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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에 관한 연구

-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관계를 중심으로 -

윤성운 (세드릭 르그랑)

프랑스에서는 일반재판소가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금지해 왔

다. 이 원칙은 ‘행정을 재판하는 것은 역시 행정’이라는 사상에 의거한다. 이 격

언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사법권 (1818) 이라는 앙리옹드팡세(Henrion de 

Pansey)의 책에 표현된다. 일반재판소에 대한 금지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행정기

관 내부에서 출현하여 ‘행정을 재판하는 것’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재판소

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프랑스에서 행정을 재판하기 위한 임무는 역사적으로 사법권보다 행정권에 더 

근접해 있지만, 이 근접성에 근거하여 행정재판소는 적법성의 원칙을 행정에 적

용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제1장). 행정재판소의 권력들과 행정작용

의 방식들에 대한 최근의 진화들에 이어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관계에 대하여 법치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평형 관계가 추구되었다 

(제2장).

제1장: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전통적 접근 관계

제1절: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행정재판소는 행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행정을 재판하는 임무는 행정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재판임무와 행정임무 사이의 구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기관의 성격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

으면 이 기관이 행정임무를 수행하는지 재판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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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될 수 있다. 또한 몇몇 기관들은 국내법에 따라 행정임무를 수행하지만 국제

법에 따라 재판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행정재판소는 소송

이나 분쟁이 없더라도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행정재판관의 지위도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무의 근접성을 증명한다. 행정재

판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에  해당하는데 일반재판관은 특별한 

조직법에 의해 확립되는 지위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의 고위국가공무원들과 같이 국립행정학교 출신들 중에서 채용되는데 일반재판

관은 국립사법학교 출신들 중에서 채용된다. 아울러 행정재판관은 자문 역할을 

가지며 ‘활동행정’(l’administration active)1)에 이동할 의무를 가진다. 요컨대 행정

재판관은 행정 전문 재판관보다 소송 전문 행정관에 더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제2절: 행정재판소의 재판적 통제의 확대

행정재판소와 (활동)행정의 근접성에 의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의 재판적 통제

를 강화할 수 있었다. 국사원은 자신의 통제를 최고의 국가행정청이 내린 행위들

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들에 확장하였다. 오늘날 행정재판소가 통제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많지 않다. 예컨대 행정재판소가 정부임무에 간섭하는 것을 거

부하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이 수리될 수 없다.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통제의 성격도 행정작용을 법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진

화해 왔다. 월권소송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재판소가 행정행위들의 외부 적법성 

통제만 아니라 행정행위들의 내부 적법성 통제까지 수행한다. 또한 제한통제를 

점차 포기하면서 정상통제를 우선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통하여 비

례통제도 행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통제 수단들을 통하여 행정관의 임무와 행정

재판관의 감정이입이 필연적으로 더 강화되었다.

 1) 프랑스에서 행정을 재판하는 임무는 역사적으로 행정에 맡겼기 때문에 행정 내부

에서 ‘活動行政’과 ‘行政裁判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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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새로운 평형 관계

제1절: 행정재판관의 권한의 강화

행정재판소 권력들의 진화도 자신의 임무와 행정임무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월

권소송에 대하여 재판관의 권력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취소에 제한되어 있

으나 최근에는 취소의 소급효가 너무 심각한 경우 재판관이 취소의 효과를 시간

에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취소에 관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행정결

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완전심리소송에 대하여 재판관은 폭넓은 권력

들을 가진다. 행정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관처럼 행정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넓다. 또한 행정계약에 대하여 확장된 권력들도 가진다.

오랫동안 행정재판소는 행정청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원칙은 계속

해서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외들이 인정되고 있다. 1995년부터 행정재판소는 

조건부로 행정청에게 명령권을 가진다. 아울러 재판관은 행정에 자신의 의무를 

설명할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명령에 가깝다. 특별한 절차도 존재

한다. 급속심리나 판결집행에 대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행정청에게 명령

할 가능성을 가진다.

