고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법 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일본의 

행정법을 연구하여 우리 행정법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

업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기로 한다.

Ⅰ. 비교법 연구의 의의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용

되는 관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비교법학에 어느 정도의 가치부여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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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나 미국에서는 비교법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

다고 하기 어렵다. 전자에서는 문화적 배경 하에 비교법학을 독자적으로 논

의하고 있지 않고, 후자에서는 비교법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법학자

들의 진출에 의해 싹은 텄으되 개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비교법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법의 비교법 연구는 그 자체로

도 용이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 또 다른 난점이 있다. 

로마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私法과 달리 행정법은 각 나라별로 

발달한 고유한 전통과 제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서로 다른 나라 간에 공통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

교법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각 나라별로 어떠한 제도적 맥락에

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 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

지 못한 성급한 일반화가 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행정법학에 있어 비교법 연구는 매력적

인 분야이다. 행정법이 私法과 달리 각 나라의 고유한 습속의 영향 하에 있

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에 있어서도 역시 개별 나라의 행정법 사이에 근본적

인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善과 衡平의 技術’인 법은 

인류의 실천이성을 토대로 공동체생활에 있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고, 따라서 법은, 나아가 행정법 역시도,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8)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각 나라의 행정법은 각자 고유한 전통과 제

도의 맥락 속에서 다르게 발전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 발전의 단계

를 세 단계로 이해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양상은 각 나라별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비교법 연구

의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행정법 역시 공통된 원리를 근본적으로 공유

하면서도 각 나라별로 고유한 발전과정을 거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비교법 연구는 더욱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여러 나라의 행정법에 대한 비교법 탐구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 간에도 공

통되는 원리가 있음을 찾아내고, 그러한 근본 원리가 어떤 연유로 다른 양상

8)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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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법체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며, 다른 나라가 걸어온 길을 통해 우리 행정법을 되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행정법의 발전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행정법이 현재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다

른 나라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우리 법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어떻게 적

용⋅응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9) 따라서 우리 행정법

에서 비교법 연구는 몇몇 나라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보

다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

다.

행정법에 있어 비교법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비교행정법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비교행정법은 최근에는 행정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행정법학 발전의 궁극적

인 형태가 “행정에 대한 수권과 제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모순을 조화함

으로써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는”10)데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법의 지배라는 통제 하에 둔다는 이 명제는, 본고가 주제로 

삼은 행정지도에 있어 중요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도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교법 연구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일체

의 맥락을 배제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책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론 

역시 비교법학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행정지도에 관해 비교

법 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행정지도가 지닌 맥락을 불충

분하나마 성실하게 짚어 입체적으로 현재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행정지도 연

구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

더라도, 우리 행정지도 연구에 일정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Ⅱ. 행정법학에서 일본과의 비교법의 의미

9) John S. Bell,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Oxford, 2006, 1260면 참조.

10) 박정훈, 전게서,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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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행정지도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일본 행정법학의 

논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 행정법과 우리 행

정법 간의 비교법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자세로 비교법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비교법 연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일정한 나

라, 일정한 관련 주제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 연구는 본디 한 사람이 

전담하여 하기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대상이 넓은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많은 비교법 연구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국가 간과 

같이 일정한 이념 공동체 간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같은 法系
(legal family) 내의 국가들을 비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11)

바로 이 점에서, 다른 나라가 아닌 특히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법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근대 법학은 대한제국 하에서 출발했지만, 그 실질적 

형성은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 하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

본법과 우리 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까운 法系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동

질적인 공동체로 묶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법학의 출발점 역

시 일본 행정법학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우선하여 일본 행정법학을 우리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행정법학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부

분이 있다. 바로 일본 행정법학의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

라, 일본법 역시 독립된 ‘외국법’의 하나로 비교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다.12) 과거 우리 법학 연구에 있어 일본 법학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는 일이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근대 법학이 일본의 강한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이유와 더불어, 당시의 국내 사정으로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학의 성과 역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에 기인

한다. 비단 법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에 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의 연

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반동으로 최근까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原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된 데 비해 일본 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논

11) John S. Bell, 전게서, 1265면-1267면 참조.
12) 이 문제의식은 지도교수와의 논문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갖게 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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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중심 밖으로 벗어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 

역시 간단히 넘길 수 없다 할 것이고, 일본법과 우리 행정법의 비교법 연구

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시각을 달리하여 ‘외국법으로’접근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행정법을 독일 법학을 연구함에 있어 

‘Verwaltungsrecht’로 인지하듯이, 일본 법학에서는 ‘行政法’이 아니라 

발음대로 ‘교세이호’로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간의 우

리 행정법학의 발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인식

과도 연결된다. 이는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 행정법학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

다는 사실과도 연계된다.

그 한 단면으로, 우리나라에서 쟁송법에 대한 발전은 양적으로도 현저한 

데 반해, 일본은 행정지도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

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의 국민성과도 연계된 부분인데, 결

과적으로 행정소송이 활성화된 우리 행정법학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것은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그 영향으로 일본의 행정법은 일본 사법시험

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며, 최근의 행정법학서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법학의 해석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에 

이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법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우리 행정법이 우위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본고에서 일본의 행정지도를 논하는 것 역시,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논

의를 우리 법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행정

지도에 관한 학설상⋅판례상 논의가 우리보다 활발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 우

리 법상 통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계기로 삼으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행정작용 일반에 관한 여러 나라의 비교법 연구

까지 합쳐서 완전한 비교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론과 통제방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법에 어떻

게 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선에서 우선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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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 행정지도 일반론

일본의 행정은 “행정지도 중심주의”하에 작동하고 있다13)고 할 정도로 

행정행위보다 행정지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넓은 영역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행정지도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법학에서 종래 행정지도는 행정의 행위형식 중 하나인 사

실행위로 구성되어 왔고, ‘일본 행정절차법’14)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시경제에서 출발하여 일본 경제의 高度성장기에 산업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등, 官을 우선하는 일본사회에서 행정 편의를 위

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지도의 이러한 복합적 성

격을 반영하기 위해, 일본 행정법학에서도 행정지도를 이해함에 있어 법 시

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도 

일본 행정지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

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활용하여 왔고 그에 관한 쟁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실효성 담보조치로서 

지도사실 또는 위반사실의 공표, 건축확인 또는 급수 등 私人이 원하는 행위

의 거부, 지도요강을 이용한 요강행정은 물론, 나아가 제3자효 행정지도가 활

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하에서 관련 쟁점을 논하기로 한다.

제1절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의 개념

Ⅰ. 행정지도 개념의 특수성

13) 大橋洋一, 行政法 I（現代行政過程論）, 有斐閣, 2009, 374면.
14) 일본법률상 원제는 행정수속법(行政手続法)이다. 그러나 절차(節次)라는 단어가 일본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수속(手続き,てつづき)이라는 단어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수속
은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행정절차법’으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인다. 또한, 우리나라에 나온 논문에서도 상당수가 별다른 고민 없이 일본 행정절차법으로 처
리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원문이 아닌 ‘일본 행
정절차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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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일본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행정의 행정지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나머지, 행정처분 중심주의가 아니라 ‘행정지도 중심주의’ 하에 

행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 활용의 폭 역시 조업단축 권고, 

가격 등 물가억제 지도 등 일반의 주목을 받는 것부터, 통상의 경제생활, 또

는 私人의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권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종다양

하다. 따라서 그 다양한 현실적 기능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하나의 개

념으로까지 고양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15)

따라서 일본에서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원래 법률용어가 아니라, 관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면서 정착된 용어

라는 사실 역시 행정지도 개념의 특수성이자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이해

할 수 있다. 행정지도가 학문상의 논의로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은 1962년에 

당시 내각법제국 장관이었던 하야시 슈조가 쓴 논문16)이 시발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로 여러 행정법학자들이 행정지도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

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고 분석해보기로 한다.

Ⅱ. 일본 행정법학계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의

최초로 행정지도를 학문적으로 정의한 하야시 슈조는, 행정지도를 “행정

기관이 어떤 행정 분야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법령의 집행, 적용으로서 특정

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 강제하고, 또는 임의적이지만, 법

령의 근거에 기초하여 상술한 자에 대하여 지도, 권고, 조언을 하는 것이 아

니고, 법령의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 있고 

싶다고 희망하고 바라는 바를,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 동의하에 실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7)

반면에 나리타 교수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장사무에 속하는 사

항에 대해, 특정한 개인, 공사법인, 단체 등에 비권력적⋅임의적 수단을 이용

15)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行政法研究 第三巻）, 有斐閣, 1989, 188면 참조.
16) 林修三, いわゆる行政指導について, 行政と経営 8号, 1962.
17) 林修三, 전게논문, 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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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 하에, 행정기관이 이러

하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러한 자들

을 지도하는 일련의 작용을 가리킨다.”18)고 행정지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가 하야시의 정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법률상 근거의 유무를 불문하

고 모두 행정지도로 포섭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19)

그리고 시오노 교수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객체의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기대하면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

이 없이 행정객체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정의 행위형식”이라고 

행정지도를 정의20)하고 있는데, 나리타 교수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행정지도의 대상 영역을 公행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

의 동의 내지 협력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동의 내지 협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는 점 등에서 양자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견해

도 있다.21)

그 밖에도 여러 학자들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의가 있으나, “행정기관이 

상대방인 국민이나 주민의 동의와 협력 하에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는 공행정

상의 수단인 원망(願望)의 표시”22)로 행정지도를 이해하는 지바 교수의 견

해에서 보듯이, 나리타 교수와 시오노 교수의 정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주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18) 成田頼明, 行政指導（現代法 4）,有斐閣, 1966, 131면.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187면에서 
재인용)

19) 이 이후로 법률상 근거의 유무에 따라 행정지도로의 포섭 여부를 달리하는 학자는 그다지 발
견되지 않는다. 村上義弘, 行政法と現代社会, 嵯峨野書院, 1982, 52면이 그러한 저술에 해당하
는데, 여기서는 행정작용법상 근거를 가지고, 즉 행정기관이 법률상 수권을 받아 행하는 권고, 
지도를 행정지도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하야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지도는 행정작용법상 수권이 
없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는 권고
나 지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적인 표현행위라는 점을 중시하여 행정처분으로 파악하거나, 법
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실행위의 범주에 넣거나, 그 밖의 제3의 범주를 두
고 이에 속하게 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학설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하야시와 무라카미 외에는 그러한 논의는 일반
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188면 ; 塩野宏,  行政法 I, 有斐閣, 1991, 151면.
21) 千葉勇夫, 行政指導の研究, 法律文化社, 1987, 4면.
22) 千葉勇夫, 전게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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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행정법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면, ① 일정한 공행정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② 상대방의 임의에 따른 복종, 즉 동의 또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③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하는, ④ 희망의 표시 또는 적극적 권유로서 

명령적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도로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전

의 행정지도에 관한 관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노우치 교수는 이러

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복종의 임의성, 사실행위로서의 성격, 행정지도의 적극

성, 행정지도의 우위성으로 정리하고 있기도 하다.23)

다만 야마노우치 교수는 행정지도를 “일정한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하는 지도로서, 사실상의 강제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24) 이른바 조언적 행정지도를 행정지도에서 분리

하여 논하고자 하는데, 이는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를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 시스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논의와 연결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내용은 제3장 제1절 이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Ⅲ.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정의

1993년 제정된 일본 행정절차법은 정의규정인 제2조 제6호에서 행정지도의 

개념을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일정한 행

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기타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 학자들의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와는 달리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

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도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

본 행정절차법의 제정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25)

이러한 일본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는 법 제정 전의 학자들의 

정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26). 그 영향에서인지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23) 山内一夫, 行政指導, 弘文堂, 1977, 15면 외.
24) 山内一夫, 行政指導の理論と実際, ぎょうせい, 1984, 4면.
25)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編, 逐条解説行政手続法（18年改訂版), ぎょうせい, 2006, 8면-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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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교과서는 행정지도에 대해 특별하게 정의를 하는 대신 본 정의규정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27) 

다만 오타 교수는 일본 행정절차법상 정의에 의할 경우 행정지도와 학설상

으로는 구별가능한 행위가 구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처벌의 원인이 되는 행정의 私人에 대한 질문, 이른바 준강제조사 

또는 간접강제조사로서의 질문이 일본 행정절차법상 정의로는 행정지도와 구

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28) 이 점을 감안하여 오타 교수는 

“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특정한 자에 대해 그 자가 의무

로 부담하지 않는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요망하는 행위”라고 독자적으로 

행정지도를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29)

Ⅳ. 일본 행정지도의 특이성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행정법상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에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파악해낼 수 있다. 즉, 행정지도는 ① 

행정기관이 私人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서, ② 그러나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을 구하는 사실행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①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대등하거나 하위의 지위에 있는 행정상의 단순한 요망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이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② 명령적 행위

와 같은 행정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위로

서,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지도는 여러 행정의 행위형식 중에서도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물론 비교법적으로 볼 때, 행정이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예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30). 그러나 일본의 행

26) 太田匡彦,  行政指導, 行政法の新構想 Ⅱ（磯部力⋅小早川光郎⋅芝池義一 編, 2008), 161면 참
조.

27) 稲葉馨, 行政法（第二版), 有斐閣, 2007, 116면 ; 大橋洋一, 전게서, 373면 ; 宇賀克也, 行政法概
説 I (第三版), 有斐閣, 2009, 366면 등.

28) 임의조사로서의 질문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太田匡彦,  전게논문, 164면 참조.
29) 太田匡彦,  전게논문, 165면.



- 17 -

정지도는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일본 특유의 행정의 작동방식의 하나로서 이

해되고 있으며31),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던 서양에서는 한동안 일본의 행

정지도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인 ‘Gyousei Shido’로 통용하기도 하였다.

이하 제2절과 제3절에서는, 단순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법학적 정의

에서 벗어나, 일본의 행정지도가 어떠한 연혁을 거쳐 일본에서 활용되어 왔

는지를 살펴보고(제2절), 이렇게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널리 이용된 이유가 무

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제3절), 특이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일본의 행정

지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제2절 일본 행정지도 활용의 역사

Ⅰ. 행정지도의 탄생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

의 여지가 있다. 일설32)은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이중구조에서 행정지도 발생의 연원을 찾고 있다. 이 설명에서

는 일본의 행정지도를 이중적인 사회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이

해한다.

일본이 비록 유럽문명에 복속되지 않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자발적인 근대

화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평등조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지상명제였던 근대화를 하루빨리 달성하여 불평등조약을 철폐하기 위

해, 당시 일본의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근대적 산물인 자유주의⋅개인주

30) 佐藤英善, 최우용 역,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활동과 행정지도, 동아법학 제21호, 1996, 560면에
서는 영미법상의 ‘administrative guidance’나, 독일법상의 ‘Verwaltungslenkung’이 일본법
상의 행정지도와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佐藤英善 역시 일본법상
의 행정지도가 이들과 다른 특유한 성격이 있음을 긍정한다.

31) 물론 행정지도의 특수일본적인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 Michael K. Young,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Guidance : Governmentally Encouraged Consensual Dispute 
Resolution in Japan, Comlumbia Law Review, Vol.84, No.4, 1984 등.

32) 유진식, 행정지도의 법률학,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98면-199면.



- 18 -

의를 기조로 한 법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럽 열강이 불평등조

약을 강요하면서 내세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이 근대적인 법체계

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과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근대적인 법

률들은, 당연히 당시 일본사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었고, 일

본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통합시스템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률에서 예정하는 사회통합 시스템과 실제로 기능하는 시스템(‘관

민협조체제’) 간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

의 이중구조 하에서, 자립한 개인을 바탕으로 한 유럽의 통합방식과 일본이 

지니게 된 고유한 통합방식 간의 괴리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행정지도라고 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일본에서 행정이 행정지도를 활용하기에 이른 역사

적 맥락을 밝혔다는 의미 그 이상의 것을 가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

다.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의 전시경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전시경제체

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기업과 관청 사이에 밀접한 지도관계가 형성되게 되었

고, 이 시기의 경험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33) 점에서 

이 시점을 행정지도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경과를 보면34) 1935년 가을에 발족한 일본의 싱크탱크인 ‘일만

(日滿)재정경제연구회’에서, 경제활동전반에 행정기관이 강력한 지도하에 자

문위원회 또는 업계단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행정지도를 보다 철저히 수행해

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이 1937년에 탄

생한 ‘기획원’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탕으로 물자동원계획 등이 

구성되어 관료가 재계를 통제, 조절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1930년대 후반부터 엘리트 주도로, 특히 경제 분야와 무역통제 분야에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33) 채원호,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2 No.1, 96면-97면 참조.

34) 노기현, 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 방안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인
하대학교 법률연구 제15집 제2호, 2012, 92면 이하에 간단히 요약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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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작동방식으로는 각각의 산업별로 통제회가 조직되고 각각의 

통제회가 기업을 통제하면서, 통제회의 회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를 이용

하였다35). 따라서 통제회의 사무조직 자체는 민간 각 기업에 의해 구성되었

으나, 정부가 지정해주는 할당량에 따라 생산하는 체제였을 뿐, 자주규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되고 있다.36) 私見으로는, 통제회를 통해 행정

이 업계를 통제하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제4장에서 논의할 제3자효 행정지

도의 원형이라고 생각된다.

Ⅱ.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행정지도

정부에 의한 민간기업 통제로 시작한 일본의 행정지도는 정부의 강력한 시

장개입이 필요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1950년대에는 행정지도가 그

다지 부각되지 않았으나, 1960년대 이후 일본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개방체제 하에서 명령⋅허가⋅면허에 의한 명시적인 통제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 통상산업성이 “종전의 확립된 관행을 법률 이

외의 수단으로 계속하기 위한 마법의 램프”로 꺼내든 것이 바로 행정지도였

다고 한다.37)38)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행정지도는 그 이전의 행정지도와는 다른 양

상을 보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구재벌이 전쟁과 미군점령 하의 재

벌해체로 인해 그 힘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고, 행정 측에서도 신헌법의 제정

과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민주화 열풍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전

과 같은 상황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戰前의 직접적인 통제방식

35) 대한제국 시기에는 유의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행정지도는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특히 아래와 같이 통제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승연, 한국 행정지도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6, 
153면 참조.

36) 1941년부터 불과 1년 2개월 사이에 이러한 통제회가 23개나 설립되었다고 한다. 채원호, 전게
논문, 97면 참조. 그러한 통제회가 전후 고스란히 승계되어 관련 협회가 설립되는 모습에 관해
서는, 채원호, 전게논문, 98면의 표를 참조.

37) 古賀純一郎, 変化したのか行政指導, 法と経済学会 第６回全国大会研究発表梗槪集, 2008, 159면
-160면.

38)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통상산업성의 연보에 처음 등장한 것이 1962년이고, 하야시가 행정지도
에 관해 논문을 쓴 것도 같은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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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접적인 자주규제방식을 벗어나, 관민협조에 의한 새로운 방식으로 행

정지도를 접근하게 되었다.39)

그 과정에서 통상산업성의 행정지도의 강제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으로, 1963년의 이데미쓰(出光)흥업 사건과 1965년의 스미토모

(住友)금속공업 사건이 있다. 두 사건은 모두 과당경쟁과 질서붕괴를 우려한 

통상산업성이 업계에 내린 조정 내용에 불만을 품은 개별 기업이 이에 반발

했던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행정지도에도 그 성격상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40)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는 1970년대의 이른바 석유파동을 거치

면서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즉,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일본 정

부가 제출한 긴급대책인 ‘석유긴급대책요강’(1973년 11월 16일 각의결정)

은, “강력한 행정지도의 실시”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의 급격한 가격인상 억제에 성공하게 된다. 이

러한 전후관계에 관해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행정지도는 “기업

의 횡포를 막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실현”한다는 바람직한 이미지로 국민들

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한다.41) 이 당시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행정지도

에 따른 가격인상의 합의가 경제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카르텔 형성에 해당하

는 것인지가 논의되었는바, 대표적으로 1984년의 석유가격카르텔 사건이 있

다.42)

그러나 행정지도를 받는 업계로부터도 불만의 목소리43)가 있었던 데다가, 

결정적으로 미일구조협의에서 미국 측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수입을 저지하는 이질적인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질적인 나라에는 자유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룰을 적용할 필요가 있

39) 채원호, 전게논문, 98면-99면 참조. 상세한 논의는 행정학의 영역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40)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1) 古賀純一郎, 전게논문, 161면. 저자는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묻지 아니하

고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42) 역시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3)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일본의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企業OB

ペンクラブ, 政治家⋅官僚への48の苦言⋅提言 : これを読まなきゃしまいだ！, マネジメント, 
1993, 102면-104면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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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세로 나오고 그 최종보고서에서 시정해야 할 일본의 행정관행으로 

행정지도를 지목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4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민당 

정권의 일명 ‘55년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탄생한 새로운 정권은 행정절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행정지도도 절차법적 통제를 받기에 이르

렀다.45)

Ⅲ.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후의 행정지도46)

  

1993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지도는 사전적인 절차법적 통제를 받

게 되었다. 그 결과, 특히 본 절에서 주로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는 산업정

책과 관련된 행정지도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지도를 주 무기로 한 사전관여에서 사후관여로 체제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 후에도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완전히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하였

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원고가 

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소유금지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생활보호

폐지처분을 다툰 후쿠오카지방재판소판결47) 등에서 행정지도가 일상의 영역

에서 꾸준히 행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48)

산업정책에 관한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금융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청의 태도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금융청은 2008년에 “규칙에 의거한

(rule base) 감독과 원리에 근거한(principle base) 감독의 최적의 조합”이라

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원리를 행정과 업계가 존중해야할 주요한 

행동규범⋅행동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리(principle)주의를 실

행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문의 근거가 없는 

종전의 자의적인 재량행정의 부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이는 종전의 행정지도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시도로 읽히는 

44) 古賀純一郎, 전게논문, 162면-163면 참조.
45) 노기현, 전게논문, 94면 참조.
46) 상세한 내용은 古賀純一郎, 전게논문, 166면-182면 참조.
47) 福岡地判1998(헤이세이10년)年5月26日, 判時1678号72頁
48) 이는 제3장에서 다룰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의 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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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다.49)

또한 국토교통성은 공항시설에 대한 외자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입안된 공

항정비법 개정안에, 항공회사의 운영에 관한 핵심사항에 관한 종전에 없었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공항정비법 개정안은 

정치적 이유로 폐기되었으나, 외자규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을 기화로 행

정지도를 은근슬쩍 법제화하려고 한 사실은 국가개입의 시도로 비판을 받았

다.