제2절: 행정임무 수행의 진화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적응

공역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증가는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행정재판소

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지방분권화와 기능분권화가 초래하는 행정기관들의 퇴적

화는 행정 내에서 관계들의 조절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예

컨대 1982년에 일으킨 지방분권화를 이어서 도지사의 제소절차로 수행하는 합법

성의 통제가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의 방법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공

역무의 임무에 사법인들의 협력은 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니면 아무 계약이 없더

라도, 아주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공역무의 관리와 조직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공공주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드디어 행정임무 수행에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진화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세대가 인정되는 것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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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가의 새로운 의무가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의거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재판관의 임무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2007년에 확립된 ‘주거청구

권’은 이러한 경향을 따른다. 어느 조건이면 행정이 주거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알맞은 주거를 제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면에 공공관리에 대하여 실적의 계약이나 연성법과 같은 새로운 수단

들은 행정작용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수단들의 법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행정의 재판적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적ㆍ재판적 임무들 간에 있어서의 한계들에 대한 반성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재판소는 자신의 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재판통제를 실

행하고 폭넓은 권력을 행사한다. 행정재판소는 행정임무와 근접해져서 이 근접성 

때문에 시민들의 이익과 법치국가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행정재

판소의 작용은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재판적 

통제는 행정임무 수행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정으로서의 행정재

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행정소송, 행정임무, 행정재판소의 권력, 합법성의 통제, 월권소송, 완

전심리소송.

학 번: 201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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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의 目的

한국인이지만 프랑스에서 초등교육부터 법학교까지 받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필자에게 한국의 행정소송이 본질적으로 司法作用이라는 설명은 자못 놀라운 것

이었다. 홍준형 교수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본질에 관하여 종래에는 행정작용설

과 사법작용설이 대립되었으나, 오늘날 이 논쟁은 학설사적 의의만을 가질 뿐이

다”라고 한다.2)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

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동희 교수는 “동조상의 사법에는 민사소송ㆍ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

고 한다.3) 이와 같이 한국의 다수설은 이 헌법 제101조 제1항을 행정소송의 헌

법적 근거로 파악한다. 그러나 홍준형 교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 역시 행정소송의 추가적인 헌법적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4)

한국과 달리 사법권에 관한 프랑스 헌법 조항은5)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

다. 그 대신 행정소송 제도가 헌법적 가치를 가진 ‘국법에 의해 인정된 기초원

리’(un principe fondamental reconnu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되고 있다 (憲法委員會 1987년 1월 23일, 경쟁위원회사건).6) 이러한 재

판권의 이원적 체계는 재판임무에 대한 역사적인 진화에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재판임무는 왕의 특권이었는데, 중세기 시대에는 王位

와 ‘正義’(la justice: 재판)의 개념이 동일시되었다.7) 그러나 13세기에 설립된 ‘구

2) 洪準亨, 行政救濟法 , 한울, 2001, 392면.
3) 金東熙, 行政法 , 博英社, 2013, 700면.
4) 洪準亨, ibid., 394면.
5) Titre VIII - De l’Autorité judiciaire (art. 64 et s.).
6) 憲法委員會는 ‘행정재판소만 공권력의 특권에 속한 행정청의 결정들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원리를 인정하였다.
7) Jacques Krynen, L’Empire du roi. Idées et croyances politiques en France, XIIe-X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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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빠를르망’(le Parlement d’Ancien Régime)은 자율적인 재판권을 점차 형

성하기 시작하였다. 14세기부터 구체제의 빠를르망이 왕의 칙령의 적용을 거부하

는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왕의 법학자들은 왕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正義’(재판)의 개념을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였다.8) 즉, 법학자들에 따르면, 재판

권의 개념은 ‘모든 正義의 근원은 왕에서 유래한다’는 격언에 의거하는 것이었

다.9) 그리고 공화국에 관한 6卷 (1576)이라는 책에서 장 보댕(Jean Bodin)은 주

권의 개념을 통하여 왕의 ‘正義’에 대한 권한의 이론적인 근거를 정립하였다.10) 

특히 행정에 대한 재판권을 왕에게 유보하였다.11) 1641년 2월 21일에 제정된 생

제르망ㆍ앙ㆍ레(Saint-Germain-en-Laye)의 칙령을 통하여 프랑스의 왕은 일반재

판소가 국가ㆍ행정ㆍ정부에 대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관할을 왕에게 유보하였다. 또한 18세기에 몽테스키외

(Montesquieu)는 재판권의 임무는 범죄와 私法人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

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생각을 표현하였다.12) 행정소송이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원

칙은 구체제 시대에 확정되었는데, 대혁명 시기에 재확인되었다. 1790년 8월 16

일~24일자 법률은 “사법임무는 행정임무와 구별되고 항상 분립된다. (사법의) 재

판관들이 행정단체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행정관의 임무를 이유로 그들을 소환하

는 것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혁명력(le calendrier révolutionnaire) 3년 

프뤽티도르(Fructidor) 16일자 (1795년 9월 2일) 政令은 “일반재판소들이 모든 행

정행위들을 심리하는 것을 재차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앙리옹ㆍ드ㆍ팡세

(Henrion de Pansey)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사법권 (1818)이라는 책에서 “행정을

재판하는 것은 역시 행정이다”(Juger l’administration, c’est encore administrer)라

siècles, Gallimard, 1993.
8) Jean Barbey, Être roi. Le roi et son gouvernement en France de Clovis à Louis XVI,

Fayard, 1992, p. 293.
9) “Le roi est source de toute justice”.