통상산업성의 후신인 경제산업성은, 한편으로는 행정지도를 대신하여, 종전

에는 임의적이었던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규정을 두는 등 법령을 엄

격화하는 시도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진 경제산

업성이 원자력사고의 빈발로50)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화된 전력업계를 상대로 

예전과 같이 구두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전력업계는 이에 대해 일본 행

정절차법상의 서면화 요구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

다.

Ⅳ. 평가

일본의 행정지도는 그 시작에서부터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까지의 형성과정

의 특수성에 의해 앞선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대등하거나 하위의 지위에 있는 행정상의 단순한 요망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이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② 명령적 행위

와 같은 행정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위로

서,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사실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후에는 행정지도에 여러 가지로 통제가 가해지고 있

기는 하나, 일본의 행정이 행정지도를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 경

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는 여

전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제3절에서 특히 일

49) 특히 古賀純一郎, 전게서, 177면 참조.
50) 논문이 작성된 200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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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이러한 행정지도가 널리 이용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일반적으로 점하는 위치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3절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널리 이용된 이유

행정지도는 일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례로, 총무성 간부

의 증언에 의하면 총무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에 관련한 행정지도는 연간 

30건 정도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 행정처분은 그 10분의 1 이하인 2~3건만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한다.51) 이렇게 일본의 행정 실무가 ‘행정지도 중심주의’

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세 가지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Ⅰ. 官을 우선하는 일본사회

일본은 근대화 이후에도 관존민비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행

정을 ‘윗분(お上)’52)으로 받아들이면서 행정(お上)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다.53) 이렇게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면이 서구에 비해서 많이 부

족하였으므로, ① 행정이 어디까지나 우위에 서면서 ② 상대방의 임의적 협

력을 구하는 사실행위로 행정지도를 행하더라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그 대신 일본 특유의‘수직사회’(たて社会)에서 일본의 官과 민간 또는 업

계는 이른바 官으로부터의 ‘온정적 권위주의’(paternalism)에 기초를 두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석’(甘え)의 심리54)에 

51) 古賀純一郎, 전게논문, 172면.
52) 편의상 윗분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용어 자체가 官 또는 행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53) 대표적으로 山内一夫, 行政指導, 85면-86면 참조.
54) 하급자 또는 약자가 강자와의 예속적 관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기대를 말한다. 정몽준, 일

본의 정부와 기업관계, 한국경제신문사, 1995, 163면 참조. “일본의 대경영주⋯조차 위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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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비공식적인 작용을 선호하는 토양 위에 형성된 일본사회의 독특한 멘탈

리티 하에 행정이 기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55)

Ⅱ. 행정의 편의⋅효율성 도모

사회배경 외의 기능적 관점에서 행정지도가 선호되는 이유로, 행정의 입장

에서는 행정지도의 편의성⋅간편성이 지적되고 있다. 행정행위를 통해 권력

적 규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회나 지방의

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이 겪어야 하는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게 되

는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의할 경우 행정의 편의

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56)

행정지도를 이처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일상적이지 않은 비

상사태나 유동적인 상황 하에서 행정이 다종다양한 조치를 시간과 노력을 행

정처분에 비해 적게 들이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총무성의 사례 역시, 행정지도는 통상산업성 

내부에서 검토를 개시한 후 1개월 내외에 이를 내릴 수 있는 반면, 행정처분

의 경우에는 사실인정과 심의회 논의를 거치므로 3개월 정도로 시간이 더 걸

린다는 점이 큰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행정기관이 업계에 대해서 행한 행정의 방침은 ‘호

송선단(護送船團)방식’으로 흔히 표현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

평양에 지원물자를 보내는 호송선단이 가장 느린 배를 기준으로 항해했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사업자단체를 형성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산업정

도받는 것에 극히 일본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고, … 그 代償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경영자와 그가 지배하는 그룹은 국가적 이익에 민감하
며, 정부의 계획입안자들의 지시를 대체적으로 꽤나 선선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井上
勇, Robert Guillain, 第三の大国⋅日本, 朝日新聞社, 1969, 103~104면의 서술도 이와 관련해 이
해할 수 있다(山内一夫, 전게서, 121면에서 재인용).

55) 塩野宏,  行政法 I, 152면 참조.
56) 山内一夫, 전게서, 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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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관한 지침을 정한 후에 이를 시행하면서 탈락하거나 낙오하는 업체가 

없도록 하는 행정방침을 일컫는다. 이러한 호송선단방식은 일본 고도성장기

의 유동적인 경제상황과 석유파동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상

황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는바, 이를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는 행

정이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지도가 필연적인 선택

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Ⅲ. 분쟁의 회피

무엇보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당사자의 납득과 양해를 

얻을 수 있다57)는 점은 행정지도를 활용하게 되는 큰 장점이 된다. 행정처분

에 의하는 경우보다 행정지도에 의하는 경우가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다 덜 

관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58)

산업정책에 관한 행정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행정의 역사상 초기와 

같은 ‘사실상의 강제력’은 점차 상실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전적인 자유시장이 성립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행정지도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지도의 주체인 관료와 상대방 업계 간에 심의회나 ‘낙

하산’(天下り) 등의 준 내부조직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행정과 업계는 1회가 아닌 장기적인 이익교환의 수

단으로서 행정지도를 제도화하였다. 즉, 행정과 업계 사이에 준공공조직, 심

의회, 업계단체 등의 이해공동체(커뮤니티)가 제도적으로 연락기구, 조정기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59)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정지도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행정지도에 불복하

고자 할 경우에도, 쟁송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복종의 임의성

이 행정지도의 개념요소로 파악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이나 국가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정요건 미비나 입증곤란 등으로 인해 

57) 塩野宏, 行政法 I, 152면 참조.
58) 山内一夫, 전게서, 112면 참조.
59) 채원호, 전게논문, 1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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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타 권력적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많이 

의존하였다고 한다.60) 

제4절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검토할 필요성

Ⅰ. 일본 행정법학계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 시스템적 접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는 행정의 행위형식으로는 사실행위

에 해당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산업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고, 행정절차법 시행 후에도 그러한 태도에는 근본적

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이 행정지도를 선호하게 된 원인으로는 

官을 우선하는 일본사회,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 도모, 분쟁의 회피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논의는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정지도를 입체적

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행정지도는 독립한 행정의 행위

형식 중 하나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행정지도 그 자체가 일련의 행정과정

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61) 때문이다. 즉, 행정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

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와 관련한 행정과정을 염두에 두고 법 

시스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야마노우치 교수62)가 특히 규제적 행정지도에 있어서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표에 의한 여론조성, 이른바 억제적 조치, 사

전권고 등에 대해 검토한 것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지바 교수가 행정지

도를 분류하면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 5가지를 분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관점

으로 보인다.63)

60) 山内一夫, 전게서, 112면 참조.
61) 塩野宏, 行政法 Ⅰ, 154면 참조.
62) 山内一夫, 전게서, 특히 제4장(83면 이하) 참조.
63) 千葉勇夫, 전게서, 15면-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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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행정지도가 전체적인 행정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일정한 맥락, 즉 행정지도의 목적이나 배경의 차원에서, 법 시스템적으로 행

정지도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본 행정법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context approach’라고 이를 일컫는데, 맥락에 따른 접근 정도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나카가와 교수는 통일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 힘든 다종다양한 행정

지도에 대해, 最高裁判所 판결 기타 학설상 중요시되는 유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행정지도가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의 내용이 법정되

어 있는가, 법정 외인가를 일응의 잣대로 삼아 전자에는 각각 재량권의 협력

적 행사에 대한 협력의뢰, 재량판단의 표현방법, 법정의 행위형식⋅절차의 회

피수단(bypass)으로서의 행정지도가 있고, 후자에는 民-民분쟁의 중개, 긴급

조치, 법정 외의 구체적 정책기준에 대한 협력의뢰로서의 행정지도가 있다고 

한다.64)

마찬가지로 맥락(context)의 관점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법 시스템을 이해하

고자 하는 오타 교수는,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시간에 따른 과정과 행정지도

를 둘러싼 이익배치를 양대 축으로 하여 행정지도를 유형화하고 있다. 즉, 과

정의 관점에서 개시 전, 실시단계, 종결단계, 사후의 실효성 확보조치를 검토

하고, 이익배치의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익만이 고려요소가 되는 

경우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인 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나

누어 검토하고 있다.65)

Ⅱ.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조치 검토의 필요성

 

본고에서 행정지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법적 시스템을 전체적

으로 다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은 능력과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행정지도를 단순히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의지하는 사

실행위로만 파악한다면 행정지도의 실제와의 괴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한계

64) 상세는 中川丈久, 行政手続と行政指導, 有斐閣, 2000, 209면-216면 참조. 나카가와 교수는 이러
한 작업을 통해 행정지도의 실정법적 측면에 주의를 환기하고, 행정지도와 법률유보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며, 일본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65) 상세는 太田匡彦, 전게논문, 170면-1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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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어떻게 행정과정 속에서 작동하는가를 입체적으

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방법론으로는 오타 교수의 유형화 중 행

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유형화가 행정지도를 입체적

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하에서는 행정지도의 실효

성 확보조치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만 지면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실효성 확보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검토하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먼저, 행정지도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실효성 확보조치로서 행정지도와 

관련한 공표, 私人이 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로서 건축확인신청에 대한 응

답유보와 급수거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를 

행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용한 수단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지도와 지도요강에 의한 요강행정을 짚어보기로 한다.

제5절 개별 행정지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조치

이하 이 절에서는 개별 행정지도와 결부되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이

용되는 조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5절과 제6절의 실효성 확보조치들은 서

로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여러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언급해둔다.

Ⅰ.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

1. 의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는, 공표의 정보제공 기능과 제재 기능에 

의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다시 말해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행정과 상대방 간

이 아닌 일반 여론의 힘에 의해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66)이다. 비권력 작용으

66) 山内一夫, 전게서,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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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공권력의 발동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도 행정지도에 꼭 필요한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67) 공표와 형사벌, 과징금, 그밖

에 뒤에서 논할 행정서비스의 제한은 제재를 통한 강제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공통되지만, 후자와 달리 공표의 상대방은 행정지도를 위반한 자나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법제화된 공표의 종류

행정지도에 관련된 사실의 공표는 그 뛰어난 실효성에 주목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68). 법제화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조례로 규정된 경우, 

제3절에서 살펴보게 될 지도요강에서 규정된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된 공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볼 수 있

다. 

첫째, 공표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공표의 대상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와, ② 아예 처음부

터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법제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69). ①의 경우는 비난을 통해, ②의 경우는 더 많은 감시를 통해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②의 경우는 공표의 정보제

공 목적에 충실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둘째, 공표의 대상이 된 행정지도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에 법적 의무성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적 의무성이 ① 

부여되어 있는 경우와 ②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70). ①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67) 北村喜宣, 行政指導不服従事実の公表, 政策実現と行政法（成田頼明先生古稀記念）,有斐閣, 
1998, 136면.

68) 대표적인 예로서, 국토이용계획법 제26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래 행정지
도와 관련한 사실의 공표에 관한 문헌에 빠짐없이 예로써 소개되고 있는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下請代金支払遲延等防止法) 제7조 제4항(하청대금의 지급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03년의 법 개정으로 삭제되
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69) 北村喜宣, 전게논문, 141면 ; 山内一夫, 전게서, 87면-88면 참조.
70) 기타무라 교수는 전자를 구체적 법적 의무 선행형, 후자를 구체적 법적 의무 부존재형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北村喜宣, 전게논문, 142면-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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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고, 그 위반에 대해 주로 권고의 형식으로 행정지도

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반 시에 공포를 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 반해, ②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설정하지 않고71), 

행정지도와 공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공표와 일본 행정절차법 제32조 제2항72)의 ‘불이익한 취급’

행정지도 사실 자체에 대한 공표와 달리,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종 사실의 

공표에는 일본 행정절차법 제32조 제2항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다. 이러한 공표의 경우 현실에서 매우 강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본 행정절차법 제32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 “느슨한 의무이므로 느슨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공표를 이

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조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73)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와 관련한 이러한 공표는 동조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74) 

행정기관이나 입법자는 처음부터 공표로 인해, 불매운동이나 항의, 관련자

에 대한 비난이나 괴롭힘 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일단 공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행정 역시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반대 견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느슨한’ 수단

으로 상대방에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동조에서 

말하는 불이익취급의 금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무관한, 법 이전의 문제이

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한다.

71) 책무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72)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

을 해서는 안 된다.”일본 행정절차법상 실체법적 규율의 하나로서,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제6
장을 참조.

73) 総務庁行政管理局　編, 逐条行政手続法ー公正と透明な行政をめざして, ぎょうせい, 1994　(北
村喜宣, 전게논문, 140면에서 재인용) 등, 주로 행정기관 측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로 보인다.

74)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解説（第五次改訂版), 学陽書房, 2006; 大橋洋一, 전게서, 383면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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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칙적으로 공표가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우가 교수는 위법

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제재로서 공표를 한

다면 공표는 바로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다

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표라면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75) 

그러나 기타지마 교수는 행정이 공표로 인한 효과를 통제할 수 없음을 들

어, 행정지도의 정책목적에 구체적인 법적 의무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비례원

칙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태도⋅위반행위의 악질성의 정도는 물론, 권고 즉 

행정지도와 공표에 있어서 각각 요건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가 보이

는지76)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77)78). 이는 주체인 행

정 역시 그 이후의 여론의 움직임을 제어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가, 잘못 운용될 경우 이른바 인민재판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일본의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에서 최근 이러한 공표를 법 개

정을 통해 삭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공표와 관련된 사전절차의 필요성

공표로 인한 사회적 신용의 실추는 복구하기 힘든 손해를 가져오는데, 공

표에 대해 취소소송 등 쟁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일본 행정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공표가 일본 행정절차법 제32조 제2항의 ‘불

이익한 취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표를 할 수 있는 사례의 경우에도, 이

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75)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I, 248면 참조.
76) 다만 기타지마 교수는 공표를 규정한 일련의 입법이 공표에 관한 규정의 존재로 인한 위하효

과를 주는 데 만족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
고 있다.

77) 상세와 예시는 北村喜宣, 전게논문, 141면-155면 참조.
78) 다카하시 교수 역시 제도를 운용하는 측의 의도보다는 공표가 강력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한다. 南博方⋅高橋滋 編, 注釈 行政手続法, 第一法規, 2000, 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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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법학계에서는 공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청문 기타 변명의 기

회를 부여하는 사전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한 상대방 私人
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79). 정보제공적 

공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면 절차보

장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판결80)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私人이 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

1. 개관

행정지도에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정과정을 통해 

私人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 역시 행정지도에 대

한 훌륭한 실효성 확보조치로 기능한다. 이하에서는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

와 관련된 거부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신청에 대한 응답의 유보와 급수거부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81) 양자는 특히, 제6절에서 논의할 요강행정의 실효

성 확보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신청에 대한 응답의 유보

(1) 의의

이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확인신청에 대한 유보의 형태로 나타난

다. 즉, 건축주의 건축확인신청에 대해 일조권 기타 도로운행상의 문제 등으

로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근 주민

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축확인을 유보하면서 합의를 권유하는 행정지

도를 계속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79) 山内一夫, 전게서, 89면 ; 宇賀克也, 전게서, 248면.
80) 大阪地判2002(헤이세이14년). 3. 15. 판결, 判時 178호 397면.
81)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행정지도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원재료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의 

할당을 삭감하는 수법도 있었다고 한다. 山内一夫, 전게서, 89면.



- 33 -

(2) 건축기준법 제6조 제12항 위반 여부

이 건축확인의 유보에 관해, 건축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

다. 건축기준법 제6조는 제4항에서, 건축주사는 건축확인의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일정한 기간(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35일 또는 7일) 내에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합할 때에는 확인필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12항에서 제4항의 기간 내에 확인필증을 

교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정지도와 그에 대한 불복종이 건축기준법 제6조 

제12항이 말하는 ‘합리적 이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로는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이러한 건축확인의 

유보는 형식적 사유를 예상하고 있는 건축기준법의 명문에 반하여 위법하다

는 견해82)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그 실현수단으로

서 행정지도의 중요성, 인근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건축행정을 하기란 불가

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조의 ‘합리적 이유’에 포함시킬 수 있

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83).

이에 관한 판례로는, ‘시나가와(品川)구 맨션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지칭

되는 1985년의 最高裁判所판결84)이 리딩케이스로 유명하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맨션건설을 위한 건축확인신청을 한 원고에 대해, 피고 

도쿄都가 건설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취지로 행정지

도를 하였다. 원고는 성실하게 합의에 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신고도지구(新高度地区)를 시행하게 된 도쿄도가 원고에게 시행에 따른 설계

변경과 인근 주민과의 합의를 재차 권고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건축심사회

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인근 주민과 금전보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취하하였고, 건축확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강제적 행정지도와 건축확인의 

유보가 건축기준법 위반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82) 山内一夫, 判例批評, 判例評論　二五九号, 13면 참조. (千葉勇夫, 전게서, 208면에서 재인용)
83) 千葉勇夫, 전게서, 207면-208면 참조.
84) 最高裁昭和60．7．16．昭和55年（オ）第309⋅3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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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는, “⋯건축주가 확인처분의 유보에 대해 임의로 동의하고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이러한 동의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

우에도, 제반 사정으로 즉시 확인처분을 하지 않고 응답을 유보하는 것이 법

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사

이의 확인신청에 대한 응답을 유보하는 것을 들어 확인처분을 위법하게 지체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건축확인의 유보의 실효성

다만 현실에 있어서 건축확인의 유보는 행정지도 불복종에 대한 실효성 확

보조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

도 있다.85) 이 견해는 1998년의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지정확인검사기관(동법 

제77조의18)에 의한 확인제도(동법 제6조의2)가 도입되었음을 근거로 든다. 

종래 건축주의 건축확인신청에 대해 건축확인을 하고 확인필증을 교부할 권

한은 건축주사에게만 있었는데(동법 제6조 제1항), 개정 이후에는 지정확인검

사기관에서 받은 건축확인과 확인필증 역시 건축주사의 건축확인과 확인필증

으로 간주(동법 제6조의2 제1항)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불

복종에 대해 건축확인을 유보하면서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목적인 건축확인을 할 권한이 건축주사가 속하

는 행정주체에게만 속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지정확인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되므로 실효성 확보조치의 기능을 상실

할 것이라는 것이다86).

3. 급수거부 등

(1) 의의

85) 太田匡彦, 전게논문, 174면-175면.
86) 다만 오타 교수도 이는 논리적인 귀결임을 밝히고 있으며, 실무상 실제로 어떠한지는 행정지

도에 관한 주요 저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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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거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지

도의 실효성 확보조치로서의 급수거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지도

요강이나 건축지도요강에서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상대방이 완성한 건축물에 

대한 급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수도법 제15조 위반 여부

수도법 제1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급수계약의 신청을 받은 때에

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한 급수거부가 동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적법한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학설 중 적극설은, 지도요강 역시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급수계

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공서양속위반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이

유’에 해당한다고 본다.87) 그러나 학설로는 소극설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

다. 대표적으로 시오노 교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이를 부

정한다. 즉, 수도법이 상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는, 도시정비나 요금체

납 등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를 행정지도 불복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급수거부가 실제상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다.88) 또한, 지바 교수 역시 건축기준법이나 지도요강과 분리하여 수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하며, 적극설이 인정하는 사례는 

수도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포섭 가능하다고 한다.89)

판례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에 관한 지

도요강에 근거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 같이 규정된 급수

계약거부 등의 제재를 두려워하여 이를 납부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90)이 있다. 最高裁判所는 이 판결에서, 이러한 행정지도가 국가배상법 제1

87) 千葉勇夫, 전게서, 229면-230면.
88) 塩野宏, 行政法 I, 188면-189면. 시오노 교수는 급수거부에 있어 시기나 사전절차 구성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89) 千葉勇夫, 전게서, 234면 참조.
90) 最高裁1993(헤이세이5년). 2. 18. 昭和63年（オ）第89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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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최초로 인정하였는데, 위의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확보조치

이 절에서는 개별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5절의 조치들과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행하는 행정지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구사해 온 수단 중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각각 제3자효 행정지도와 지도요강91)을 간단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Ⅰ. 지도요강과 요강행정

1. 의 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도의 지침으로서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 ‘지도

요강’을 만들어 그 내용에 따라 규제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요강행정

(要綱行政)’이라고 한다.92) 주로 문제가 되어 온 요강행정은 택지개발규제에 

관한 지도요강, 주택건축규제에 관한 지도요강,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지도요

강 등에 기초한 것이 많았다. 지도요강에서 행정지도와 관련해 법률 또는 조

례와 달리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는, 주로 주민과의 사전협의 또는 

동의조항, 피해보상규정, 사업자가 건축한 관련 시설의 무상제공 또는 사업자

의 개발비용부담, 그리고 제5절에서 논한 것과 같은 억제적 조치 등이 들어 

있다.

2. 등장배경

91) 大橋洋一, 전게서, 375면 참조.
92)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46%가 지도요강을 제정하고 있었으며, 도쿄권은 90%, 오사카권은 80%

였다고 한다. 방경식, 일본의 택지개발 행정지도, 주택포럼 1996.겨울호,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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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요강행정에 의존93)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견해를 종합

해보면, 그 이유는 크게 법률의 불비, 조례제정의 한계, 재정부담 완화의 필

요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94) 

첫째 법률의 불비는, 법률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규율이 없거나 규율이 충

분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건축과 관련한 경우에 중

앙의 법률이 건축을 장려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나 환

경문제에 대처할 필요는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곤란한 상황을 대표적

으로 꼽을 수 있다. 둘째 조례제정의 한계는, 헌법 제29조 제2항95)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한정하는 해석론이 우세했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지방

자치법 제2조 제3항 제18호96)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례 단독으로 관련 사

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이었다는 점을 말한다. 또한, 일종

의 선점이론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사항 역시 조례가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률의 규정이 미진하더라도 조례로 대처하기가 곤란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고도성장기 당시 일본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율하지 아니하면 재

정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97) 법률도 조례도 아닌 지도요강에 의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요강행정의 변화

다만 지도요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관행은 최근에는 

약해지고 있다. 먼저, 일본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지

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행하는 행정지도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동법 제3

93) 참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황을 파악, 공표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시정을 권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방경식, 전게논문, 78면-80면 참조.

94) 千葉勇夫, 전게서, 171면-172면 ; 山内一夫, 行政指導, 107면-110면 등 참조.
95)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96) 조례제정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건축물의 구조 …주거 … 지역 등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0년의 지방분권개혁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서 삭제.

97) 다만 나중으로 갈수록 재정부담보다 생활환경 정비나 난개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해웅, 요강행정의 이론과 실태 (Ⅲ.), 국토-planning and policy 제78권 (국토연구원), 
1988,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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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러한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에도 동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성을 확보하

고 투명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동법 제46

조).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이론이 발전하

였기 때문이다.98) 도쿠시마(徳島)시 공안조례 사건99)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고, 2000년의 지방분

권개혁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거리조성(まちづくり)100) 권한 역시 확대되었

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만큼 요강행정에 대한 의존의 정도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조례

의 내용은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답습한 데 그치는 것

이 많지만, 일부는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101) 거기에는 행

정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의 공표를 규정하거나, 공표를 규정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표 전에 상대방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행정절차심의회의 의

견을 듣도록 한 것 등102)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Ⅱ.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지도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이른바 ‘일본 주식회사’의 원동력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일본의 행정지도이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행정지도에서 행정지도가 단

98) 稲葉馨, 전게서, 117면-118면 참조.
99) 最高裁昭和50(1975년)⋅９⋅10 昭和46(あ)1176. 원전반대 가두시위를 벌인 데 대해 도쿠시마시

의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도쿠시마시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겹치
는 점을 피고인측이 문제 삼았으나, 最高裁判所는 도로교통법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규제는 조례에 의한 규제 영역 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조례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100) 종래 담당 부처별로 별개로 이루어지던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종합적
으로 고려⋅검토하도록 방향 전환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101) 宇賀克也, 전게서, 385면 참조.
102) 그 예로서, 가나가와(神奈川)현 행정절차조례 제30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것 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고충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한 후에 행정지
도의 사실 기타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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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사실행위에 머물지 않고 상당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한 수단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지도이다. 이는 행

정기관이 업계에 대해 생산량 또는 가격의 조정을 지시할 때에, 관련 업종의 

개개 사업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에 대해서 내부적 

규율에 따라 행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구도가 된다.103)

이러한 형태의 행정지도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되 그 행정지도를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대방과 행정지도

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리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행정지도의 효과가 제3자인 사업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고

에서는 이를 제3자효 행정행위와 대비하여‘제3자효 행정지도’로 칭하기로 

한다.

제3자효 행정지도의 연원은 전시경제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던 ‘통제회’

를 통한 행정지도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나타난다.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는 대장성(大蔵省)을 중심으로 “수저

를 들고 내려놓는 것까지 간섭한다”고 할 정도로104) 세세한 사항까지 협회

에 행정지도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독점금지법이 개정, 강화되면

서 제3자효 행정지도도 예전처럼 직접적인 모습을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자주규제의 형식을 취하면서 노골적이지 않게105) 행정

지도를 이와 연계시켜서 행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

행정지도나 행정지도의 실효성 담보조치들은 논의가 활발한 편이나, 이러

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

103)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844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사업자단
체가 하는 업무들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업무는 관청의 의향을 회원기업에 전달하여
(1위) 행정에 협력하도록 하는(8위)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정부 관계 업무가 대부분이었
다. 홍보(2위)나 친목(5위) 활동이 전체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영교, 거대기업 일본을 움직이는 일본 통산성의 실체, 포도원, 1994 참조.

104) 은행의 경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행정이 전국은행협회연합회에 경품의 개별 가격, 전체 가
액, 달력은 묶음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세세한 사항까지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고 한다. 塩田潮,大蔵省の不覚ー迷走の行政指導,日本経済新聞, 1993, 100면-104면 참조.

105) 예를 들면 산업정책수단으로 “비전”이 중시된 것.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정부가 비전에
서 제시한 정책목표가 업계를 유도하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小宮隆太郎⋅奥野正寛⋅
鈴村興太郎 編, 日本の産業政策, 東京大学出版会, 1984, 88면 참조.



- 40 -

는 서술은 종종 보이나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한 문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

로, 본고에서는 이하의 장들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그 개념, 실례, 통

제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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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과 實例
제3자효 행정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

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나 목적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그 변천과정을 

짚어보는 연구도 행정학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106) 그러나 법학적 

접근에 있어 이러한 통계학적 접근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오히려 제3자효 행정지도가 문제가 되어 이것이 외부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제3자효 행정지

도는 그 성격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외부로 드러난 경우야말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본장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과 문제 상황을 살펴본 후, 그와 관련

해서 실제 발생했던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면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제3자효 행정지도를 배경으로 대상 

업계나 기업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제3자효 

행정지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는 제4장에서 제시될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방안에 관한 탐구의 전제

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개별 업계가 저항하였다가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한 이데미쓰(出光)사건과 스미토모(住友)금속사건을 살

펴보면서 제3자효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독점금지법 위

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행정지도를 이유로 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석유가격 카르텔이 문제가 된 1984년의 유명한 最高裁判所 판
결을 검토함으로써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제3자효 행정지도의 의의를 짚어보

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모습보다 행정의 모습이 대외적으로는 직접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주규제를 이용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검토하

기로 한다.

106) 한승연, 전게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지도에 대해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하에서 제3자효 행정
지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행정지도의 시간적 변천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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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3자효 행정지도의 의의

Ⅰ.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

제3자효 행정지도를 문언 그대로 풀이하면 행정지도의 효과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그 상대방인 私人에 대해 직

접 권고⋅조언⋅요청 기타 작용을 함으로써 달성하는데 반해, 제3자효 행정

지도는 그러한 구조 하에서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제3자효를 가지는 행정지도 중 본고에서 특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에서 국가 단위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활용된 행정지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지도가 지도요강에 의지하여 요강행정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데 특징

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가의 행정지도는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이용한 제3자효 행정지도를 이용한 데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제3자효 행정지도는 고도성장기 일본의 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

으로 활용되었다. 중앙의 행정기관인 각 성청(省廳)은 각자가 담당한 업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생산량, 생산가격의 인상 및 인하 등 생산과 관련한 조정

을 해나갔는데, 이를 ‘생산조정’이라고 한다. 이 생산조정 과정에서 각 성

청은 해당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를 창구로 하는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7) 각 성청(省庁)은 자신이 담당하

는 소관 분야에 대해, 해당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행정

지도를 한다. 이는 각각의 업계에는 해당 업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사업자

단체가 난립하는 일 없이 각 업계 분야별로 조직되어 있어 행정지도를 할 상

대방이 명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행정지도 과정에서 각 성청은 사업자

107) 大橋洋一, 전게서, 3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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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어떠한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정책 집행과정에서 업계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한다.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행정지도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과 기준을 기초로 생산조정 기타 업계 내부의 정책시행

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산하 개별 기업에 대해 그 계획에 따라 생산량 또는 

생산가격을 조정하거나 정부시책에 따라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

해 사업자단체 산하의 개별 기업이나 아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기업 

기타 외부의 이해관계인이나 국민들은 자신이 행정지도의 직접 상대방은 아

니지만 제3자효 행정지도에 의한 효과를 받게 된다.

제3자효 행정지도가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효성 담보

수단에는 행정지도과정을 기준으로 사전적, 사후적 수단이 있다. 사전적으로

는 행정지도과정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행정 측에 전달하고, 

행정이 이를 일정 부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이 피드백 과정이 활성화

된 것은, 행정기관의 퇴직자들이 사업자단체를 비롯하여 업계의 각종 위치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다’(天下り, 아마쿠다리)는 점에도 연유한다. 피드백 

과정의 일단은 제3절에서 살펴볼 1984년의 最高裁判所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어디까지나 일본의 제3자효 행정지도는 행정이 우위에 서되 행

정행위의 형식에 의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피드백 과정은 상당히 일

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행정지도 이후에 그 유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사업자단체 내부적으로 개별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

업자단체와 기타 기업이 문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단체를 위시한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개별 기업의 돌출행동을 

업계가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이 자신이 가진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제2절에서 살펴볼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

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일본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 활용의 역사

일본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의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전시경제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행정지도는 엘리트관료들이 경제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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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분야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데, 각 소관 산업별로 이른

바 ‘통제회’(統制会)를 만들고, 이 통제회가 각 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

한 것을 제3자효 행정지도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통

제회는 사무조직 자체는 개별 민간 기업이 모여 형성하고 있더라도 회장을 

정부가 임명하여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 등 정책에 복종하도록 통제하고 있었

으므로 행정지도에서의 임의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노골적인 통제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회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시경제 하의 통제회를 기

반으로 각각의 업계별로 관련 협회가 설립되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

러한 산업통제를 전후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 행정기관이 통상산업성인

데, 195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를 유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외화할당제도

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외화할당제도는, 수입관리무역령에 근거를 두고 수

입 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화의 할당에 통상산업대신의 허가가 없으면 외환은

행(外国為替銀行)의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성장과 함께 개방경제 하에 놓이고 특히 IMF 8조국(条
国)108)이 되는 것을 검토하면서 외화할당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109) 

이에 당시 통상산업성에서는 “관민협조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특정산업

진흥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종래의 각 산업분야별 임시조치법을 아우르는 일

반법을 만들어 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정재

계의 반발로 3번에 걸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사

업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목표로 유도하는 제3자효 행정지도를 보다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110)

108) IMF 협정 제8조에서 정한 외환자유화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국가를 말한다. IMF 제8조는 경
상거래 제한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 보장의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하
고 있고, 그 내용 중 하나로 외화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IMF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
다. 참고로 일본은 1964년 3월에 IMF 8조국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에 8조국이 되었
다. 

109) 대신 수입할당제(쿼터제도)를 도입한다.
110) 原田大樹, 自主規制の公法学的研究（九州大学法学叢書 1), 有斐閣, 2007,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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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지도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종전 후 신헌법의 제정과 1950년

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민주화 열풍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강력한 통제가 불가능해진 점에도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제3자효 행정지도

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할 무렵에 개별 사업자가 행정지도의 지침에 반

발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된다. 혼다가 통상산업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제3자효 행정지도와 관련해 문

제된 것으로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이후에도 이른바 ‘호송선단방식’을 이용한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여러 성청(省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

었으며, 특히 1970년대 말의 석유파동 당시 위기국면을 헤쳐 나가는 데 강력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외부에서 이를 인

지하기 쉽지 않지만, 1981년 행정관리청에서 발간한 “행정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111)에서도 그 一端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합성섬

유산업 분야에 있어 수급전망을 기준으로 한 생산조정이 당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이 생산량을 지시하고 업

계에서 이를 기준으로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이 이를 제출받음으로써 생

산조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 행정의 지시와 

업계의 생산계획 간에 “그다지 차이가 없었으며, 이 방식은 유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생산조정방식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가 행정이 수

급전망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단체인 수급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

지고 있음을 그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제3자효 행정

지도를 활용한 예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112)

그러나 카르텔 형성과 관련하여 1984년 最高裁判所의 판결에까지 이르는 

등 제3자효 행정지도가 문제시되기 시작하고, 미일구조협의에서 미국 측이 

무역구조개선과 관련해 일본의 행정지도를 문제 삼으면서 제3자효 행정지도

는 다시 변화를 겪게 된다. 사업자단체와 업계의 자주규제를 보다 전면에 내

111) 三輪芳郎⋅J. Mark Ramseyer, 産業政策論の誤解, 東洋経済新報社, 2002, 415면 참조.
112) 미와(三輪芳朗) 교수는 지시와 생산계획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행정지도의 힘이 아

니라 업계의 자주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었던 반증이라고 하면서 행정지도의 역할을 축소해석
하고 있으나, 본 장에서 살펴볼 제3자효 행정지도의 실례에 비추어보면 제3자효 행정지도가 
잘 작동하는 시스템 하에 있었기에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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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임의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지도는 더욱 외부에서 인지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오사카버스협회 사건 등에서 여전히 그 일단을 파

악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일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면서 제3자효 행정지

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경향은 보다 짙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금융청은 물론 통상산업성의 후신인 경제산업성 역시 제3자효 행정지도

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은 제1장에서 일본 행정지도의 연

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장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제3자효 행정지도

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실례를 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먼저 제3자효 행정지도가 본격화한 시기에 업계나 개별 기업의 반

발에 대해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제3자효 행정지도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석유파동 당

시의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1984년 最高裁判所 판결을 통해 제3자효 행정

지도와 관련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제3자효 행정

지도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자주규제를 이용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제2절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

Ⅰ. 이데미쓰 사건

1. 의의

이른바 이데미쓰 사건은 석유정제업에 하달된 생산조정에 대한 반발로 발

생한 사건이다. 그 진행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통상

산업성의 의뢰를 받아 석유연맹이, 소속 각 석유정제회사들의 계획생산량을 

조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데미쓰 흥산(出光興産)이 1963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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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맹을 탈퇴하면서 석유연맹이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였다(이른바 ‘제1

차 이데미쓰 사건’). 이는 통상산업성과 석유연맹의 설득에 의해 이데미쓰 

흥산이 석유연맹에 복귀하면서 종결된다. 이후 설득과정에서 통상산업성과 

석유연맹, 이데미쓰 흥산 간에 맺어진 합의가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

데미쓰측이 주장하면서, 1965년 다시 사태가 불거졌다(이른바 ‘제2차 이데

미쓰 사건’). 이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본다.

2. 경위113)

제1차 이데미쓰 사건은, 석유연맹의 1963년도 하반기 생산조정안에 대해 

이데미쓰 흥산이 석유연맹이 이데미쓰 흥산 소속 정유소의 정유능력을 감안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 소속 회사의 생산량을 조정하여 이데미쓰 흥산이 

조업률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데에 불만을 품고 석유연맹을 탈퇴하면서 

시작되었다. 석유연맹은 내부적으로 이데미쓰흥산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시도

하면서도 통상산업성의 이데미쓰흥산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다만 

통상산업성에 대해서는 대화의 결과물로 이데미쓰흥산을 특별취급하는 방침

을 제시하지는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면담에도 생산조정의 유

지 문제를 둘러싸고 석유연맹과 이데미쓰흥산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어 내

부 협의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태는 ‘대신권고(大臣勧告)’까지 언급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던 통상

산업성이 이데미쓰흥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조정의 기준을 재조정하여 일

정 부분 증산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안을 제안하고, 이데미쓰 흥산이 이를 받

아들이면서 해결되었다. 이데미쓰흥산은 석유연맹에 복귀하지는 않았으나, 생

산조정에 복귀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다. 다만 차후 생산조정의 철폐문제에 

대해서 양자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문제는 남았다.

제2차 이데미쓰 사건은, 제1차 이데미쓰 사건에서 통상산업성이 제안한 안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이데미쓰 흥산이 

전일본해원(海員)조합의 파업을 이유로  통상산업성이 제시한 틀을 넘어서 

113) 이하에 관한 상세한 경위는 三輪芳郎⋅J. Mark Ramseyer, 전게서, 376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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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증산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석유연맹은 이데미쓰 흥산에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데미쓰 흥산이 강경하게 나서자 통상산업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통상산업성에서 개최한 관련위원회에서는 석유업법에 따

라 증산을 중지하도록 하는 ‘대신권고’를 할 것인지에 관해 갑론을박이 있

었다. 이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위원회 결과 이 수단

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대신 통상산업성에서는 

석유연맹 산하 회사들에 대해 이데미쓰 흥산과의 협의를 알선하는 데 주력했

다. 얼마 후 파업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데미쓰 흥산은 생산조정에 복귀

해서 기준을 준수하였다. 그 8개월 후 통상산업성은 생산조정 자체를 폐지하

게 되었고, 이데미쓰 흥산은 석유연맹에 복귀하였다.

3. 이데미쓰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데미쓰 사건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미와 교

수는, 이데미쓰 사건을 제3자효 행정지도를 위시한 산업정책이 실제로 큰 실

효성을 갖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파악하고 있다.114) 즉, 이데미쓰 사건

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생산조정의 실시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단체인 석

유연맹이었고, 사건의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석유연맹이 이데미쓰측에 생산조

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통상산업성은 석유연맹

이 업계에 의한 자주조정을 단념하고 통상산업성에 알선을 요청한 후에야 사

건의 한 주체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개입과정에서도 강경한 제재를 통한 사

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아사다 교수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산업성이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지시나 행정지도를 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통상

산업성은 어디까지나 생산조정체제의 유지를 위해 석유연맹 산하 각 회사에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산하의 심의회를 내세워 이데미쓰 측과의 협력을 알선

하였다는 점을 제시한다. 초지일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던 이데미쓰 흥산이 

손쉽게 태도를 바꾸게 된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의 힘을 결

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115)

114) 三輪芳郎⋅J. Mark Ramseyer, 전게서, 374면-375면.



- 49 -

4. 분석

이데미쓰 사건은 제3자효 행정지도가 어떤 형식으로 강제력을 유지하고 있

었는지에 대해 그 일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관련 서술 중에는 통상산업성을 위시한 행정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정은 자신이 정한 산업정책의 틀을 유지

하고 이에 반발하는 개별 업체를 복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석유업계 특유의 요인들이 존재하였음은 언급해 둔다. 석유업계에는 

다른 업종과 달리 해당 업계 전반을 규율하는 이른바 ‘업법(業法)’인 석유

업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석유업법에는 각종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생산량과 가격에 대한 관여권한이 법정되어 있었다. 또한 정부는 외화할당제

를 통해 업계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 수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술적으로도 생산조정이 용이하였다. 따라

서 산업정책의 실시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훨씬 쉬운 상황이기는 하였다.116)

Ⅱ. 스미토모 사건(住友事件 또는 住金事件)

스미토모 사건 역시 이데미쓰 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철강산업에 있어 후발주자였던 스미토모(住友)금속공업이 제철소 고로를 증

설할 계획을 추진하자, 과잉설비로 인한 과당경쟁, 각 회사별 지분이 흔들리

는 데서 오는 불황의 염려 등을 이유로 통상산업성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산조정으로 인해 감산률(減産率)이 다른 회사보다 커 손해를 입게 

된 데 불만을 품은 스미토모측이, 통산산업성의 조강감산실시요강 지시를 거

부하고 독자적인 생산계획 하에 별도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다.

생산조정 체제로의 복귀에 이르는 이후의 진행상황은 이데미쓰 사건과 유

115)　 浅田正雄, 産業政策論の争点ー定義と有効性をめぐる問題, 関西大学経済論集　 第55巻第1号, 
2005, 121면.

116) 三輪芳朗⋅J. Mark Ramseyer, 전게서, 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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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하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성격은 이데

미쓰 사건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스미토모 사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117)

제3절 석유파동 당시 석유가격 카르텔 사건 판결(1984년 

最高裁判所)118)

Ⅰ. 의의

제3자효 행정지도는 주로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많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형성은 독점금지법119)의 적용제외와의 관계에서 적

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984년의 最高裁判所 판
결은 그러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결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제3

자효 행정지도 자체가 아니라 석유업계의 가격인상이 독점금지법상의 ‘부당

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행정지도의 

유형이 제3자효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행정지도가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방론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두 가지 점

에서 본고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Ⅱ. 판결의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1970년대 후반의 이른바 석유파동 당시 일본의 석유원매(原賣)회사120) 등이 

117) 스미토모 사건의 상세에 대해서는 三輪芳朗⋅J. Mark Ramseyer, 전게서, 435면-505면 참조.
118) 1984(쇼와59년). 2. 24. 쇼와55년(あ)제2153호 사건 (형사판례집 제38권 제4호 1287면 이하)
119) 정식 명칭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다.
120) 일본에서 특약점, 급유소, 등유판매소 등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

한다. 일본에서 석유산업은 석유개발회사, 석유수입⋅정제회사, 원매회사로 크게 나뉜다고 한



- 51 -

맺은 석유제품의 가격협정이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을 이유로 당해 회사 및 각각의 자연인인 종업원들에 대한 독점금지법에 의

한 형사책임(동법 제89조, 제95조, 제3조, 제2조 제6호)을 물을 수 있는지 문

제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당해 가격협정은 통상산업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그에 협력하여 행해진 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다투었고, 원

심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기에121)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2. 당시 통상산업성의 행정지도

판시에 나타난 당시 통상산업성의 행정지도는 다음과 같았다.122) 

① 석유수출기구(OPEC)의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업계의 석유제품 가격인상

이 예측되던 1971년 2월경, 통상산업성 광산석탄국장은 일본석유연맹회장에 

대해, 원유의 가격인상분을 석유제품가격에 전가하는 경우의 기본지침을 제

시하면서, 가격인상시에는 통상산업성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도록 지시하였

다. 

② 동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통상산업성 담당관은, 업계에 대해 원유 가격

인상분 중 1배럴당 10퍼센트를 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

바 ‘10퍼센트 부담지도’를 하면서, 평균 가격인상폭과 함께 유종별(油種別) 

가격인상폭의 수치를 제시하면서 준수를 요청하였고, 각각의 절충 후 업계는 

최종적으로 통상산업성의 의향에 따른 가격인상안을 작성하여 이를 실행하였

다. 

③ 동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통상산업성은 석유연맹회장 등에 대해, 민

생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이유로, 백등유 가격을 동년 겨울에 인상하지 말고 

전기(前期)의 각 회사의 평균가격 이하가 되도록 각 회사를 지도할 조치를 

강구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매회사는 정제회사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석유를 정제회사에서 정제
한 후 판매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일본 석유산업의 구조와 정책동향, 2001 참조.

121) 원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통상산업성이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행정지도
에 따랐어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奥島孝康, 
カルテルの違法性と行政責任, 法学セミナー, 1981, 39면.

122) 본 판결이유 제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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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후 업계 측에서 ‘10퍼센트 부담’의 해제 및 시황 악화를 이유로 한 

가격인상의 요청이 수차례 있은 바, 통상산업성의 담당관은 이를 모두 거부

하였으나 석탄국 간부와 업계 수뇌 간의 회담 후에 통상산업성의 사전 양해

를 거쳐 업계가 유종별 가격인상안을 작성, 시행하게 되었다. 

⑤ 1973년 6월에는 총괄반장이, 원유 가격인상분은 엔고에 의한 차익과 상

쇄됨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가격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격지도

지침을 문서로 보내면서, 충분한 설명이 따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고 첨언했다.

⑥ 그 후 석유연맹 중유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개별 회사의 사내 자료

를 근거로 가격인상안을 설명하고 의향을 타진하였으나, 총괄반장은 업계 전

체의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아니면 곤란하다면서 그 회답을 보류하였다.

⑦ 또한, 일단 업계의 7월 가격인상안을 양해한 후에도, 국회가 개회중이라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실시를 1개월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업계는 이에 

따랐다.

⑧ 자원에너지청 석유부장이 업계에 대해 가정용 등유의 가격인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석유연맹 영업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석유연맹 이사의 알

선으로 가격 동결로 낙착을 보기도 하였다.

3. 당시의 법규정

 

1970년대 당시 석유업에 관한 사항은 석유업법이 규율하고 있었는데123), 석

유업법은 제1조에서 ‘석유의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었다. 