10) Jean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1593.
11) Roland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monarchie absolue 1598-1789,

PUF, 2005.
12)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1748, Livre XI, Ch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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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 이러한 思想이 일반재판소에 의한 행정재판의 금지의 근거를 이루

는 것이었다. 이 금지의 목적은 일반재판소가 행정임무에 간섭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특히 구체제의 빠를르망은 보수적 견해를 갖고 행정작용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대혁명 당시 설립된 헌법제정국민의회(1789년~1791년)는 행정소송을 일

반재판소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였다. 행정소송은 각 장관에게 맡겨졌으나, 19세

기 동안 점차 사실상의 행정재판소가 행정에서 출현하였다.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임무는 바로 ‘행정을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앙리옹ㆍ드ㆍ팡세가 말

한 대로 행정재판소는 ‘행정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보기에 재판임무와 행정임무에 대한 기초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 한편으

로 재판임무는 재판소에게 맡겨진 일인데, ‘재판소’는 불어로는 ‘juridiction’으로, 

라틴어의 ‘juris-dicere’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며 ‘법을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재판소의 임무는 분쟁이 생길 때 재판적 절차를 통해 법을 말함

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이 법적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저명한 정치철학자는 재판관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조

건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법을 말하는 입으로서, 법의 권력을 절제할 수 없는 생

기 없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오늘날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2조

는 ‘재판관은 사건에 적용되는 해당 법규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자신의 견해나 형평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의거하여 재판해서는 안 된

다. 따라서 國事院과 破棄院은 법 대신 형평성에 의거한 판결을 금지한다. 요컨

대, 재판임무의 근거 및 한계는 ‘법의 존중’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임무는 ‘일

반이익’(l’intérêt général)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법인이 맡거나 담당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임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① 개별

조치나 규칙제정을 통한 법률집행, ② 행정경찰조치를 통한 치안유지, ③ 公役務

의 관리이다. 요컨대, 재판임무와 같이 행정임무의 한계는 ‘법률의 존중’이지만, 

행정임무의 근거는 ‘일반이익의 충족’이다. 이와 같이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무

는 영역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달리 행정재판소는 규칙제정ㆍ공

13)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1748, Livre XI, Chap. 6,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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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임명ㆍ허가를 직접 할 수 없다. 행정재판관은 행정관을 대체할 수 없다. 특

히 행정이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내리기 위한 행정 소송은 受理될 수 없다 (國

事院 1913년 5월 30일, Eure 道의 道知事).

그러나 행정재판소는 행정을 재판하면서 행정임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어 행

정관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재판소와 행정관의 혼동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행정재판임무가 제한되었다. 예컨대, 행정재판소의 행정에 대한 이행

명령권은 오랫동안 절대적으로 거부되었다. 에두와르ㆍ라페리에르(Édouard 

Laferrière)는 만약에 행정재판소가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있다면 재판소는 재판

임무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고, (活動)行政(l’administration active)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 마찬가지로 19세기 초에 행정재판소는 ‘상급행정’(la 

haute administration)에 간섭하지 않기 위하여 ‘순수행정행위’(l’acte de pure 

administration)에 대한 소송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후술한 대로 이러한 제한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세기부터 

행정재판소의 통제 범위와 권한은 계속해서 증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재판소가 행정임무 수행에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

재판임무와 행정임무 사이의 경계가 변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소는 행정을 대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판소의 

임무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몽테스키외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권력분립은 법

치국가의 기본적인 요구로 간주된다. 아울러 프랑스 헌법 제20조는 정부가 자신

의 정책 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이용한다고 규정하는데, 행정재판소와 달리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이 법을 지키도

록 하기 위해 재판적 통제를 수행하지만, 행정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당성은 

없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행정관의 역할과 사실

상 근접할 수는 있지만, 행정재판소는 행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행정재판소의 임무의 범위와 통제의 깊이는 법치국가와 정치활동

14)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2e
éd., 1898, t. 2,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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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

무 수행 사이에 평형 관계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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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의 範圍

제1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전통적 접

근 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우선 제1절은 기능적ㆍ제도적 관점에서 접근 관계를 살펴본다. 한편으로 재판

임무와 행정임무는 다른 기초에 의거하지만 실제로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관은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재판관보다 행정관의 지위에 

더 가깝다.