이 석유업법에 의해 통상산업성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① 매년도마다 당

해년도 이후 5개년의 생산 및 수입수량에 관한 석유공급계획을 정하고(동법 

제3조), ② 석유정제업 및 설비 시설에 대해 허가제로 규율하고 있는 외에(제

4조, 제7조), ③ 가격에 대해서도 표준가격제도에 관한 제15조124) 이외에는 

123) 2001년(헤이세이13년) 폐지되었다.
124) 석유업법 제15조 (판매가격의 표준액) 
 제1항 통상산업대신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

유의 안정적이면서 저렴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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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바가 없었고, 벌칙상으로도 제15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행정

지도에 관한 법적 규율은 동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Ⅲ. 판시

最高裁判所는 이유부분에서125) 행정지도가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전제로서 본 사안과 같은 행정지도가 적법

한지를 판단하고 있다.126)

“…유동하는 사태에 대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의 대응의 필요를 감안하

면, 석유업법에 직접 근거를 갖지 않는 가격에 관한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이

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는 독점금지법의 궁극

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인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가격에 관한 사업자간의 합의가 형식적으로 독점금지법

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

라 이에 협력하여 행해진 것인 때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정지도가) 결코 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격에 관한 적극적⋅직접적 개입을 가능

한 한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엿보이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

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한도를 일탈하여 

독점금지법의 궁극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最高裁判所는 “본건에서 피고인들은 석유제품의 유종별 가격인상폭

의 상한에 관한 업계의 희망안에 대해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희

망안에 대한 통상산업성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일

생산비 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의 표준액을 정할 수 있다.

125) 본 판결의 판결이유 제10 이하.
126) 본 판결은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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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위 양해의 한도를 다 채워 각 회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취지로 

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것이 행정지도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 행해진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여 “행정지도의 존재로 인해 그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있다.

Ⅳ. 판결에 대한 평석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

에 관해,  판례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법상 위법과 형법상 위법 간의 통일성을 인

정하고, 여기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127)

그러나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견해도 있다.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

른 행위라면 처음부터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독점금지법 위반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

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표현한 것도 다르게 이해한다. 즉, 형법상 위법성조

각사유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의 이론에 

따른 표현이 아니고, 다만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128)

Ⅴ. 분석

1. 제3자효 행정지도와 독점금지법 위반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이른바 산업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은 이에 

관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유명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最高裁判
所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독점금지법 위반의 

127) 浅田和茂, 行政法と刑事責任, 法学セミナー, 1985, 142면 참조.
128) 白石忠志, 行政判例百選 Ⅰ-98에 대한 해설(같은 책 199면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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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에 대한 조각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제정한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의 지침’ 중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행위’라는 항목에서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한 정

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정지도가 행

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행정기관

의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관계 행정기관과 사

전조율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소 되짚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제3자효 행정

지도는 경쟁제한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본 판결과 같이 일정한 위기상

황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산업의 활력저하를 막기 위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규제관할권을 둘러싼 행정의 대립으로 인한 책임을 합의를 

한 사업자단체나 개별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단일성 원리에 비추어

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전조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이루어진 합의의 경우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독점금지

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129)130)

   

2.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남는 문제점들

다만 이와 같이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또 다른 문제국면이 존재한다. 즉, 제3자

효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의 측면이 아니라, 제3자효 행정

지도로 인한 카르텔 형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제3자인 私人
129) 상세한 논의는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법리의 특징과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간 

요금관련 합의의 경쟁법 적용제외, 행정법연구 2005년 상반기, 169면-174면 참조. 우리 공정거
래법과 달리 예외적 인가규정이 없는 일본 독점금지법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더 타당성이 있
지 않을까 생각된다.

130) 독점금지법 위반과 행정지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고의 일
반론적인 논의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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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제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장진입이 좌절되거나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다른 사업자, 또는 본 사안과 같은 가격담합으로 인해 석

유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 소비자 등을 해당사례로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私人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3자효 행정

지도에 대해서도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4

장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만 본 판결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기 위한 요건

으로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은 이러한 구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② 이에 대처

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③ ‘일반소

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

한다’고 하는 독점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저촉되지 않을 것

이라는 이 요건들은, 비록 형사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제3자효 행정지도로 

피해를 입은 私人이 이러한 제3자효 행정지도 자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에는 위법성 판단 등의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판결의 결론에 대한 의문과 제3자효 행정지도의 성격

마지막으로, 본 판결이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 형성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의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가격인상 합의에 대해서는 행

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여 위법성조각을 부정하고 처벌한 것은 다

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

우에도 하나하나의 개별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보다는 본 판결과 같이 일

정한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종별 인

상폭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인상안을 양해해주지 않

는 본 판결사안의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행정은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합의를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판결에서 보듯이 제3자효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의 성격이 강하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행정은 미국과 같은 임금이나 물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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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등에 관한 강한 입법조치나 행정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한 약한 행정지도에 의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기는 하다.131) 그러나 문

제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특히 석유파동 전과 같이 석유업법의 운용을 보완

하는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기존의 체제로 처리할 

수 없는 비상시의 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이고 비상적인 행정지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32) 이는 양해된 인상

안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사전 양해를 밀어붙이는 등, 통상산업성의 행정지

도 진행 과정상의 사실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4절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

Ⅰ. 자주규제의 의의

1. 자주규제의 개념

자주규제란 해당 업계의 개별 기업들이 모여서 자주적으로 업계 내부의 사

항을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경쟁 방지와 생산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이때 자주규제는 해당 업계의 사업자단체가 이를 주도하는 것이 보통이

다.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업계별로 사업자단체가 여럿이 난립하는 일 없이 역사

적 배경에 따라 하나 또는 적은 수의 사업자단체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주규제가 더 강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주규제에

는 많은 예가 있지만,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BPO는 일본방송협회(NHK)와 사단법인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이 

131) Malcolm D. H. Smith, Prices and Petroleum in Japan : 1973-1974 - A Study of 
Administrative Guidance, Law in Japan Vol.10. No.81, 81면 이하(이상용 외 역, 전게서, 240면
에서 재인용).

132) 大山耕輔, 行政指導の政治経済学ー産業政策の形成と実施, 有斐閣, 1996에 대한 번역서인 이상
용, 송성식, 안승민 역, 일본의 산업정책과 행정지도, 서광문화사, 2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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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함께 설립한 기구로, 언론의 자유와 시청자의 기본권 보호 및 시청자

들의 불만과 고충을 접수하여 해당 방송사에 권고 등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133)

2. 자주규제의 장단점134)

행정의 활동에 있어 자주규제 이용의 장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비용부담 및 책임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집행과정의 소

요비용 감축은 물론, 국가가 행정이 규율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

지 않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 행정이 대처하기 어려운, 변동이 심

한 분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행정처분이나 행정

입법에 의할 경우 각종 절차 등의 제약을 받게 되는 부담이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직접 규율하는 경우보다 전문성

을 살릴 수 있고, 개별 사업자 등에 맞춘 대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주규제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행정의 활동에 대한 절차법적, 실체

법적 제약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익 침해

의 우려가 크다. 또한 제약과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띠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135) 결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

는 비판도 존재한다.

  

Ⅱ.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

1.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의 밀접관련성

133) 상세한 내용은 BPO홈페이지(www.bpo.gr.jp)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제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요청하여 별도
의 판단 없이 바로 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정혜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
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행정주체론과 행정지도론을 중심으로 - , 동아법학 제57호, 2012, 
54면 참조.

134) 原田大樹, 전게서, 230면-234면 참조.
135) BPO의 경우에도 2009년 총무성의 개별 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둘러싸고 총무성과 대립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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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자주규제가 말 그대로 ‘자주’규제로, 즉 행정의 영향권에

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주규제의 핵심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규제는 ‘유도행정’의 관점에서 

행정지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136) 이것은 자주규제

의 장점 가운데 첫 번째 점을 의식하고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때의 행정지도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37)

2. 제3자효 행정지도를 위한 자주규제의 한계

그러나 제3자효 행정지도가 자주규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계도 존재한

다. 어디까지나 자주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행정이 행정지도

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업계가 자주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과 상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의 임의성이 통용된다는 한계는 있다. 양

자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38)

3. 일명 오사카버스협회 사건139)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대절버스여객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오사카버

스협회가 운임에 관한 카르텔을 형성했음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결 사건이다. 당시의 도로운송법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결정⋅변경

은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9조 제1항)140), 인가에 의하지 않

136) 1980년대의 미일 반도체협정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된 일본의 반도체회사들의 반발을 잠재우
기 위해, 통상산업성은 업계에 덤핑방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고,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의 반도체수급전망검토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자주규제에 의한 생산조정을 시도한 것이 좋은 
예이다. 原田大樹, 전게서, 100면 참조.

137) 原田大樹, 전게서, 117면 참조.
138) 原田大樹, 전게서, 103면 참조. 따라서 자주규제는 행정지도의 부속물이 아니며, 때로는 협조

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139) 공정거래위원회 1995(헤이세이7년)⋅7⋅10심결, 判例時報 제1535호 43면 이하.
140) 다만 2000년의 법 개정으로 현행 도로운송법상으로는 대절여객버스에 있어서는 운임 및 요

금에 관한 사항은 신고제로 바뀌었다(동법 제9조의2).



- 60 -

은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동법 제99조 제1항) 기타 행정상 불이익을 받

도록 되어 있었다. 현실에 있어 운임은 폭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임을 

정하게 하는 이른바 폭운임(幅運賃)에 의하고 규율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사카버스협회 산하의 대절버스회사들 사이에서는 패키지 투어 등

을 중심으로 인가 운임의 하한을 매우 밑도는 운임을 받는 관행이 만연해 있

었다. 이에 오사카버스협회는 내부조직인 대절버스소위원회를 통해 인상안과 

그 수수에 관한 방침을 연구한 후, 총 12회에 걸친 회합을 통해 소풍이나 패

키지 투어에 관한 최저운임에 관해 결정하였다. 그런데 결정된 최저운임의 

인상분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그 최저운임 역시 인가 운임의 하한을 밑

돌거나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카르텔 형성

을 문제 삼았고, 오사카버스협회 측에서는 자유경쟁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으

므로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가지 점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째, 인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도

로운송법이 사업자간의 완전 자유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독점금지법의 견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둘째로,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인가운임의 하한을 밑도는 최저운임협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러한 가격협정이 제한하고자 하는 경쟁이 다른 법률(여기서는 도로운송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위법한 거래이거나 금지되는 조건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들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오사카버스협회의 가격협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 보았다.

(3)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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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인가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독

점금지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운송법이 독점

금지법의 특별법이어서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

반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을 검토하거나 양 법률의 차원을 다르게 보는 등 

이론구성은 다르지만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141)

로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유사하다. 그리고 평석은 대개 인가제도

와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벌칙규정 기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가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태를 개선하고자 한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되

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

는 별다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고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 인가 제도를 

폭 운임의 틀 안에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이다. 운임의 설정을 사업

자단체의점 자주규제에 의존하면서도, 폭 운임이라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 운임은 일본의 항공산업에 있어서 강력

한 행정지도로 1990년대에 도입된 바가 있는바142), 여객버스운임에 있어 폭 

운임의 틀 안에서 인가제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당연한 전

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근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면, 일정한 범위를 제시하는 행

정지도와 그에 따른 협의 및 카르텔 형성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가부라

는 구도가 된다. 그리고 이 구도는 앞서 검토한 1984년의 석유가격 카르텔 

사건과 비슷한 구도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1970년대와 

같이 강력한 행정지도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1990년대에도 행정지도

를 전제로 하되 다만 자주규제의 형식을 취하여 비슷한 양식의 행정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이 오사카버스협회사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141) 川浜昇, 大阪バス協会運賃等カルテル事件, 私法判例リマークス1996＜下＞, 121면 참조.
142) 李容相, 行政指導に関する比較研究ー日本と韓国の運輸政策を中心にー, 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1998, 9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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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제3자효 행정지도의 양태

본 장에서 살펴본 제3자효 행정지도의 양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미쓰 사건이나 스미토모 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제3

자효 행정지도는 그 간접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계와 개별 기업에 대

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석유파동 당시의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最高裁判所 판결을 살펴볼 

때, 제3자효 행정지도는 사업자단체나 개별 기업에 대해 특정한 행위 하나하

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주 내에서 합의를 통한 내부조정을 할 

여지를 주고 있음이 눈에 띈다. 당시의 행정지도를 살펴볼 때 제3자효 행정

지도의 사실상 강제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따

른 업계의 합의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인인 

私人 등에 대한 침해와 구제의 문제는 남는다. 

셋째, 자주규제와 결부되어 제3자효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제3자효 행정지도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도는 그 

대외적인 모습만을 바꾸어 여전히 행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제3자효 행정지도의 양태를 염두에 두고,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 63 -

제3장 제3자효 행정지도가 야기하는 문제점

일본의 제3자효 행정지도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주규제를 할 

여지를 주는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자단체가 소속 기업에 대해 이를 자율적

으로 강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업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 형식을 취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행정지도에 반발하는 개별 기업을 규

제의 틀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

을 야기한다. 우선, 제3자효 행정지도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져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제3자효 행정

지도에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 역시 조직법상 근거의 문제와 작

용법상 근거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행정이 드러나지 않고 자율적인 규제의 형식을 취함으

로써 행정의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이 매우 불

투명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와 더불어 사실행위에 속한다는 성질로 인

해 私人의 권리보호가 불충분해질 수 있고 한편으로 공익의 추구에도 바람직

하지 못하여 결국 법과 제도의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가 생긴다.

 

제1절 제3자효 행정지도와 법치행정의 문제

  

Ⅰ. 서설

제3자효 행정지도,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규제와 관련된 형식을 띠는 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단

체이고, 행정지도가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실제로 행정지도의 목적은 사업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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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자 사이의 작용에 의해 달성되는 구조가 된다. 나카가와 교수는 이

러한 구조를 ‘재량권의 협동적 행사에 대한 협력의뢰로서의 행정지도’라고 

부르면서,143) 이는 행정의 재량행사를 사인간의 조정에 위탁하는 형태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행정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은 행정기관만이 자신의 공익판

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행정

지도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다면 이는 행정에 의한 권한 포기이자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144)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제3자효 행정지도의 작동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그러한 

문제는 심각한 차이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효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행정지도의 목적 달성을 오로지 私人간, 즉 사업자단체와 개별 사업자간의 

작용에만 완전히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

어서도 행정은 자신의 의사가 완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

고 있다. 또한, 행정지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이 자신의 재량권 행

사를 포기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도를 정하는 재량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법률의 근거 요

부의 문제를 따로 떼어서 논하지 않는다.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법

률의 근거 요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한 후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학설상 논의나 最高裁判所의 

판례 역시 이를 따로 논하고 있지는 않다. 

Ⅱ. 행정지도의 법률상 근거 문제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조직법상 근거의 요부

와 작용법상 근거의 요부에 대한 논의로 나타난다. 조직법상 근거는 각 성청

(省庁)의 설치법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작용법상 근거는 구체적인 개별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143) 中川丈久, 전게서, 275면 이하.
144) 中川丈久, 전게서, 2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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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법상 근거의 필요성

행정지도가 조직법상 근거를 요한다는 사실에는 일반적으로 큰 견해의 대

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행정의 행위로 평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정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데, 이러한 소장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조직규범이므로 행정지도에는 조

직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거나,145)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의 모든 활동과 

과정에 있어서 행정작용은 이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임무 내지 사무의 범위 

내여야 하므로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조직법상 근거는 최소한의 당연한 요청

이라는146) 설명을 하고 있다.147)

2. 작용법상 근거의 필요성148)

(1) 근거 필요설

행정지도에는 작용법상 근거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그

리 많지는 않다. 무로이 교수는 권력행정이 아닌 비권력행정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주권적 민주주

의 헌법의 대원칙이며, 특히 행정지도가 실제상 수행하는 기능과 그 구속의 

정도를 감안하면 “작용법상 근거를 요구해야만 법률에 의한 행정을 지도에 

의한 행정으로 공동화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149)

145) 塩野宏, 行政法 I, 154면-155면 참조.
146) 千葉勇夫, 전게서, 37면-38면 참조.
147) 다만 이렇게 적어도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즉, 조

직법상 근거라는 것이 애초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에서 숙려를 거쳐 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직법상 근거의 유무에 행정지도와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작용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를 면피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하고 있다. 山内一夫, 전게서, 143면.

148) 시오노 교수는 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해 일정한 실체적⋅형식적 규율을 가하는 경우에, 그러
한 정식의 행정지도를 벗어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행정지도와 규제규범의 문
제”로 논하고 있으나, 작용법상 근거가 행정지도에 필요한지의 문제로 논의하면 충분한 것으
로 생각된다. 塩野宏, 行政法 I, 156면 이하 참조.

149) 室井力, 現代行政法の原理,勁草書房, 1973, 9면-10면, 92면-93면 (千葉勇夫, 전게서, 4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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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행정부에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주어 

그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의회민주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지는 않더

라도 그 원리에 반한다.”고 하면서 “국익, 공익, 나아가 우주의 섭리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의식을 가지고 행해지는 지도에 구헌법 이래로 

길들여진 국민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기대할 수 없다”고까지 한다.150)

또한 야마노우치 교수는, 이하에 서술할 반대견해들이 행정지도의 법적 근

거에 관해 침해유보설의 관점에서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도식적으로는 상대방의 임의 이행에 의존하는 행정지도는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겠지만, 행정지도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보여주기”(建前, 다

테마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억제적 조치 등에 의해 복종이 강

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 필요설을 주장한다.151)

(2) 근거 불요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작용법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나리타 교수는, 침해유

보설에 의하든 전부유보설에 의하든, 행정지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

무를 부과하는 고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작용법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고 한다. 나아가 행정지도에 일일이 작용법상 근거를 요하는 것은 “다양하

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민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존재이유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본다. 또한, 작용

법상의 근거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상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152) 하야시 역시 행정지도가 조직법상 근거규정에 따른 임무 

내지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작용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

더라도 이에 대해 “당⋅부당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즉시 적법, 부적법

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53)

150) 村上義弘, 行政指導と法律の根拠, 大阪府立大学 経済研究 16巻 2号, 42면-43면 (千葉勇夫, 전
게서, 44면과 山内一夫, 전게서, 139면에서 재인용).

151) 山内一夫, 전게서, 139면.
152) 成田頼明, 行政指導, 岩波書店, 132면, 149면-150면 (千葉勇夫, 전게서, 40면-41면과 山内一夫, 

전게서, 13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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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설

다나카 교수는, 행정지도에 관한 전통적인 세 가지 분류 중 조성적 행정지

도에는 작용법상 근거 불요설,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에는 근거 필요설을 

취하고 있다. 조성적 행정지도는 “수익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인

데 반해, 규제적⋅조정적 행정지도는 “형식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 

하”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공권력의 행사의 소위 탈법적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임을 그 이유로 한다.154)

다른 입장의 절충설로 시오노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근거불요설의 입장에 

서면서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작용법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입법이 불비된 단계에서 행정수요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지도의 장점과,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비추어보더라도 

작용법상 근거를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에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건축확인의 유보나 급수거부 등 강제수단에 의해 뒷받침되어, 내

용의 설득력이 아니라 “오로지 형식적 권위에 의해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담

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私人의 주체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은 현저히 침

해”되므로 민주적 통치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행정지도에는 작용법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155)

(4) 작용법상 근거의 요부에 관한 最高裁判所 판례

最高裁判所는 작용법상 근거 불요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4년 2월의 最高裁判所 판결156)이 대표적으로 근거 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이 판결은 “…유동하는 사태에 대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의 대응의 필요를 

153) 林修三, 전게논문 (山内一夫, 전게서, 137면에서 재인용).
154) 田中二郎, 行政指導と法の支配, 現代商法学の課題（下）《鈴木竹雄先生古希記念》, 1975, 

1432면-1433면 (千葉勇夫, 전게서, 43면에서 재인용).
155) 塩野宏, 行政法 I, 155면-156면. 또한 塩野宏, 行政指導, 現代法学事典 I, 275면. (후자는 千葉

勇夫, 전게서, 43면에서 재인용)
156) 상세한 내용은 제2장의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부분에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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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석유업법에 직접 근거를 갖지 않는 가격에 관한 행정지도라 하더

라도, 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②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③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는 

독점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인 한, 이를 위

법하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작용법상 근거가 없는 경우의 행정

지도가 적법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57)

나아가 1995년 2월의 最高裁判所 판결158)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법상 

근거만 존재하고 작용법상 근거가 될 규정이 없는 운수대신의 전일본항공에 

대한 특정기종 선정을 권장하는 행정지도가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그 임무 내지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지도는 공무원

의 직무권한에 근거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목적이 있는지 

여부, 그것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운수대신의 직

무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159)

157)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도 있고(白石忠志, 전게해설, 199
면), ②③의 요건은 당연한 것이므로 사실상 ①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의 제시에 그
치고 있다고 보면서, 그 해석을 긴급사태와 관련지어 보다 좁게 이해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千葉勇夫, 전게서, 42면).

158) 最高裁1995(헤이세이7년)⋅２⋅22 昭和62年（あ）第1351号 사건. 세칭 록히드 사건으로 유명
하다.

159) 본 판결에서 본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에 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 록히드사의 일본 내 판매를 대리하는 마루베니社의 사장이 록히드社의 사장과 공

모하여, 1972년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다나카(田中角栄)에게 록히드의 특정 기종을 전일본
항공에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엔의 공여를 약속하고, 구입이 결정된 후 그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에 관해 뇌물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이다.

 ② 행정지도가 문제가 된 이유 :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운수대신에게 전
일본항공이 당해 특정기종을 선정, 구입하도록 권장하게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가 내각
총리대신의 직무권한에 속할 필요가 있었다.

   最高裁判所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① 운수대신이 전일본항공에 당해 특정기종의 
선정구입을 권장하는 행위가 운수대신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또한, ② 내각총리대신이 운수대
신에 대해 그러한 권장을 하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하는 것이 내각총리대신의 직무권한에 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본고에 관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①에 관한 판단이다.

 ③ 판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법규정 : 사안에서 문제가 된 행정지도에 관한 작용법상 근거는 
없다. 판례는 운수성설치법상 운수성의 임무에 관한 규정(동법 제3조 제11호, 제28조의2 제1항 
제13호 등) 등 조직법상 근거와 함께, 항공업법상 면허권한과 인가권한(동법 제100조, 제101조 
등)에 관한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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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판결례로부터 근거불요설의 입장에 서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판

결례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985년 7월의 最高裁判所 판결160)은 건축확인을 유보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협의 및 건축계획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사안에 대

해, “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에는 이러한 행정지도가 즉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993년 2월의 最高裁判所 판결161)은 지도요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행정지

도로서 교육시설의 충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해 기부금의 납부

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강제에 이르는 등 사업주의 임의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1997년 9월의 最高裁判所 판결162)은, 교과서검정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교과서의 집필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개선의견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교과서의 집필자 

또는 출판사가 그 뜻에 반해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의 당부당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생

기는 일은 없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63)

 ④ 보론 : 내각총리대신의 직무권한에 관한 판단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전일본항공에 특
정 기종의 구입을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포함
되어 있었다. 그러나 最高裁判所는 앞서 논의한 부분에 의해 직무권한이 인정됨을 이유로 이
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석 중에는, 헌법 제73조(내각은 다른 일
반행정사무 외에 다음 사무를 행한다[각호 생략]) 등의 조직법상 수권이 명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 권한의 대집행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논의까
지 가능함을 지적하는 것이 있다. 高橋明男, 行政判例百選 Ⅰ.-22에 대한 해설(같은 책 47면) 
참조.

160) 상세한 내용은 제2장의 건축확인의 유보에 관한 부분에서 논의한 바 있다.
161) 상세한 내용은 제2장의 지도요강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다.
162) 最高裁1997(헤이세이9년)⋅８⋅29　平成6年（オ）第1119号 (행정판례백선 I-99)
163) 본 판결에 관해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 종래 고등학교 교과서로 검정을 거쳐 사용되어 오던 ‘신일본사(新日本史)’를 

1987년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하면서 다시 검정을 신청하였다. 문부성은‘일본
의 침략’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개선의견을 내었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반복하
였다. 집필자인 원고는 이 개선의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다만 ‘난징사건’에 대한 수정
의견에는 마지못해 응하였고, 결국 교과서 검정에 합격하였다. 이후 개선의견을 강제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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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3자효 행정지도의 법률상 근거 문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는 조직법상 근거와 작용법상 

근거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조직법상 근거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이므로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당연

히 필요하다. 작용법상 근거의 요부에 관한 판단은 행정지도의 임의성과 행

정지도의 필요성이라는 한 가지 축과, 행정지도의 실제에 비추어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력을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 두 축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행정에서 설정한 그 지도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상당한 강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내용에 있어서 개개

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율하기보다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사업자단체나 제3

자인 개별 사업자에게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상당한 여

지를 주고 있음은 이미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는 연혁적으로 일본

의 고도성장기에 산업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의미를 가졌

던 것과도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작용법상 근거 요부의 판단을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추를 저울질해

본다면, 자주규제와도 연결되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건축확인의 유보나 

급수거부와 같은 정도로 강력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의 행정법학계가 별도의 논의 없이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근거 불요설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도의 임의성은 물론이거니

와, 제3자효 행정지도가 실제 이루어지는 국면이 산업정책 등 다종다양하고 

 ② 배경설명 : 종래의 교과서 검정시에는 검정의견으로 ‘개선의견’과 ‘수정의견’을 낼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법적 근거(문부성령)에 기하여 행해지고 이에 불응하면 불합격되는 데 
반해, ‘개선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합격 여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③ 문제점 :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비추어보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
다. 이 견해는 동조에 의할 때 위법이 되는 행정지도의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게 범위를 설정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지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판례가 적극적인 기준을 설정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伊
藤治彦, 行政判例百選 Ⅰ-99에 대한 해설(같은 책 2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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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행정이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가 많

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들 분야에 완벽하게 입법이 구비될 것을 기대하

기 어렵고, 설령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구절에 그치는 등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164) 그러므

로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작용법상 근거가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것을 바로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일본 행정법학에서도 이를 전

제로 제3자효 행정지도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그 밖의 문제점들

제3자효 행정지도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제3자효 행정지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는 구조로 인해 법률상 근거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제3자

효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책임이 불명확한 문제, 제3자효 행정지도의 행정과

정이 불투명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公益
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 私人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

는 문제, 법과 제도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3자효 행정지도

에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기로 한다.

Ⅰ. 제3자효 행정지도의 불명확성과 불투명성

1.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1) 행정지도와 행정책임의 불명확

164) 행정지도를 법제화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법정 외의 행정지도에 의존하는 실무가 있
다는 점도 행정지도 법정화의 한계이다. 행정지도를 법정화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국토
이용계획법상의 권고(동법 제24조)의 경우에도 행정 실무에서는 전체 대상의 0.04퍼센트에만 
활용될 뿐이었고 제24조의 권고 이외의 형식으로 행정지도를 발령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
였다고 한다(1993년). 大橋洋一, 전게서, 3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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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비공식적이고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

서 행정지도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실현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해관계

가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165) 행정지도의 책임을 행정기관이 지는지, 만약 

진다면 어느 기관이 지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166) 이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청 또는 감독청이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는 분명한 대

조를 이룬다. 행정지도에서 행정책임이 불명확해지는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

가 거론된다.167)

첫째,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내용이 어

떠한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에 대해 일본 

행정절차법이나 개별법에서 강한 규율을 가하고 있는 데 비해, 제4장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행정지도에 대한 규율은 행정행위의 그것에 비해서는 많이 

성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문서로 이를 남기

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구두로 하면

서 행정지도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입을 맞추는 경우 제3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둘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행정기관에 있는지 분명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법률상 근거는 조직법상 근거로 충분

하기 때문에, 같은 조직 내의 상급 행정기관과 하급 행정기관이 모두 행정기

관을 발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양자의 내용이 서로 달라 충돌

하는 경우 불명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2)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행정책임이 불명확한 이유

행정책임의 불명확이라는 문제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

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문

제, 둘째 대외적 인식가능성의 문제, 셋째 자주규제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하 상술한다.

165) 신규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업계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166) 山内一夫,  전게서, 189면 참조.
167) 山内一夫,  전게서, 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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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

로 행해지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

이다. 행정이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에도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행정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행

정이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더욱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 행정의 책임을 추궁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진다.168) 실제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서술된 

학술서가 많음에도 실제로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지되어 實例로 거론할 수 

있는 사례들은 제2장에서 확인한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업자단체 산하의 여러 개별 사업자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면상으로는 개별 사업자 간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우선 파악되는 경우가 많

을 것이고,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는 소송에서 다투게 된 이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등 행정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늦어지

게 된다. 1984년 最高裁判所 판결에서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셋째, 제3자효 행정지도가 자주규제와 결부되는 경우에는, 자주규제의 자율

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일본 행정법상 완전한 ‘자주’규제는 없다고 하더

라도, 그만큼 행정의 책임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을 것이다. 제3자효 행정지

도는 대외적으로는 사업자단체가 산하 개별 기업을 자주규제하는 형식을 취

하고, 대내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배경으로 한 행정의 행정지도가 존재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역할을 행정과 업계가 아닌 외부의 이해

관계인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자주규제가 제3자효 행정지도와 

결부된 경위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

기관과 사업자단체 및 산하 개별 업체가 한통속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

로 더욱 그러하다.

168)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한 제3자효 행정지도는 公과 私가 격절(隔絶)되
어 있는 일본 사회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개선⋅구축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한다. 原田大樹, 전게서,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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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재량일탈⋅남용의 우려

(1) 행정과정의 불투명성

행정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

한다. 행정의 재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당위

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투명성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구현

하고자 하는 최소한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점에

서 행정에 힘을 실어주더라도 행정과정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

이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는 특히 이 행정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된다. 행정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제3자효 행정지도로 행정목적을 실

현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제3

자효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함169)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점에 행정지도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들이 충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3자효 행정지

도를 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공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행정지도의 기록 또한 행정지도 당시에 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보존

하지 않아 남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現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일본의 관청은 업무를 담

당하는 과별로 업무가 편성되어 움직이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 課는 일본

국의 정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같은 省 내에 근무하더라도 소관 과 이

외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관 課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당해 시점 이후에 들어

온 자의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170) 행정지도 당시에 공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실

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9) 阿部泰隆, 行政の法システム（上）[新版], 有斐閣, 1997, 377면 참조.
170) 三輪芳朗⋅J. Mark Ramseyer, 전게서, 4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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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착과 재량의 일탈⋅남용의 우려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가 자주규제와 연결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경

우에, 사업자단체와 개별 사업자만이 외부로 드러나고 행정과 사업자단체 간

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일본의 자주규제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과 사업자단체 간의 연계나 유착이 발생하기 쉽다.171) 그 결과 “많은 

일본 기업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에 의존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비판172)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

펴본 은행의 경품에 관한 예에서 보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제3자효 행정지도

로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실질적 강제성에 의해 사업자

단체와 업계의 개별 기업에서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기 위해 업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출근하여 정책의 단서를 얻고자 동분서주하는 직원을 따로 두

는 것이 기업들의 보편적인 관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상의 근거도 요하지 아니하고, 실질상의 강제력으로 

사업자단체를 통해 업계에 의사를 관철할 수 있으면서도, 문서화나 공표를 

극력 피하여 외부의 간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

도에 있어서 행정에게 확보된 충분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남용이 생

길 위험은 매우 크다. 물론 앞서 살펴본 제3자효 행정지도의 태양에 의할 때, 

사업자단체를 통해 실현되는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일정한 범위나 폭, 정책방

향을 지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일탈⋅남용의 

위험의 정도가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자효 

행정지도를 둘러싼 정책과정이 불투명하며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사업자단체

에 자율적인 규제의 여지를 주고 있더라도 이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일뿐더러 그 범위도 무제한으로 수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량의 일탈⋅

171) 이와 관련해서 야마노우치 교수는, 행정지도에서 임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사실상의 
강제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행정지도에 순종적인 일부에 대해 호혜조치를 베풀어 폐쇄성
을 강화하는 경향을 행정지도의 “음습성”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山内一夫, 전게서, 
193면-194면.

172) 山内一夫, 전게서,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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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을 경계할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Ⅱ. 公益의 외면과 私人의 권리보호 미흡

1. 公益의 외면

제3자효 행정지도가 주로 산업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났지만, 제3자

효 행정지도가 전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의 저항을 고려

하면서 일단 협의를 통해 행정지도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984년의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最高裁判所 판결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면 행정의 일

방적 결정에 가깝기는 하지만 사업자단체가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이 제3자효 행정지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업자단체

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거나 또는 업계와 긴밀히 유착된 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지도로 추구하는 행정목적이 공익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이 점에 관해서는 “사회적 이익이 배후에 숨고 표면적으로는 행정과 업

계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이 강하게 의식되는 전근대적 의식, 비근대적 의식

이 지배적”이라는 비판을 경청할 만하다.173)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는 환

경문제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공익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

다. 이러한 공익의 외면 또는 간과의 문제는, 제3자효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통제를 가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게 한다.

2. 私人의 권리보호 미흡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나 이해관계인인 私人이 행정지도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수단이 마땅

173) 山内一夫, 전게서,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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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다.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의 문제에서, 행정지도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위법성이나 상당인과관계 등에서 막혀 그 실효

성이 없다고 새기는 것이 종래 일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에 의지하여 행정과정을 진

행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다툴 수 있었던 것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신청을 취하하라는 권고 또는 신청을 하지 말라는 권고

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취하했는데, 신청 자체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었다고 해보자. 후에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원자 등에 대한 허가

가 있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이 문

제가 된다. 행정지도가 아니라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었

을 것인데, 행정지도로 인해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174)

이러한 권리구제의 미비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私人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행정지도의 상대방

인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구조 하에 있

다. 따라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私人의 입장에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 등의 요건 구비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는 뒤집어 보면 행정

이 제3자효 행정지도를 선호하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이익의 침해를 받은 私人이 행정쟁송 또는 

손해전보로 그 권리의 구제를 다툴 수 있게 사후구제수단을 마련해줄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된다.

Ⅲ. 법과 제도의 권위 실추

‘행정지도 중심주의’로 평가될 정도로 일본의 행정은 행정지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 기타 행정처분을 통해 처리할 사무도 행정지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지도로의 도

피”175)로 인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까지 나

타난다.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고 이에 의존하

174) 山内一夫, 전게서, 194면 참조.
175) 阿部泰隆, 전게서,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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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와 같이 강력한 수단으로 조속히 시

행해야 할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행정지도를 과도하게 활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상 근거 없이 이를 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보다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운용해나가는 경우 이

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 행

정 시스템의 이용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임의이행에 의존하는 행정지도에 의

존하는 것은, 행정법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관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과 제도의 권위를 실추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한 행정과 업계 간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

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아니라 전근대적 의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다른 행

정지도 유형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즉, 제3자효 행정지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점

에 대해서는 작용법상 근거가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도

출되지만, 그만큼 행정의 책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행정지도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여 행정지도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

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법과 시스템에 대한 경시가 나타나며, 공익을 외면 

또는 무시할 염려도 있으며,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로 피

해를 입은 私人에 대한 구제가 충분치 못하다176)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3자효 행정지도에도 그 실효성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

176) 소비자이익 및 환경이익으로 대표되는 “생활자이익”의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서도 私人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통제의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다. 原田大樹, 전게서, 90면 참
조.



- 79 -

때 제3자효 행정지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행정지도 유형을 법률이나 조례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등으로 규율해나가는 입법에 의한 통제, 청원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한 국민에 의한 통제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 중에 우선 제4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통제⋅구제책이라 할 수 있는 절

차법적 통제와 쟁송법적 통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입법이나 국민에 의

한 통제는 절차법적 통제나 쟁송법적 통제에 비해 직접적인 효용성이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용성의 측면에서 절차법적, 쟁송법적 측

면의 통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절차법적 통제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상 규율을 이용한 사전통제의 성

격을 가질 것이고, 쟁송법적 통제는 제3자효 행정지도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에 私人이 강구할 수 있는 쟁송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사후통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절차법적 통제를 논함에 있어 입법에 있어 

지향해야 할 지점을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언급할 것이기는 하나, 이 두 가지 

이외의 통제수단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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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행정법상의 제3자효 행정지도 통제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통제수

단이 일본 행정법상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사전통제인 절차법적 

통제와 사후통제인 쟁송법적 통제라는 큰 틀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먼저 절차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의 전제로서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논

의를 출발하기로 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

로 빈약한 데 비해 일본은 행정지도 중심주의 하에 있다는 성격상 보다 풍부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8년의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안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을 개정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살펴봄으로써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법

적 통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볼 것이다. 이 두 가지 논의를 전제

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일본 행정법상 어떠한 절차법적 통제 하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쟁송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손실보

상의 청구가 일본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가능한지를 각각 그 기

본 이론 및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첫

째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지, 둘째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충족된다면 현실의 소송으로 다툴 

경우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의 두 가지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

다. 最高裁判所가 기존의 입장과 달리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손해배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긍정하고 세부 논의를 통한 구제가능성을 제시하는 판결을 최근 

내놓고 있으므로, 관련 판례와 평석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제3자효 행정지도

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형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다.

제1절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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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체계

일본 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과 유사하게 정의규정인 제2조에서 행

정지도를 정의한 후 제4장을 별도로 두어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 행정지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절차법이지만 실체법적 규

율을 하고 있는 제32조에서 제34조와, 절차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제35조 및 

제36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법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 고유

의 논의를 입법화한 조문도 있고 우리보다 더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도 있다. 이하에서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177)

Ⅱ. 행정지도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

1.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제2조 제6호)

동법은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 대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지도⋅권고⋅조언 기타의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행정지도로 

정의하고 있다.178) 이 규정 형식 자체는 행정지도에 있어 법률의 근거 요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접근한 것이지만,179) 행정지도에 관한 일

본 행정절차법의 규율이 전체적으로 법률유보론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과 실

무를 반영한 것임은 분명하다.

2. 행정지도의 일반원칙(제32조)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해 실체법적 규율과 절차법적 규율을 동

177) 우리 行政節次法과의 異同 역시 해당 조문마다 각주로 짚어 보기로 한다.
178) 우리 行政節次法 제2조 제3호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기하고 있는 점이 다

르다.
179) 小早川光郎 編, 行政手続法 逐条研究, 有斐閣, 1996, 250면의 시오노 교수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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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실체법적 규율에서 먼저 “행정지도에 있어

서는,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180)는 적어도 당해 행정기관의 임무 또는 소장

사무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및 행정지도의 내용이 어디까지

나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

으면 안 된다(제32조 제1항)”고 하여 정의규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181)

또한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

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2항)”182)고 하여 

불이익취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취급’이란, 

부당하게 기존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해석상 행정지도에 불응한 사실의 공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나, 

제2장에서 논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 신청과 관련된 행정지도(제33조)

(1)  조문의 취지와 내용

동법 제33조는 신청과 관련된 행정지도에서 행정지도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신청의 취하 또는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지도

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신청자가 당해 행정지도에 따를 의

사가 없다는 취지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등

에 의해 당해 신청자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해

180) 원문은 行政指導に携わる者. 상대방에 대해 직접 행정지도를 하는 자,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당해 업무에 대한 책임자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 쓰인 말이라고 한다. 
小早川光郎 編, 전게서, 265면 이하 참조. 우리 行政節次法이 “행정지도를 하는 자”로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81) 우리 行政節次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일본 행정절차법보다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나, 부당강요금지를 규정한 점은 일본보다 더 
구체적이라 할 것이다.

182) 우리 行政節次法 제48조 제2항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규정이 보다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서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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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183)

(2) 종래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

이는 1985년의 最高裁判所 판결을 성문화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은, 맨션 건축확인신청에 대해 인

근 주민과의 합의를 행정지도 받았으나 합의에 진척도 없고 신고도지구 시행

으로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같은 행정지도가 계속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인근주민과 금전적 합의를 하고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건축

확인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가 강제적 행정지도와 건축확인의 유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最高裁判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

축주의 건축확인의 유보에 대한 동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最高裁判所는 이어서, 이러한 건축확인의 유보에 관한 판단은 행정

지도가 건축주의 “임의의 협력⋅복종에 근거한 사실상의 조치에 머물고 있

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며, 건축주가 이러한 “행정지도에 불협력⋅불복

종의 의사를” “진지하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

주가 받을 불이익과 행정지도의 목적이 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

여, 행정지도에 대한 건축주의 불협력이 사회통념상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행정지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처분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

당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건축확인의 유보가 바로 건축기준법 위반의 위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 하

더라도,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종래 학설상으로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다. 주관설은 상대방의 임의성을 중시하여, 상대방이 불복종 의사

를 명백하게 표명한 이후에는 건축확인의 유보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객관설

은 상대방의 불복종은 통상 예상되는 바이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본령임을 들어, 행정지도의 목적이나 방법의 사회적 타당성 기타 객관적 사

183) 우리 行政節次法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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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중시하였다.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주관설에 의하되, 상대방의 불복종 

의사 표명 외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184)

(3) 제33조의 해석과 문제점

1985년 판결은 종래 학설 중 어느 학설을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제33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제33조가 1985년 판결을 성문화하였다고 한다면 제33조

를 해석함에 있어서 ① 상대방의 불복종의 의사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거래

상의 임기응변이 아닌’185) ‘진지하고 명확한’ 의사일 것을 요하며, ② 조

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불복종⋅비협력이 ‘사회통념상 정의의 관

념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86)187)

참고로 제33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조치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문언상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

제라는 지적이 있다.188) 즉, 신청의 취하나 내용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

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응답을 유보한 경우는 제33조의 문언을 엄격히 

따른다면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인허가 등의 권한에 관련된 행정지도(제34조)

(1) 조문의 내용

“인허가 등을 할 권한 또는 인허가 등에 근거한 처분을 할 권한189)을 가

184) 학설대립에 대한 상세는 千葉勇夫, 전게서, 209면-216면 참조.
185) 三辺夏雄, 1985년 판결인 行政判例百選 Ⅰ.-129에 대한 해설(같은 책 261면)에서.
186)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解説, 160면 ; 南博方⋅高橋滋 編, 전게서, 319면-321면에서는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소개한다.
187) 참고로 판례의 ②에 관한 설시는 행정절차조례에도 반영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아

이치(愛知)현 행정절차조례 제31조 제2항은 “신청을 한 자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지도에 관
계하는 자가 당해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8) 太田匡彦, 전게논문, 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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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정기관이 당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당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의로190) 드러내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어쩔 수 없

이 당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해

서는 아니 된다.”191)

(2) 조문의 의미

본 조문은 종래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대한 한계 문제로 자주 논의되던 것

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1994년에 계약직 승무원 고용제도

를 도입하고자 하는 일본 항공업계에 대해 당시의 운수대신이 노선인가권한

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법률이 아직 제

정 후 시행 전이었으나, 운수대신이 이 발언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 역시 

“본 조문의 의의를 재확인하게 해준” 사건이라 할 것이다.192)

Ⅲ.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적 규율

1. 행정지도의 방식(제35조)

   

(1) 조문의 내용

행정지도의 성질에서 법조문을 떠나 당연히 유추되는 제32조에서 제34조와 

달리, 제35조는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한 규율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제1항).193) 그리고 “행정지도가 구두로 행해지는 경

189) 감독권한자를 말한다고 새기는 것이 보통이다.
190) 전체적인 문언에 비추어, 행정이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

토 없이 일단 만연히 행정지도부터 한 경우에는 제34조는 적용이 없게 된다. 다만 아무리 늦
어도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종이 발생한 시점에는 권한행사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문제
없다고 한다. 太田匡彦, 전게논문, 185면-186면 참조.

191) 우리 行政節次法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
192) 상세는 南博方⋅高橋滋 編, 전게서,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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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에 관계한 자는 행정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항).”194)

다만 제2항에는 적용에 예외를 두어(제3항), “상대방에 대해 그 자리에서 

완료되는 행위를 요구”(제1호)하거나 “이미 문서(전항의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이면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의 용도에 공해지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그 상대방에 통지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요구”(제2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2) 조문의 의미

제1항은 행정지도의 명확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195) 이를 통해 행정지

도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불완전한 것을 사전적인 절차통제로 대응하여, 행

정지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기능을 기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고려해볼 때, 행정지도에 완전한 서면주

의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

제2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서면교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고196) 행정의 입장에서는 직무의무로서 ‘서면화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보통이다.197)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198) 그리고 제2항의 의미와 문언을 감안할 때, ‘행정상 

193) 우리 行政節次法 제49조 제1항에서는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
구하고 있는데, 행정지도의 책임자를 밝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에 비해 미흡한 규율로 생각된다.

194) 우리 行政節次法 제49조 제2항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 行政節次法에는 일본의 제35조 제3항
과 같은 적용 예외 규정은 없다.

195) 한국행정연구원, 일본 행정절차법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포럼 주제발표문), 1996, 11면의 
시오노 교수의 발표에서.

196)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解説, 162면. 다만 법 시행 후에 실제로 서면교부를 청구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대신 우가 교수는 본조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억제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197) 제2항이 제1항의 구체화나 제1항의 명확화원칙의 일부가 아니라, 고유한 절차법상 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으로는 紙野健二, 室井力⋅芝池義一⋅浜川清　編 コメンタール行政法 I 
[第2版] 行政手続法⋅行政不服審査法, 日本評論, 2008, 256면 참조.

198) 小早川光郎 編, 전게서, 287면, 시오노 교수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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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라는 요건은 단순한 정당한 이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중에는, ‘구두로 행해진 행정

지도를 서면으로 옮기는 것이’ “행정운영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며, 본조의 서면은 서식이나 날인, 서면의 대소 등 

일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199)

   

(3) 보론 : 일본 행정절차법 입법 당시의 절차법적 규율에 관한 案

참고로, 입법추진과정의 논의로는 제35조에서 절차법적 규율을 정함에 있

어서, 규제적 행정지도에서 불복종으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200) 불복신청권을 인정하는 안

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못한 대신, 행정절차조례에서는 고

충신청, 이의신청, 주민참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가 많다. 또한 

행정지도에 관한 기록작성⋅보관의무와 국민의 기록열람에 관한 규정 역시 

논의된 바 있었다. 행정지도에만 이러한 규정을 둘 이유가 없고 행정의 내부

규율로 충분하다는 반대견해에 묻혔지만, 이는 특히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지도의 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였다고 평가된다.201)

2. 복수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제36조)

(1) 조문의 내용

일본 행정절차법은 제36조에서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기

관은 미리 사안에 대응하여 행정지도지침을 정하고 또한 행정상 특별한 지장

이 없는 한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행정지도지침에 

199) 南博方⋅高橋滋 編, 전게서, 332면 참조.
200) 우리 行政節次法 제50조에서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

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법에는 없는 규정이
다.

201) 南博方⋅高橋滋 編, 전게서, 336면-3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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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내각 또는 행정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정목적을 실

현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복수의 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자 

할 때에 이들 행정지도에 공통하여 그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

다(제2조 제8호 제ニ목). 또한 행정지도지침은 의견공모절차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제38조)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202)

(2) 조문의 의미

제36조에서 요구하는 행정지도지침의 공표는, 행정지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역시 당해 지침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나 개별 사업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 역시 의무적으로 공표되는 이 지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이익에 충실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감시⋅비판할 

수도 있게 된다.203)

제2절 2008년의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안

Ⅰ. 의의

1. 경과

2008년(헤이세이 20년) 4월 11일, 일본 내각법제국은 제169회 통상국회에 

‘행정수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9

년 7월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폐기되었지만,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적 규율

에 있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202) 우리 行政節次法 제51조는 단순히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 “행정지
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지도지침
이나 의견공모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03) 宇賀克也, 行政手続法の解説, 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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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입법 취지

이 2008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처분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에 대해,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 위반된 사실의 

시정을 위한 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제도, 법률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지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Ⅱ. 주요 내용

1. 행정지도의 방식

(1) 조문의 내용

2008년 개정안은 제35조에 제2항을 삽입하면서204), “행정지도에 관계하는 

자는, 당해 행정지도를 하는 때에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을 할 권한 또는 인

허가 등에 근거한 처분을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힐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

였다. 이때 상대방에 대해 밝혀야 할 사항으로는 “당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제1호)”, “전호의 조항에 규정한 요건(제2

호)”, “당해 권한의 행사가 전호의 요건에 적합한 이유(제3호)”를 규정하

고 있다.

(2) 조문의 의미와 해석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를 규제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34조는 인허가 권한 

204) 이와 함께 기존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기존의 제2항에서 “전항”을 “제2항”으로 바
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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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에 반해, 개정

안의 제35조 제2항은 인허가 권한 등이 있고 이를 행사할 의사도 있는 경우

를 전제로 한다. 이로써 행정지도에 관하여 보다 빈틈없는 규율을 하려는 취

지로 이해된다. 제35조 제2항은 행정에 대해서는 권한의 남용을 제약하고, 상

대방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국면은 인허

가와 관련된 행정의 권한 행사가 있은 이후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때 

유용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 역시 가진다. 

그런데 제35조 제2항에서 근거, 요건, 이유 등을 밝히도록 하면서도 서면주

의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사항은 구두로 밝히더라도 충분하

다. 이는 행정의 부담을 덜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로 생각된다. 다만 2008년 개정안의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지도의 상대

방이 서면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행정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

무가 있으므로, 결국 동조 제2항과 제3항이 결합하여 “권한남용형 행정지

도205)의 抑止를 기도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206)

2. 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1) 조문의 내용

2008년 개정안은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를 규정

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법률에 두어져있는 경우에 限한다207))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가 당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할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에 대해 그러한 취지를 신청하여 당해 행정지도의 중

205) 행정절차법 개정요강안에서는 행정지도가 문제되는 유형을 법령위반형과 권한남용형으로 나
누고 있다. 권한남용형은 행정지도 그 자체 외의 인허가권한 등이 연계되어 문제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行政不服審査制度検討会, 行政不服審査制度検討会 最終報告 ー行政不服審
査法及び行政手続法改正要綱案の骨子ー, 2007, 47면-52면 참조.

206) 宇賀克也, 行政不服審査法⋅行政手続法改正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No.1360, 2008, 8면.
207) 도로운송차량법 제54조 제4항의 정비불량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권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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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1

항). 다만 여기에는 제한을 두어 “다만 당해 행정지도가 그 상대방에 대해 

변명 기타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 때208)에는 그러지 아

니하다.”고 하였다(동조 제1항 단서). 

또한 이러한 신청에는 신청서주의를 적용하여 행정지도의 중지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이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청을 하는 자

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1호),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제2호), 당해 행정

지도가 그 근거로 하는 법률의 조항(제3호), 전호의 조항에 규정된 요건(제4

호), 당해 행정지도가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이유(제5호), 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제6호)을 들고 있다.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당해 행정지도가 당해 법률에 규정

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의 중지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조 

제3항).

(2) 제35조와의 관계

개정을 위한 검토회(検討会)의 심의과정에서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제

35조와 같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행정지도의 취지나 책임자에 대한 기재

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반면, 명칭이나 근거⋅요건 등 제35조에서 정하고 있

지 않은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제35조와 

제36조의2는 같은 대상을 규율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8)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었다면 사후적인 중지신청제도를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대기업자에 대한 조정권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법 제16조의2에서는 중소소매상단체가 소속 구성원과 동종 업종에 대기업자가 진
출하거나 영업을 확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도도부현지사에게 권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의3 제4항은 이에 따른 권고시에 중소소매상단체, 대기업자, 일정한 일반소비자,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모두 듣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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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지도를 할 것의 요구

(1) 조문의 내용

2008년 개정안은 행정지도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과 대비하여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게 하였다. 동 개정안은 “처분 등의 요

구”라는 표제 하에 제4장의2를 신설하면서 그 안에 제36조의3을 신설하였

다. 제36조의3은 “누구든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위

해 발령되어야 할 처분 또는 행정지도(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법률에 두어져 

있는 것에 한한다209))가 발령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당해 행정지도를 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대

해 그 취지를 신청하여 당해 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고 하였다(동조 제1항).

이러한 행정지도의 요구에 있어서도 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주의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신청

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도록 하였다

(동조 제2항). 이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1호), 법령에 위반된 사실의 내용(제2호), 당해 행정지도

의 내용(제3호), 당해 행정지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제4호), 당해 행정

지도가 행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이유(제5호), 기타 참고가 되는 사항(제6호)

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당해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

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조 제3항).

(2) 조문의 의미

209)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통칭 JAS법) 제19조의14에 위반한 업
자에게 표시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요구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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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가 行政事件訴訟法에서 최근 개정으로 도입된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지

위를 가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본조는 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에 대

한 것이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의 단

서”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210) 

이러한 의미에서 요구에 대해 행정이 응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지도 등을 할 조치의무를 명문화한 점에 의의

가 있다. 그리고 당초 개정 검토 당시에는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

나 행정지도에 관한 요구까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행정지도를 처분과 동

격으로 보고 규율하고자 하는 관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211)

   

제3절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일본의 절차법적 통제

Ⅰ. 현행법상 인정되는 통제

제3자효 행정지도 역시 행정지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본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직법상 권한 내에서 임의성을 확보하고 이를 강

제해서는 안 되는(제32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체법적⋅절차법적 통제를 

받는다.212)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율은 각 조문에 관한 제1절과 

제2절의 해설로 대신하고, 개별조항이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적용되는지

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는 부분만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1. 제3자효 행정지도와 제35조의 적용범위

210) 宇賀克也, 전게논문, 9면 ; 常岡孝好, 行政手続法改正案の検討, ジュリストNo.1371, 2009, 22
면.

211) 宇賀克也, 전게논문, 9면 참조.
212) 제33조와 제34조 이외의 임의성의 확보는 제32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될 것이다. 또

한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 제34조의 의의는 앞서 언급한 일본 항공업계와 운수대신
의 일화가 큰 시사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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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3자효 행정지도와 제35조가 규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일설은213) 제35조의 문언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점과 제35조의 기능이나 취지에 비추어, 행정지도의 취지나 내용, 책임자를 

밝혀야 하는 것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 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국민에게는 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본

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의 서면교부청구권 역시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존재한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목적의 실현은 사업자단체와 개별 사업자 간의 자주규제에 의한다 하더

라도, 그 핵심은 행정과 사업자단체 간의 교감을 통한 행정지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절차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제고해야 할 당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만 제35조를 적

용한다면 사업자단체만이 명시의 대상이자 서면교부청구권의 주체가 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제한적인 해석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을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대응을 일관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35조와 같은 규정을 살려 사업자단체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 

나아가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소비자에까지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14) 행정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우려가 있

지만, 현재와 같이 제35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데에는 일본 행정법학계의 소

극적인 해석도 원인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제3자효 행정지도와 제36조의 적용 범위

제3자효 행정지도는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개별 사업자에 행정지도를 하는 

독특한 구조 하에 있다. 따라서 제36조의 ‘수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의 해석과 관련해 견해가 대립한다. 일설은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과 사업자단체 간의 행정지도는 제35조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고, 제36조

213) 紙野健二, 室井力⋅芝池義一⋅浜川清　編, 전게서, 260면.
214) 大橋洋一, 전게서, 3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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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용이 없다고 본다. 제36조는 개별적인 행정지도가 아니라 그 지침이 되

는 행정 내부의 지도기준, 지도요강 등의 제정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21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는 제35조와 제36조가 모두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사업자단체는 “행정지도를 개개의 사업자에 

철저하게 하는 역할을 거들”216) 뿐이며, 사업자단체의 지도는 결국 “산하

의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217)이기 때문에 제36조의 적용요건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행정지도에 임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36조가 정하는 공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Ⅱ. 일본 행정법상 논의된 절차법적 통제

2008년에 논의된 행정지도에 관한 세 가지 통제방안은 제3자효 행정지도의 

통제에 있어 모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행정지도의 방식에 

있어서의 명시의무, 행정지도의 중지요구, 행정지도의 요구 등은 차후의 일본 

행정절차법의 개정논의 내용에 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3

자효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의 중지요구

가,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지도의 요구가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행정지도의 중지요구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개별 사업

자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문언상 행정지도의 상대방에 한정된 한계는 

존재한다.

그 외에도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불복신청권, 행정지도에 관한 기록작성⋅
보관의무와 열람 등에 관한 논의 역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 논의로 

큰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제3자효 행정지도의 절차법적 통제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에 대해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강조해나가

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일본 행정법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반드

215) 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編, 逐条解説行政手続法, 265면-266면. 특히 266면의 도해 참조.
216) 南博方⋅高橋滋 編, 전게서, 340면.
217) 紙野健二,전게논문,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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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에 특히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기록에 관

한 마지막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지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제35조 제2항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行
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제3조의 일반적 개시청구를 활

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실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법적 사전통제 

역시 큰 의미를 가지지만, 제3자효 행정지도는 법적 통제를 잘 받지 않고 외

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

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국민이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따라서 제4절과 제5절에서는 일본법상 제3자효 행

정지도에 대한 쟁송법적 통제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보기로 한다.

제4절 행정쟁송을 통한 쟁송법적 통제

Ⅰ. 행정심판(行政不服審査)의 가능성

일본의 행정심판은 행정불복심사법(行政不服審査法)에 의해 규율된다. 행정

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심사에는,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 대한 이의신청(異
議申立て),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 이외의 행정청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

구의 세 가지가 있다. 이 불복심사의 대상은 처분이다. 그런데, 행정지도는 

처분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218) 행정지도는 행정불복심사의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존재한다. 2008년의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청구를 도입하면서, 구제가 필요한 행정

지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을 ‘사전구제’로서 행정

218) 일본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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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에 한정시켜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심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론구성

을 일관한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는 견해219)가 바로 그것이다.

Ⅱ. 행정소송 선택시 유형의 문제

1. 취소소송의 가부

(1) 취소소송의 원칙적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行政事件訴訟法 제3조 제2항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

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데220), 행정지도는 “법효과가 없는 비권력

적 사실행위”221)이기 때문이다.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 역시 동일한데, 판례

는 전반적으로 행정청의 활동의 처분성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고 평가된다.222)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례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예외적으로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례

(가)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나 매우 유사하며, 문제되는 근거조문도 동일하고, 판

시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2005년에 나온 각 最高裁判所 판결의 사실관계

만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판시 등 이하의 논의는 동일하다.

병원개설중지권고에 관한 2005년 最高裁判所 판결223)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219) 白藤博行,行政不服審査制度改正の憂鬱と希望ー利用主体である国民の視点に立って考える行政
不服審査制度の構造⋅構法, ジュリストNo.1371, 2009, 16면 참조.

220) 千葉勇夫, 전게서, 145면.
221) 稲葉馨, 전게서, 123면.
222)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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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원고가 도야마(富山)현 지사에 대해 병원개설허가를 신청하자, 지사는 

의료권 내의 병상(病床) 수가 도야마현 지역의료계획상의 필요병상 수를 넘

어섰음을 이유로 의료법 제30조의7224)에 근거하여 병원개설중지를 권고하였

다(이하 본건 권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지사는 병원개설을 허가하는 동

시에 후생부장(厚生部長) 명의로 ‘중지권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한 경

우에는, 보험의료기관지정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

였다(이하 본건 통고). 이에 원고는 본건의 권고 또는 통지부분의 취소를 구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 모두 본건 권고와 통지 모두의 

처분성을 부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병상수 삭감권고에 관한 2005년 最高裁判所 판결225)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바라키(茨城)현 지사에 대해 병원개설허가를 신청하자, 지사

는 의료권 내의 병상수가 현 지역의료계획상의 필요병상수를 넘어섰음을 이

유로 의료법 제30조의7에 근거하여 병상수를 신청한 308병상에서 60병상으로 

줄이도록 병상수 삭감을 권고하였다(이하 본건 권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

고, 지사는 병원개설을 허가하였다. 이후, 원고가 본건 권고는 위법하며, 권고

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8병상으로써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건 권고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제1심과 원

심 모두 처분성을 부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나) 판시

最高裁判所는 본건 통지의 처분성은 역시 부정하였다 그러나 본건 권고들

의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원심에 파기환송하였다.226) 본건 권고들에 

관한 부분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30조의7의 규정에 근거한 병원개설중지의 권고는, 의료법상으

223) 最高裁判所 2005(헤이세이17년)⋅7⋅15,判時1905号 49면.
224) 현행 의료법 제30조의11이다. “도도부현지사는, 의료계획의 달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병원의 개설 또는 병
원의 병상수의 증가…에 관해 권고할 수 있다.”

225) 最高裁判所 2005(헤이세이17년)⋅10⋅25,判時1920号 32면.
226) 이후 하급심에서 본건 권고가 취소되었다. 富山地判2007(平成19年)⋅８⋅29, 平成17（行ウ）5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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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당해 권고를 받은 자가 임의로 이에 따를 것을 기대하고 행해지는 행정

지도로서 정해져있지만, 당해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에는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해도 보험의료기관의 지정

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른바 국

민개보험제도가 채용된 우리나라(일본)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진하는 자는 거의 없으며,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병원의 

개설 자체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료법 제30조의7에 근거한 병원개설중지의 권고의 보험의료기관 

지정에 미치는 효과 및 병원경영에 있어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이 가지는 의의

를 함께 고려하면, 이 권고는, 行政事件訴訟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행

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후에 보험의료기관 지정거부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상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다) 후지타 토키야스(藤田宙靖) 재판관의 보충의견

한편 병상수 삭감권고에 관한 두 번째 판결에서, 후지타 토키야스 最高裁
判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충의견에서 후지타 재판관은 

권고의 처분성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의견의 요지

는 이하와 같다.

行政事件訴訟法 제3조의 ‘행정청의 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와 거의 같

은 것이고 이러한 행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이라는 사고방식이 ‘종래의 공식’이었다. 이에 의

한다면 본건 권고가 있으면 지정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는 사실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 권고에 대해서는 ‘행정청

의 처분’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상호관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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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많은 행위들이 보편적이고 항상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메커니

즘 하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를 보아서는 파악해낼 수 없는 새로

운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다. 본건 권고 역시 그러한 예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

는 이상 이를 취소소송 이외의 형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다투

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출소기간, 공정력,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신뢰한 국

민의 불측의 손해 등이 예상되지만, 행정청의 교시의무(行政事件訴訟法 제46

조), 출소기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다.

(라) 판례에 대한 평석

이 판례에 대한 평석 중에는, ① 당해 시점에서 소송 일반의 허용성의 문

제와 ② 어느 소송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있

다.227) ①에 대해서는, 이른바 “타이밍론”에 따라 지역의료계획의 획정에서 

보험의료기관지정거부처분까지의 각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검

토한다. 분쟁의 성숙성, 행정활동에 대한 과잉개입의 회피라는 두 가지 기준

을 가지고 볼 때 판례가 권고 단계에서228)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고 한다. 이때 판례가 ⓐ 불이익한 후속처분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연동

되어 있고, ⓑ 후속처분이 심각하게 불이익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고 보았음을 강조한다.

②에 대해서는, 후지타 재판관의 보충의견 중 취소소송을 선택하여야 한다

는 부분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건 권고는 그 자체로는 원고의 

“병원을 개설할 권리”를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권고단계에서 

“보험의료기관지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성하는 것도 난점이 있기 때

227) 角松生史,行政判例百選 Ⅱ.,345면.
228) 권고가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구성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후행 

불이익처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기관지정청구권이 권고 단계에서 이미 침해되었기 때
문이라는 견해(아베 교수)도 있고, 후행 불이익처분의 효과를 미리 앞당겨 쓴 것(前倒し)으로 
구성하는 견해도 있으며(가도마쓰 교수), 권고가 일종의 확약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 것으로 구성하는 견해(오토베 교수)도 있다. 논의에 대한 상세는 乙部哲郎, 行政指導の
処分性に関する一考察, 神戸学院法学第37巻第3⋅4号, 2008, 4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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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권고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사실의 확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

만, 그보다는 권고 자체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본다. 결국, 

“당사자소송으로서 권고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하거나229), 굳이 처분성의 

확대를 통해 취소소송에 의해야 한다면, 형식적 행정행위론에 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확인소송의 가능성

2004년 일본 行政事件訴訟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소송에 대해 규정하는 

동법 제4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당사자소송의 하나

로 명시되었다. 이는 종래 논의되던 부분을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확인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30)231)

이 확인소송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항고소송으로서 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하거나, 법정 

외의 항고소송으로 구성하는 견해도 존재한다.232) 그러나 확인소송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불문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의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행정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 응하여 실효적

인 권리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233) 감안하면, 확인소송도 행

229) 다만 권고위법확인소송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법정 외의 항고소송으로 
구성하는 견해(芝池義一, 行政救済法講義（第3版）, 2006, 170면)도 있고, 행정지도와 그 불복종
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대한 예방적 금지(差止)소송으로 구성하는 견해(山本隆司, 訴訟類型⋅行
政行為⋅法関係, 民商法雑誌　第130巻　4⋅5号, 2004, 665면)도 있다.

230)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Ⅱ., 有斐閣, 2006, 325면 참조.
231) 이러한 입법취지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의 소의 명시는 ⋯ 행정지도 등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을 계기로 
하여 분쟁이 생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행 行政事件訴
訟法에서도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의 소가 가능하지만,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법상 법
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당사자소송의 한 유형으로 명기하는 개정을 행하는 법안을 제출
하는 바이다.” 김준현, 처분성 없는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 - 2004년 일
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 ,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 2009, 
341면.

232) 학설의 상세한 소개는 김준현, 전게논문, 341면 참조.
233)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 行政訴訟検討会, 行政訴訟制度の見直しのための考え方, 2010, 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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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도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비중 있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 예로는 권고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확인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234)의 관계 설정도 2004년의 개정 

당시 논의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장래의 처분 자체에는 예방적 금지소송, 

지위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와235) 일정

한 불이익처분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적 금지소송, 그러한 불이익

처분의 확실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방적 의미의 확인소송에 의한다고 이해

하는 견해236) 등이 있었다.

3.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유형

(1) 제3자효 행정지도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제3자효 행정지도를 행정소송으로 다툰다고 할 때, 행정지도가 行政事件訴
訟法 제3조의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 행정지

도를 행정의 행위형식대로 판단한다면, 행정지도를 받아도 그에 따르지 않으

면 그만이므로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의 最高裁判所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 불이익한 후속

처분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연동되어 있고, ⓑ 후속처분이 심각하게 불

이익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행정지도도 ‘행정청의 처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할 때 통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불

응할 경우 행정이 가진 인허가권한 기타 제재수단 발동이라는 심각하게 불이

익한 후속처분인 경우 ⓑ 요건을 충족하고, 이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234) 일본 行政事件訴訟法상 差止めの訴え(제37조의4, 제3조 제7호).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 또는 
재결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것이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처분 또는 재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역시 2004년 개정으로 명문화되
었다.

235) 塩野宏, 行政法 Ⅱ.（第3版）,有斐閣, 2004, 238면.
236) 상세는 김준현, 전게논문,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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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되어 행사될 것이면 ⓐ 요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이를 ‘행정청의 처분’으로 포섭할 여지가 많을 것으

로 보인다.

(2) 제3자효 행정지도와 원고적격의 문제

이때 제3자효 행정지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소송 유형으로 다툴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最高裁判
所 판결에 대한 평석 중에서는 最高裁判所가 “처분개념의 순화보다는 소송

법상 처분개념의 확대” 경향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 결과로 취소소송, 

확인소송,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지위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정리한 것도 있다.237)

행정지도를 다툴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확인소송, 예방적 금지소

송 등을 상정해볼 때,238)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주

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소송의 대상적격의 문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결되지만, 각 주체별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는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소송의 주체

로는 사업자단체, 그에 속한 개별 사업자, 신규진입에 지장을 받거나 가격 정

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자, 가격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일반 소비자⋅국민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일본 行政事件訴訟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요구한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설’, ‘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적법성보장

설’ 등이 대립하지만,239) 적법성보장설에 의하지 않는 이상 일반 소비자나 

국민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에서 탈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방적 금

지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동법 제37조의4 제3항, 제4항), 예방적 금지

237) 徳田博人, 行政法判例にみる司法制度改革の位相, 法律時報82巻8号, 2010 참조.
238) 2004년 개정으로 도입된 의무이행소송도 있으나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굳이 소송이라는 수단

에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239)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Ⅱ, 164면-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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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 외의 자에게도 보충성의 제한이 있다(동조 제1항 단서).

(3) 제3자효 행정지도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유형 선택

결과적으로, 취소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으로 이론 구성한다면 사업자단

체나 개별 사업자들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이론 구성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나 국민의 경우에는 후술할 손해배상청구로 이론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240) 다만 확인소송으로 이론 구성할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만 인정된다면 이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확인의 소

와 예방적 금지소송간의 선택 관계는 앞서 논한 두 견해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41)

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아직 인정 여부가 확

실하지 않은 취소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보다는 당사자소송으로 규정된 확

인의 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42) 다만 소의 선택에 따른 위험부담

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병행제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해야 한다.243)

제5절 손해전보를 통한 쟁송법적 통제

Ⅰ.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검토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

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와 손해배상을 논함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법학에

240) 다만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더라도 제4절에서 서술할 바와 같이 난점이 있다.
241) 김준현⋅박광웅,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 대법원⋅법무부 개정안 및 일본 行訴法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50집, 2010, 307면.
242) 阿部泰隆, 行政法解釈学 I, 有斐閣, 2008, 312면 참조.
243) 김준현, 전게논문, 3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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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상 ①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② 행정지도의 위법성 

판단의 문제 ③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지도와 공권력의 행사

(1) ‘공권력의 행사’의 해석

국가배상법 제1조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

의설이 대립한다. 협의설은 전통적인 권력작용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견해로, 

입법자의 입장은 협의설로 이해되고 있다. 광의설은 순수한 사경제작용을 제

외한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최광의설은 순수한 

사경제작용도 포함한다. 통설은 광의설을 따르고 있으며, 판례 역시 대체로 

광의설에 따르고 있다.244) 명시적으로 이것을 언급한 도쿄고등법원판결245)에

서는, “공권력의 행사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 중 순수한 사경제작용

과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구제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작용을 제외

한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과거에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

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거나 행정지도를 무조건 신용하는 것도 무

리가 아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행정지도가 

공권력에 해당한다는 이론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246) 그러나 

최근에는 광의설의 입장에 서서 행정지도는 순수한 사경제작용도 아니고, 영

조물의 설치⋅관리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247) 판례 역시 풍치지구248) 내의 주유소 건설을 

244)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Ⅱ, 357면 참조.
245) 東京高裁 1981(쇼와56)⋅11⋅21, 判時1028号, 45면.
246) 千葉勇夫, 전게서, 119면 참조.
247) 山内一夫, 전게서, 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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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 원고가 관행에 따라 풍치지구 내 현상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한 사전상

담 형식의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단념하였는데, 원고가 행정지도로 제시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주유소를 건설하자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행정지도를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한 바 있다.249)

2. 행정지도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판단의 기준

행정지도에 있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위법으로는 ① 당해 행정기관의 

소장사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넘은 행정지도여서 조직법상 근거조차 없는 경

우, ② 그 내용이 근거인 작용법규범의 기속규정에 반하거나 그 밖의 규제규

범에 반하는 경우, ③ 그 내용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형해화시키는 

경우, ④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평등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형성과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단 역시 일응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판례 중에는 교원에 대해 집요하게 퇴직을 권장하면서 압력을 가한 사안

에 대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본건 행정지도의 위법성을 인정하

면서, 행정지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것250)도 있는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의 사례라 할 것이다.251)

(2)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태도

그러나 실제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 판례는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 근거법 등의 위반 여부, 행정지도 방법의 임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252) 풍치지구 내 주유소 건설과 

248) 風致地区. 도시의 자연경관 유지⋅보전을 위해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구역을 말한다.
249) 京都地判1972(쇼와47년)⋅７⋅14, 判例タイムズ第283号, 168면. 
250) 最高裁判所 1980(쇼와55년)⋅７⋅10, 判例タイムズ第434号, 172면.
251)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Ⅰ, 370면 참조.
252) 千葉勇夫, 전게서,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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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상기 판례 역시 “불법성이 큰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최근 들어 판례는 건축확인유보에 관한 1985년 最高裁判所 판결253)에

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겠다는 진지하고 명확한 의

사”가 있다면, 행정지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택지개발지

도요강에 따른 행정지도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1993년의 最高裁判所 판결254)은 지도요강의 문언과 실제 운용실태를 주된 이

유로 손해배상을 긍정하였으나, 1993년의 사례 이외에는 모두 상대방의 대응

에 초점을 두고 위법성을 판단한다. 1993년 판결 역시 당해 사안에서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255)256) 다만 1985년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익과 공익을 비

교형량해 보았을 때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의관념에 반하

는 경우라면 행정지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3.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상대방이 임의로 응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상대방의 임의성

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차단되며, “자신의 임의의 선택의 과오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57). 따라서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인정되지 않

으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관점에서도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즉, 적어도 실

제 행정에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구속력이 인정된다면 행정지도와 손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서는, 행정지도에 응하

253) 제3장의 건축확인의 유보와 관련해 이미 살펴보았다.
254) 제3장의 급수거부와 관련해 이미 살펴보았다.
255)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Ⅰ, 373면 참조.
256) 이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의 강제성이 없음을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하여 행정지도에 대

한 국가배상을 넓게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노기현, 전게논문, 104면
-105면 참조.

257) 千葉勇夫, 전게서,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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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 경우, 행정지도에 불응한 자에 

대한 불응 사실의 공표, 행정지도에 응한 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차별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258)

(2)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2010년 最高裁判所 판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례 중에는, 상대방의 임의성을 기준으로 긍

정한 예와 부정한 예가 혼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

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이는 2010년의 最高裁判所 판례259)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사업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본래 기속행위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55조 제1항). 이 경

우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해야 

하며(동법 제56조 제1항), 이 매수행위에는 양도소득세 등에 특별공제의 특례

가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33조의4 제1항). 그리고 나고야市에서는 이러한 매

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건축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① 임시매수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② 토지구입 예산이 구비되면 사업예정지로 지정한 후 허가

신청하게 하고, ③ 그 신청서에 미리 담당 직원이 준비한 건축도면을 첨부하

며, ④ 불허가처분을 한 뒤에 매수신청을 하게  한다는 관행에 따라 행정을 

운용해 왔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나고야市의 담당직

원으로부터 조세특별공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敎示를 받고 종래 관행

대로 ①에서 ④까지 행정지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소관 세무

서장이 특례가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 하여 경정 및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결

정을 하자, 원고가 市에 대해 담당직원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손해를 입

258) 千葉勇夫, 전게서, 129면-130면 참조.
259) 最高裁判所 2010(헤이세이22년)⋅4⋅20, 裁判所時報1506号,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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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이 위법성은 인정되나 

인과관계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상고하

였다.

(나) 판시

最高裁判所는 먼저 나고야시가 “적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관계법령에 반하는 운용을 해 왔으며, 

원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특례의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敎示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외형을 구비하게 해가면 행

정지도를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담당직원의 교시나 지도가 없었다

면 상고인이 특례의 적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

이므로, 원고가 안이하게 이러한 교시나 지도를 따른 것에 과실은 있다고 하

더라도, 가산세 상당액의 손해 또는 다른 특례의 적용을 검토할 기회를 놓친 

손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다) 평석

이 판결에 대한 평석 중에는, 세무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잘못이 개

입된 ‘조성적’ 행정지도에 관한 사안임에도 인과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점

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다.260) 또한,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행

정지도와 관련한 관행을 만들고 행해 왔다는 점, 본 사안에서도 시가 적극적

으로 관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본 판결에 대해,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판단

이 도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세무 직원도 아닌 일반 직원의 행정

지도를 아무 의심 없이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학설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신용

한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상

260) 杉原丈史, 市の一般職員の誤った行政指導に基づく過少申告につき損害が認められた事例, 速報
判例解説 vol.9 行政法 No.1, 2011,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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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私人의 노력 해태를 과실상계로 처리한다고 한다.261)

Ⅱ.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검토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역시 본 절에서 살핀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262) 첫째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광

의설에 의할 때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적용을 긍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위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진

지하고 명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경향을 참고로 손해배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사업자단체나 그에 속한 개

별 사업자가 아닌 경우, 특히 일반 소비자나 국민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기관과 사업자단체 사이의 이해대립은 이 경우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법상 근거 결여, 법령 위반, 행정법상 일반원칙 위반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임의성 판단이 중요한데, 제3자효 행

261) 阿部泰隆, 国家補償法, 有斐閣, 1988, 104면-105면 참조. (杉原丈史, 전게논문, 35면에서 재인
용).

262) 행정지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의 不作爲로 인한 위법의 논의가 있다. 
학계의 논의를 넘어, 실제로 2008년 最高裁判所는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最高裁平
成20⋅3⋅3, 平成17（あ）947, 일명 藥害AIDS사건).

     사안은 다음과 같다. 
     녹십자(ミドリ十字)가 만든 혈우병 치료제로 비가열(非加熱)혈액제제인 크리스마신이 AIDS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투약받은 환자가 AIDS에 감염되어 항산균감염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당시 후생노동성의 약무국(藥務局) 생물제제(製劑)과장이었던 마쓰무라(松村
明人)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원심 및 最高裁判所는 비가열제제로 인한 AIDS 감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안전한 가
열제제가 등장한 시점에서 가열제제의 사용에 관해 비단 법률상 강제감독조치 외에도 행정지
도를 포함하는 필요충분한 대응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제약회사나 병원 등에 가열
제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그 구조의 특성상 제3자효 행정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도출되어 그 부작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본문
에서는 논의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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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도에 있어 일정한 자율이 주어지면서도 행정의 사실상 강제가 인정된다

는 점에 비추어 사안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인정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된다. 특히, 통상 규제적 행정지도에 대해 논의되던 상당인과관계를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인정한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더

욱 그러하다. 다만,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아닌 소비자 기타 일반 국민이 제3

자효 행정지도를 다투는 경우에는, 임의성의 인정은 위법성 판단의 문제, 즉 

위법성 조각 여부의 문제로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 기타 일반 국민

은 제3자효 행정지도의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 일반 소비자 또는 국민의 입증책임의 문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렇게 요건이 구비된다고 하더

라도,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다시 남는다. 이 부분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판결로, 제3장에서 검토한 석유

가격 카르텔 형성에 관해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기각

한 1987년263)과 1989년264)의 最高裁判所판결이 있다. 이 판결들을 통상 ‘등

유(燈油)소송’이라고 한다.

이 판결들의 사실관계는 제3장의 1984년의 最高裁判所의 형사판결과 같다. 

다만, 도쿄(1987년 사건)와 쓰루오카(鶴岡, 1989년 사건)의 생활협동조합 기타 

소비자단체 등이 석유연맹과 산하 개별 사업자에 대해 등유가격 급등분에 대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특히 쓰루오카 사건은 원심인 센다이(仙台)고등재

판소 아키타(秋田)지부에서 개별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 승소함으로써 화제

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最高裁判所는 손해배상청구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

서도, 입증책임의 문제를 들어 결국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먼저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 손해액가격협정이 있는 현실의 구입가격과 가

격협정이 없었다고 상정한 구입가격을 피해자인 최종소비자가 주장, 입증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입증의 곤란성이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想定구입가격은 가격협정 직전의 소매가격으로 추인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

263) 最高裁1987(쇼와62년)⋅7⋅2, 昭和56（行ツ）178.
264) 最高裁1989(헤이세이 원년)⋅12⋅8, 昭和60（オ）933.



- 112 -

우 석유파동 당시의 현저한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추인이 곤란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것을 상정구입가격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사

정을 모두 최종소비자가 주장⋅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비록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을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은 아

니지만 관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제3

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 기타 일반 국민이 다투면서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판

례가 설시한 바와 같은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입증 외에도, 행정과 사업자단

체 간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관행의 입증 역시 문제가 되는데, 제3자효 행

정지도의 특성상 이 부분 역시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Ⅲ. 손실보상청구 가부

행정지도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관해 일본 행정법상 활발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지도의 임의성을 감안할 때 손실보상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며, 특별희생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私人에게 특별희생을 강제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손실보상보다는 손해배상

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265)

265) 塩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197면-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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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일본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떠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법상 절차법상⋅쟁송법상 통제에

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또 논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일본

의 논의를 우리 법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1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

Ⅰ.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現狀

우리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에 행정지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여 광복 이후에

도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지도가 활용되어 왔다. 전체 행정지도 중에서 경제 

분야에 관한 행정지도 역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행해져 왔는데, 이는 제3

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하에서 각종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상의 수치에 근거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는 일제 강

점기에 비해서 군사정권 시기에, 군사정권 시기에 비해 민주화 이후로 갈수

록 그 활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일례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연간 150여 

건에 달하던 행정지도는 군사정권 하에서는 연간 100여 건이 행해지고, 민주

화 이후에는 50여 건 이하로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66) 이는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존경을 전제로 하는

데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이 강하고, 자신의 권리

보호에 민감하여 행정쟁송 등을 거리끼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67)

행정지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활성화되

266) 한승연, 전게서, 309면 참조.
267) 한승연, 전게서, 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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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 각종 업계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가 

군사정권 하에서 80여 건에 달하던 것이 민주화 이후 기간에는 40여 건 수준

으로 급감하는268) 것을 보아도 이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주화 이

후 경제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데다가, 우리 경제가 개방되고 세계화

되면서 경쟁지향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

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원활하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존경

과 행정의 온정적 권위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행정과 업계가 서로의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 필요한데, 민주화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상

당부분 해소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그 결과 실제 실무에서 여전히 행정지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일본과 같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지

도의 대상인 국민이 행정의 지시에 복종하는 모습은 민주화 이후에는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보다는 재벌 등을 대상으

로 한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

러한 경우에도 제3자효 행정지도는 행정이 행정목적을 실현할 수단을 고려함

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행정 실무

에서도 행정이 그 목표하는 바를 행정행위로 처리하거나 개별 기업 간의 자

율에 맡기는 것을 우선 수단으로 삼고 있고, 행정지도로 대처하는 경우에도 

제3자효 행정지도와 같은 형태로 의사를 관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다.269)

실제로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법학계의 논의에서도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

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논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행정지도에 관

한 논의도 대개 일반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70)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 

268) 한승연, 전게서, 497면 참조. 더욱이 당해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을 모두 업계나 단
체로 분류한 것이므로 제3자효 행정지도의 구조에 해당할 실제 건수는 매우 미미할 것임을 추
정할 수 있다.

269) 이는 지도교수와의 논문 작성을 위한 면담 과정에서 생각의 단초를 얻은 것이며, 금융감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 선후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실무에서 현재
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음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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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것은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우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실무가 존재하고 그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음을 많은 문헌에

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제3자효 행정지

도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색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효 행정지도

의 實例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인 카르텔 형성과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강한 구속력을 가진 지시나 종용에 의해 발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지도에 관한 문헌 중에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판례를 평석함에 있어서 사실 대상 

판례에서는 행정지도 개입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경우

를 가정하여 서술한 경우도 있다.271)

Ⅱ.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한일 비교법 연구의 의의

제3자효 행정지도가 우리의 행정현실에서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우리 행정법학과 비

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법 연구는 본고의 서두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법체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다른 나라

가 걸어온 길을 밝혀 되짚어봄으로써 우리의 행정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

리 행정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비교법 

연구는 반드시 우리 법학과 외국의 법학이 하나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떻

게 같은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

법론이 된다. 양자 모두 우리의 행정법학 연구를 보강해줄 수 있는 좋은 수

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법학이 과거 일본 행정법의 영향 하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행정법은 이제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한 외국법학이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의의가 크지 않다면 과거에

270) 대표적으로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법리의 특징과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간 요금
관련 합의의 경쟁법 적용제외, 행정법연구 2005년 상반기 참조.

271) 박종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판례평석, 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제35집 
제3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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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어째서 지금에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것도 비교법의 연구과제가 된다. 나아가 만약 앞으로 제3자효 행정지

도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를 

일본의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비교법의 연구 과제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행정지도는 민주화 이후 규제완화가 강조되면서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다가, IMF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활용도가 대폭 늘어난 사

실은 이미 확인되어 있다.272) 제3자효 행정지도 역시 현재는 큰 의미를 가지

지 못하는 논의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법학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

로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대내적으로 내수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저성

장 국면에 들어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석

유파동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감안

하면, 지금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한⋅일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를 

대처하고 통제할 방안을 연구해두는 것은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다만 이하에서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그에 관

한 통제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현재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가 활성

화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일반의 논의를 기준으로 서술하

되, 해당 부분별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두는 형

식을 취하고자 한다.

제2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

Ⅰ. 제3자효 행정지도와 법률의 근거 요부

제3자효 행정지도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일반의 논의와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72) 한승연, 전게서, 3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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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논의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행정법학의 논의에 있어, 

먼저 조직법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조직법

상 근거가 행정지도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고 하

므로,273) 작용법상 근거에 대해서만 이하 논의하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째, 긍정설에는 법률유보에 관한 전부유보설의 관점에서, 행정지도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이를 할 수 없다

고 보는 견해274)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부정설은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비권력적 행정활동에 있어 행정지도가 가진 현실적 중요성, 

법률이 흠결된 경우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난 경우에 행정지도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 법률에 수권규정을 둔다고 해도 행정지도의 성질상 행정지도를 할 수 있

다는 일반규정과 같은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적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한다. 이 부정설이 현재 일

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다만 부정설 중에는 행정지도에 억제적 조치가 결부

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75)

마지막으로 절충설은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성질을 갖는 행정지도가 아닌 

이상 규제적 행정지도라면 작용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규제적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성이 의미가 없게 되는 위로부터의 공권력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273) 김철용, 행정법(전면개정판), 고시계사, 2012, 275면.
274) 김동희, 전게서, 207면 이하.
275)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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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의 검토

긍정설은 행정의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찬동하기 어렵다.276) 절

충설에 대해서는, 규제적 행정지도라는 것이 내용이 규제적이라는 것이지 행

정지도의 효과가 규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실제에 따라 파악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규제적 행정지도와 법률의 근거 요부를 결부지을 필요

는 없다고 생각된다.277) 나아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행정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질 위험성을 무

시할 수 없다278)는 점에서, 결국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79) 

3. 평가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는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되 작용법상 근거는 반드

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의 견해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 

다만 자신의 권리 침해에 민감한 우리 국민의식에 비추어 제3자효 행정지도

와 같이 행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행정지도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강제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임의에 의존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실효성 담보수단만큼 강제성이 강하게 드

러나지 않는다는 점,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순발력 있게 문제를 대처해 온 역

사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수단임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행정법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 제3자효 행정지도가 문

제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음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76) 김동희, 전게서, 207면.
277) 정하중, 행정법개론(제4판), 박영사, 2010, 361면.
278) 김동희, 전게서, 207면 ; 정하중, 전게서, 362면 ;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1판), 박영사, 2012, 

319면 등.
279) 부정설 중에는 행정처분에 작용법상 근거가 있다면 행정지도에도 당연히 작용법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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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경제 상황에 비추어, 제3자효 행정지도에 일본과 같

은 정도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 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의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법상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고, 쟁송법상 통제 역시 다듬

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제3절에서 이어 논하기로 한다.

Ⅱ. 그 밖의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에 따른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불법을 조각한다는 법

언에 따라 법적 수단으로 행정지도의 위법을 다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는 점, 표면적으로만 임의적 수단임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는 점280),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의 구현에 장애가 된다

는 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 

불필요한 간섭이나 개입을 유발하여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281)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의 불명확성

과 불투명성, 공익의 방기와 사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미흡, 법과 제도의 

경시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우리법상 어떠한 

통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3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통제방안

280) 건축법상의 허가조건을 충족한 오피스텔건축허가신청을 정부의 오피스텔 신축억제정책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한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구4794 판결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홍준형, 전게서, 334면.

281) 정하중, 전게서,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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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지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에 관해 논의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절차법상 통제와 쟁송법상 통제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

다. 우선 현실에서 어떠한 통제가 마련되어 있고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일본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어떠한 통제를 생각할 수 있고 현재의 통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짚어보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Ⅰ. 절차법상 통제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임기응변으로 대

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행정지도까지 억제한다는 비판이 있다.282) 그러나 제3

자효 행정지도와 같이 행정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자율성 확보가 중요한 경

우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지도

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규율은 

필요최소한의 통제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전통제가 사후통제보다 

의미가 큰 행정지도에서 그 필요성은 배가된다.

1. 현행법의 절차법상 통제

행정절차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

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규정

을 두고, 제6장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을 모아두고 있다. 우리법상 행정지

도에 관한 절차법적 규율은 일본 행정법상 논의되는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

적 규율에 비교하면 풍부하다고 하기 어렵고, 절차법적 통제에 관한 학설상 

논의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제48조에서는 행정지도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

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

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제1항 제1문),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

282) 특히 예컨대 宇賀克也, 行政法概説 I,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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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행정지도의 임의성⋅비강제

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

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하여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283)을 규정하여 임의성을 사후적으로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중 나머지는 모

두 실체법적 규율이 아닌 절차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에서는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

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히도록 하여 행정지도실명

제를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는 위법하거나 과도한 행정지도로부터 상대방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84) 또한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권리를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인정하

고 있다(제2항). 다만 이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50조에서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

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일본 행정절차법에도 없는 특유한 규정인데, 행정과 업계 내지 

민간이 일본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의 한 반영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1조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

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표할 사항으로는 당해 행정지

도의 취지, 주요내용, 주관행정기관, 당해 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 

2.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방안 탐구

우선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규율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283) 다만 이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까지 금지하는 것
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오준근, 행정절차법 개정방
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193면.

284) 홍정선, 전게서,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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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행정절차법상의 조문과 비교해보면, 동법 

제33조와 제34조는 물론 임의성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일본 

고유의 판례나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규율을 구체화하

는 의미에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

해서도, 우리 법 제49조에서는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 법 제

35조와 같이 행정지도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

이나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쟁송법적 방법을 포함한 여러 대응수단을 강구하

는 데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서는, 사업자단체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08년의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행정지도 중지 등

의 요구, 이해관계인 기타 私人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통제조치로 역시 개

정안에 포함되었던 행정지도의 요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만 입법으로 이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본처럼 행정지도 중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조문의 전반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에 임하여 제3자효 행

정지도에 대해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무엇보다, 행정지도에 관한 원칙적 서면주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서면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교부하게 한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책임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직무수행

에 특별한 지장’을 완화 해석하여, ‘직접 관계자 이외에는 嚴秘’등으로 

처리할 경우 이를 다툴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285) 서면주의를 도입하여 

절차통제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면주의의 도입이 행정부측의 반대 기타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정

지도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의무와 열람에 관한 규정은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우리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꺼리는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파기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때문이다. 그 밖에도, 사전통제를 위해 발동의 정보에 대한 공개, 회의록, 존

285) 오영교, 전게서,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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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간과 입안자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사전통제도 빈약한 현재의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로 필

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286)

Ⅱ. 쟁송법적 통제

제3자효 행정지도는 절차법적으로 사전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후

적으로 쟁송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쟁송법적 통제수단으

로 취소소송, 확인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그리고 손해배상소송 등을 살펴본 

바 있다.

1. 행정쟁송

(1) 취소소송에 관한 종래의 논의

행정지도가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종래 부

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

분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제1

호), 임의적 협력에 의존하는 비권력적⋅비구속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도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건물소유

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

라고 하여 같은 입장이었다.287)

그러나 우리 行政訴訟法上의 취소소송은 객관소송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

진다고 이해하면서, 행정의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되는,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라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286) 한국법제연구원,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8, 84면.
28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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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사실행위인 행정지도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288) 그밖에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행정지도와 같이 실질적으

로 권력적 행위와 다르지 아니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89) 

판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성희롱에 관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

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법률상 지

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한 

바 있고,290) 대법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에 대해 불이

행시 과태료 부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91)고 인정하

여 종래 입장에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쟁송 탐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근 일본 最高裁判
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자효 행정지도 역시 일정한 자

주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행정이 설정한 범주 내에서 자주규제가 이루

어지도록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시에 해당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最高裁判所가 설시한 두 가지 요건을 문제가 

된 제3자효 행정지도가 갖추고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우리 행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행정지도의 사실행위

적 성격을 강조하여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최근 우

리 판례의 변화도 감안해볼 때 행정지도에 관한 접근의 전환을 통해 취소소

송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나아가, 제3자효 행정지도를 다투고자 하는 자의 소송선택에 따른 위험을 

288)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74-177면 참조.
289) 홍준형, 전게서, 327면은 이 경우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의 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임의성을 벗어나는 한도 내에서 잠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구성하는 견
해도 있다(김성원,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431면).

290)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26065 판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29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03두23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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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취소소송 이외에도 당사자소송으로(행정소

송법 제3조 제2호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행정지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는 취소소송의 제소기

간 제한 등을 고려하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소송에 관한 논의와 실무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활성

화되어 있지 못한데, 행정지도에 관한 쟁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구성하는 전향

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292) 한편,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외에도, 예방적 

금지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이전의 일본과 달리 우리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에 부정적인 태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은 낮

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의 비구속성에 주목하여 원칙적으로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지도가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93) 이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손해전보

(1) 손해배상청구 가부

(가) 종래의 논의

종래 우리 법에 있어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292) 행정지도에 관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의 유무가 소송을 좌우하게 될 것
이다. 홍준형, 전게서, 329면.

293)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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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건은 충족하나 행정지도의 임의성에 비추어 이를 추궁할 수 없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조각한다”

는 법언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특히 상당인과관계는 원

칙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법원도 이른바 국제그룹 해체사건

과 관련한 손해배상사건294)에서 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을 부인한 외에는 대

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에 있어 행정기관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권

력적 규제작용과 다르지 않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

고 있다.295) 최근 판례도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이에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바 있다.296)

(나) 제3자효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2010년의 最高裁判所 판결에서 보듯이 실질을 중시한다면 제3자

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결

코 낮지 않을 것이다. 즉,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

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석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297)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행

정지도를 계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

가 소비자 기타 일반 국민인 경우에는 일본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의 

한계에 마주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전향적인 해석이 바람

직하다 할 것이다.

29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295) 김동희, 전게서, 211면.
29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297) 이순자,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09, 69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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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보상 가부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

로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되며,298)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은 고려할 여

지가 있다.299)

Ⅲ. 보론 :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의 문제

이상과 같은 절차법적⋅쟁송법적 통제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적극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해 형성되는 카르텔

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역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당해 카르텔이 

문제된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간 요금관련 협의에 관해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그 한 가지 예가 된다.300)

298) 김동희, 전게서, 212면.
299) 홍준형, 전게서, 323면.
300) 예컨대 이원우, 전게논문, 160-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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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일본의 행정은 행정행위보다 행정지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어 ‘행정

지도 중심주의’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원래 법률상의 용어가 아

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개념 파악이 쉽지 않다. 일본의 행정

법학에서는 ① 일정한 공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② 상대방의 임의에 따

른 복종을 기대하면서 ③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하는 ④ 희망의 표시 또

는 적극적 권유인 사실행위라는 개념표지로 행정지도를 종래 정의해 왔고, 

일본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규정도 이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지도는 다른 나라의 비공식적 행정작용과는 다른 일본 

특유의 행정의 작동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행정지도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구조 또는 제2차 세계대전 하의 전시경제

에서 유래하여 戰後 고도성장기에 일본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역사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행정지도는 官을 윗분(お上)으로 

모시는 관존민비⋅온정적 권위주의라는 일본사회의 독특한 심리구조 하에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일본 행정지도의 특질은 단순한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일본 행정법학계에서는 법 시스템적 관점에서 행정지도를 

접근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본 행정지도

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지도에는 어떠한 실효성 확보조치가 결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조치로는 

개별 행정지도와 결부된 것으로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 私人이 원

하는 행위의 거부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확보조치로서 지도

요강 및 요강행정과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본 행정절차법 제32

조 제2항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사전절차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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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私人이 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로는 건축확인의 

유보 등 신청에 대한 응답의 유보와 급수 등의 거부가 있다. 건축확인의 유

보에 대해서는 건축기준법 제6조 제12항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 것인

지가 문제되며, 현재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급수 등 거부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역시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강행정에 대해서는, 등장원인과 함께 현재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의 변화가 눈에 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업자

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행정지도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효과를 미치

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제3자효 행정지도’로 칭하고 그 실례와 문제점 및 

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각 업계를 담당하는 소관 행정기관인 각 성청(省庁)은 

해당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

를 받은 사업자단체가 개별 사업자를 자율적인 규제의 형식으로 구속하는 구

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3자효 행정지도는 사전적인 협의와 사후적으로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배경으로 개별 사업자를 구속하

여 그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제2차 세

계대전 당시의 통제회에서 유래하여 일본의 고도성장과 경제 개방이 맞물리

면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제3자효 행정지도는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들어 그 특징을 탐구하였다. 

먼저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은, 사업자단체가 행정지도에 따라 생

산량 등에 관한 생산조정에 들어가자 이데미쓰흥산 등 개별기업이 이에 반발

하여 사업자단체인 석유협회에서 이탈하는 등 크게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강제성을 저평가하고 실효성을 부인하는 견해

도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성의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을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제3자효 행정지도가 반발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례로 양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석유파동 당시 석유가격 카르텔 형성에 관한 1984년 最高裁判所 
판결 사안은, 사안 자체는 독점금지법에 관한 형사판단의 문제이지만 행정지

도가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지를 판시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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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행정기관이 기본지

침을 하달하고 변경시 사전연락을 지시하며, 협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연기

하는 등 사업자단체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제3자효 행정지도의 사

실상의 강제성을 파악할 수 있다. 最高裁判所는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협

력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에 있어 最
高裁判所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한 면

이 있고, 아울러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私人의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김도 

이러한 사안을 통해 유추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효 행정지도가 시대상황의 변천에 따라 사업자단체 내부

의 자주규제의 형식을 취하며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사카버스협회 

사건에 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 폭 운임을 지정한 부분이 제3

자효 행정지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일본에서 시

대상황의 변천에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

다.

제3자효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법률의 근거

가 없어도 적법한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직법상 근거

와 작용법상 근거로 나누어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전자는 필요하지만 후

자는 학설과 판례가 이를 요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3자효 행정지도라도 법

률의 근거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행정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와 행

정지도의 사실상의 강제성에 비추어, 제3자효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 요부 

이외에도 행정책임이 불명확하고, 행정과정이 불투명하여 행정과 업계 이외

의 제3자가 행정지도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

한 그로 인한 재량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행정과 업계의 긴밀한 관계

로 인해 公益을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외에도 법과 제도의 권위가 실추

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私人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것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

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가 문제되는데, 본고에서는 절차법상 통제와 쟁송

법상 통제가 일본 행정법상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해 실체법적 규율과 절차법적 규율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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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있는데,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제32조는 물론, 신청과 관련한 제

33조, 인허가 등의 권한과 관련한 제34조가 실체법적 규율이며,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한 제35조와 複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규율하는 제36

조가 절차법상 규율에 해당한다. 또한 2008년에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방식규정을 개정한 외에도 행정지도의 중지 등

의 요구와 행정지도의 요구를 규정하고자 했던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을 생각해보면, 첫

째 실정법의 해석에서는 제35조와 제36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과 업

계 외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넓게 그 적용을 인정

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2008년의 개정안에서 규정한 행정지도의 중지 등

의 요구 역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해 의미가 있다. 셋째로는 행정지도의 

공개와 관련해 2008년의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행정지도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열람에 관한 의무 규정도 제3자효 행정지도에 필요한 

규율로 보인다. 그 밖에도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제3자효 행정지도를 쟁송법상 통제하는 방안으로는 행정쟁송의 문제와 손

해전보의 문제가 있다. 행정쟁송의 문제는 우선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종래 학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

위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정하였지만 2005년 最高裁判所가 병원개설중지

권고에 관한 판결을 통해 행정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할 길을 열었다. 다만 제

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로 인해 대상적격이 인정되더라

도 그 인정범위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도 2004년의 일본 行政事件訴訟
法 개정으로 명시된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음

도 특기할 만하다. 양 소가 모두 가능할 경우에도, 소의 선택에 따른 위험부

담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병행제기를 활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손해전보의 문제에서는, 손실보상보다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는지, 행정지도의 위법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지도와 손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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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요건 검토로 일본 행정법학에

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광의설에 따라 제3자효 행정지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인정되거나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지

도의 임의성에 따라 판단이 쉽지 않다. 다만 2010년 最高裁判所 판결이 규제

적 행정지도가 아닌 단순한 조성적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보다 넓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손해배상에 있어서

는 석유파동 당시 석유가격 카르텔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소송이 最
高裁判所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로 모두 패소한 것을 감안하면, 최종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最高裁判所의 입장이 소송에 있어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법에 있어 행정지도는 과거와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일본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는 못하고, 제3자효 행정지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법을 이해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제3자효 행

정지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논의를 우리 법에 비추어 검토해보았다.

제3자효 행정지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

지만, 책임행정이나 권리구제 등의 문제 역시 나타난다. 따라서 통제가 필요

한데, 절차법적 통제에서는 ‘행정지도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

로 행정지도 실명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고, 제35조나 제36조의 해석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원칙적인 서면주의를 도입하고 행정지도에 관한 기

록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쟁송법적 통제에서는 행정지도에 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과 확인소송의 

활성화가 요망되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인

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본법에는 없는 헌법소원 역시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통제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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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어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일상적인 행정지도를 넘어 일

종의 非常的 행정지도가 활발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그 중 특히 본고에서는 제3자효 행정지도에 주목하여 일본법상 활용되고 있

는 實態를 살펴보고 일본 행정법상 어떻게 절차법적, 쟁송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짚어보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과 민간 사이의 긴

밀한 협조는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것이고, 그와 비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공정성에 대한 요청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다.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

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논의가 한일 양국에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차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

에서는 일단 일본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통제를 밝히는 데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차후 연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법

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통제에 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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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　錄]

日本の行政法においての行政指導に関する比較法
的研究

日本の行政では「行政指導中心主義」といった表現が使われるほど行政指導に多く

の行政活動が支えられている。日本の行政指導は優越な地位に立っている行政機関が

相手方の任意の協力を求める事実行為といったところに特徴があるが、従来の学説の

議論では事実行為の性格のみが強調されてきた。

だが、行政指導が日本で重要な地位を占めることになったのは、官優先の社会構造

の中で行政の便宜を図り、紛争を回避しようとしたのをその背景においてある。した

がって、行政指導の実体に辿り着くためには行政指導に対し法システム的な接近が必

要であり、このために行政指導の実効性の確保手法に関しての検討を欠かせない。

行政指導に関する実効性の確保手法には、個別の行政指導の観点では関連事実の公

表、建築確認申請の拒否や給水の拒否のような私人の望む行為に対する拒否があり、

国家や地方公共団体が慣行的に活用してきた手段の観点では指導要綱及び要綱行政

と、事業者団体宛ての行政指導が挙げられる。

事業者団体宛ての行政指導は従来産業政策の遂行のために国家が行政指導の実効性

を担保しようと用いた措置であり、その実際の効果は第三者である事業者に及ぶこと

から復効的行政行為(第三者行政行為)に比べて「第三者効行政指導(または復効的行政

指導)」とも言える。本稿では、この「第三者効行政指導」に傍点を打ちながら議論

を進めることにした。

第三者効行政指導を関連事例として外部に表れたものを通じて把握すると、まず出

光事件や住友事件を通じて日本の行政機関が自分の定めた産業政策の枠を維持し、反

発する個別の業者を復帰させうる強制力を持っていたことを確認できる。次に、石油

ショック当時の石油価格カルテルが問題になった事件からは、行政指導が行政がそ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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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ついて設定した一定な幅の枠内では事実上の強制力を持っていたことを確認できる

一方、行政指導と価格カルテルでの独占禁止法の適用除外の議論とともに第三者効行

政指導が私人に被らせる損害とその統制の必要性に思いつくことになる。最後に、第

三者効行政指導が実際には当該業界の自主規制の形式を借りて行われることが多かっ

たことを大阪バス協会事件で確認できる。

第三者効行政指導がこのような運営ぶりから引き起こされうる問題として、まず第

三者効行政指導の法律の根拠の要否を挙げられる。この問題は一般的な行政指導の法

律の根拠の要否の問題と同じく考えることができるから、組織法の根拠は必要でも作

用法的な根拠はその限りでないとの結論に辿り着く。

もっとも、第三者効行政指導はそれ以外でも様々な問題を抱えている。行政の責任

が不明確であり、政策の過程が透明でないという問題もある上に、私人の権利の保護

もまた十分でないし、「行政指導への逃避」が故に法と制度の権威が失墜される問題

があるのである。だから、第三者効行政指導が法的根拠を必要としないとしても、そ

の統制の必要性は大きい。

第三者効行政指導に関する統制は事前統制である手続法的統制と、事後統制である

争訟法的統制に分かつことができる。

手続法的統制では、行政手続法の行政指導に関する規律をめぐる問題になる。特に

同法第35条と第36条の適用範囲を第三者効行政指導から生じた問題についての幅広
い解決のために広く認める必要がある。他にも、平成20年の行政手続法改正法案で行

政手続法に導入されかけてた行政指導の中止らの求めや、改正法案の検討過程で議論

された行政指導に関する記録の作成⋅保管義務らとかも統制法案として意味深い。

争訟法的統制では、取り消し訴訟やその他の行政争訟の可否と損害賠償請求の可否

が問題になる。これに関して、従来行政指導の事実行為性を踏んで認められなかった

取り消し訴訟の余地を認めた平成17年の最高裁判決が注目される。行政事件訴訟法で

導入された確認訴訟もまたその活用が期待される。損害賠償請求においては、相手方

の意思を基準にする違法性の判断は無論のこと、相当因果関係を広く認めた平成22年

の最高裁判決も重要な意味を持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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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行政法の第三者効行政指導とその統制に関する議論のようなものはまだわが

国の韓国では本格的な議論がなされていない。だが、対内⋅外的な状況を踏んでこれ

から生じうると見られる第三者効行政指導絡みの問題を対処する際に、以上の議論の

もとで本稿が示したわが法においての第三者効行政指導の統制方案が、現在の制度の

活用及びこれからの立法方向の設定について役に立てれることを希望する。

重要語 : 行政指導、第三者効行政指導、実効性の確保手法、手続法的統制、争訟

法的統制。

ID ナンバー : 2003-22029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Ⅰ. 비교법 연구의 의의
	Ⅱ. 행정법학에서 일본과의 비교법의 의미
	제1장 일본 행정지도 일반론
	제1절 일본 행정법상 행정지도의 개념
	Ⅰ. 행정지도 개념의 특수성
	Ⅱ. 일본 행정법학계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의
	Ⅲ.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정의
	Ⅳ. 일본 행정지도의 특이성

	제2절 일본 행정지도 활용의 역사
	Ⅰ. 행정지도의 탄생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Ⅱ.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행정지도
	Ⅲ. 일본 행정절차법 제정 후의 행정지도
	Ⅳ. 평가

	제3절 일본에서 행정지도가 널리 이용된 이유
	Ⅰ. 官을 우선하는 일본사회
	Ⅱ. 행정의 편의?효율성 도모
	Ⅲ. 분쟁의 회피

	제4절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검토할 필요성
	Ⅰ. 일본 행정법학계의 행정지도에 대한 법 시스템적 접근
	Ⅱ.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조치 검토의 필요성

	제5절 개별 행정지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조치
	Ⅰ. 행정지도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
	1. 의의
	2. 법제화된 공표의 종류
	3. 공표와 일본 행정절차법 제32조 제2항의 ‘불이익한 취급’
	4. 공표와 관련된 사전절차의 필요성

	Ⅱ. 私人이 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
	1. 개관
	2. 신청에 대한 응답의 유보
	3. 급수거부 등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확보조치
	Ⅰ. 지도요강과 요강행정
	1. 의 의
	2. 등장배경
	3. 요강행정의 변화

	Ⅱ. 사업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2장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과 實例
	제1절 제3자효 행정지도의 의의
	Ⅰ. 제3자효 행정지도의 개념
	Ⅱ. 일본에서 제3자효 행정지도 활용의 역사

	제2절 이데미쓰 사건과 스미토모 사건
	Ⅰ. 이데미쓰 사건
	1. 의의
	2. 경위
	3. 이데미쓰 사건이 가지는 의미
	4. 분석

	Ⅱ. 스미토모 사건(住友事件 또는 住金事件)

	제3절 석유파동 당시 석유가격 카르텔 사건 판결(1984년 最高裁判所)
	Ⅰ. 의의
	Ⅱ. 판결의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2. 당시 통상산업성의 행정지도
	3. 당시의 법규정

	Ⅲ. 판시
	Ⅳ. 판결에 대한 평석
	Ⅴ. 분석
	1. 제3자효 행정지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제3자효 행정지도에 있어 남는 문제점들
	3. 본 판결의 결론에 대한 의문과 제3자효 행정지도의 성격


	제4절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
	Ⅰ. 자주규제의 의의
	1. 자주규제의 개념
	2. 자주규제의 장단점

	Ⅱ.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
	1. 자주규제와 제3자효 행정지도의 밀접관련성
	2. 제3자효 행정지도를 위한 자주규제의 한계
	3. 일명 오사카버스협회 사건


	제5절 제3자효 행정지도의 양태

	제3장 제3자효 행정지도가 야기하는 문제점
	제1절 제3자효 행정지도와 법치행정의 문제
	Ⅰ. 서설
	Ⅱ. 행정지도의 법률상 근거 문제
	1. 조직법상 근거의 필요성
	2. 작용법상 근거의 필요성

	Ⅲ. 제3자효 행정지도의 법률상 근거 문제

	제2절 제3자효 행정지도로 인한 그 밖의 문제점들
	Ⅰ. 제3자효 행정지도의 불명확성과 불투명성
	1. 제3자효 행정지도에서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2. 행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재량일탈?남용의 우려

	Ⅱ. 公益의 외면과 私人의 권리보호 미흡
	1. 公益의 외면
	2. 私人의 권리보호 미흡

	Ⅲ. 법과 제도의 권위 실추

	제3절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제4장 일본 행정법상의 제3자효 행정지도 통제
	제1절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율
	Ⅰ. 일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 체계
	Ⅱ. 행정지도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
	1. 행정지도에 관한 정의(제2조 제6호)
	2. 행정지도의 일반원칙(제32조)
	3. 신청과 관련된 행정지도(제33조)
	4. 인허가 등의 권한에 관련된 행정지도(제34조)

	Ⅲ.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법적 규율
	1. 행정지도의 방식(제35조)
	2. 복수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제36조)


	제2절 2008년의 일본 행정절차법 개정안
	Ⅰ. 의의
	1. 경과
	2. 입법 취지

	Ⅱ. 주요 내용
	1. 행정지도의 방식
	2. 행정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3. 행정지도를 할 것의 요구


	제3절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일본의 절차법적 통제
	Ⅰ. 현행법상 인정되는 통제
	1. 제3자효 행정지도와 제35조의 적용범위
	2. 제3자효 행정지도와 제36조의 적용 범위

	Ⅱ. 일본 행정법상 논의된 절차법적 통제

	제4절 행정쟁송을 통한 쟁송법적 통제
	Ⅰ. 행정심판(行政不服審査)의 가능성
	Ⅱ. 행정소송 선택시 유형의 문제
	1. 취소소송의 가부
	2. 확인소송의 가능성
	3.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유형


	제5절 손해전보를 통한 쟁송법적 통제
	Ⅰ.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검토
	1. 행정지도와 공권력의 행사
	2. 행정지도의 위법성 판단
	3.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Ⅱ.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 요건의 검토
	2. 일반 소비자 또는 국민의 입증책임의 문제

	Ⅲ. 손실보상청구 가부


	제5장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
	Ⅰ.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現狀
	Ⅱ. 제3자효 행정지도에 관한 한일 비교법 연구의 의의

	제2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
	Ⅰ. 제3자효 행정지도와 법률의 근거 요부
	1. 학설의 논의
	2. 학설의 검토
	3. 평가

	Ⅱ. 그 밖의 제3자효 행정지도의 문제점

	제3절 우리법상 제3자효 행정지도의 통제방안
	Ⅰ. 절차법상 통제
	1. 현행법의 절차법상 통제
	2. 제3자효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방안 탐구

	Ⅱ. 쟁송법적 통제
	1. 행정쟁송
	2. 헌법소원심판
	3. 손해전보

	Ⅲ. 보론 :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의 문제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일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