그 다음 제2절에서, 위와 같은 접근 관계를 통하여 행정재판소에 의한 재판적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찰한다. 한편으로 재판의 대상이 대부분의 행정행위

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통상통제나 비례성 통제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통

제의 깊이가 점차 심화되었다.

제2장은 최근에 전통적인 재판임무와 행정임무의 접근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요청되는 새로운 평형 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우선 제1절에서는 행정재판소의 권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재판이 행정임

무에 더 밀접하게 접근한다고 강조한다. 한편으로 越權訴訟과 完全審判訴訟의 구

분에 의거한 재판관의 권한이 진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재판관이 행정청에게 

명령권도 몇몇 경우에 인정되게 되었다.

그 다음 제2절에서 행정재판소가 행정임무의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하여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公役務의 임무에 참여하는 기관의 증가 때문에 행

정재판소는 公役務의 관리와 조직에 더 개입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소는 

동시에 (活動)行政을 대체하지 않으며 적법성 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행정작용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고 적절한 평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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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行政의 裁判的 統制와 行政任務 遂行의 

傳統的 接近 關係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이라는 개념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속하게 

되었고 공무원에게 맡겨졌다(제1절). 행정재판관과 행정기관의 근접성 때문에 행

정재판소는 행정의 재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는데, 상호적으로 통제의 강화 

때문에 행정재판소가 행정임무와 더 근접하게 되었다(제2절).

第一節: 行政機關과 行政訴訟의 關聯性

행정을 재판하기 위한 임무는 행정임무의 연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행정소

송은 행정기관에 속하였고 오늘도 행정재판임무는 행정임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I). 또한 행정재판관의 지위ㆍ채용ㆍ임무에 대한 관점에서 행정소송은 

행정전문 재판관 대신 재판전문 행정관에게 맡겨져 있다(II).

Ⅰ. 行政任務의 延長으로서의 行政裁判任務

오랫동안 행정에 반대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活動)行政에 제기할 수밖에 없

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은 (活動)行政에 맡겨졌는데 그 다음에 행정에서 점차 

사실상 독립된 행정재판소가 등장하였다(1). 결과적으로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

무의 관계가 혼동되었다. 특히 전문기관의 임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재판소와 (행정)소송의 양 개념이 항상 부합하지는 않게 되었다(2).

1. 行政裁判所는 行政에서 誕生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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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과 비교되는 행정소송의 특성 때문에 행정이 낳은 행정재판임무는 점

차 발전하고 國事院이 설립된 이후 19세기에 현대적인 형식을 얻었다(A). (活動)

行政과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된 재판소가 되었다. 다

시 말해, 사법적 구조의 二元性이 행정적 구조의 二元性을 대신하였다(B).

A. 行政裁判任務의 個別化

행정 재판은 행정적 성격과 재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 이중적 임무

로 간주된다.

대혁명 당시에 설립된 헌법제정국민의회는 ‘장관-재판관 이론’에 의거하여 행

정소송을 각 장관에게 맡겼다. 그리고 革命曆 8년에 행정소송에 관한 자문을 (活

動)行政에 해주기 위한 새로운 諮問行政의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革命曆 8년 프

리메르(Frimaire) 22일 (1799년 12월 13일) 헌법｣이 전국을 관할하는 國事院

(Conseil d’Etat)을 설립하였다. 헌법 제52조에서 ‘國事院은 행정 규칙과 법안의 

초안 작성, 그리고 발생한 행정문제에 대한 해결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革
命曆 8년 플뤼비오즈(Pluviôse) 28일 (1800년 2월 17일) 법률｣에 의하여 각 道(le 

département)마다 道참사원(Conseil de préfecture)들이 설립되었다. ‘國事

院’(Conseil d’État)과 ‘道참사원’(Conseil de préfecture)은 프랑스어로 諮問을 의

미하는 ‘꽁세유’(Conseil)인데, 당시에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법원이나 재판소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재판관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 ‘법을 말하는 

입’은 커녕,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문기관들의 

구성원들은 ‘행정관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결정들이 ‘행정작용의 연장’

이 된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15) 1806년 國事院 연설에서 나폴레옹(Napoléon)

은 國事院이 동시에 행정기관과 재판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破棄院

(Cour de cassation; 일반최고재판소)의 長인 동시에 國事院의 國事官(Conseiller)

15)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Montchrestien, 11e éd., 2004, n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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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앙리옹ㆍ드ㆍ팡세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안전을 보

장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용은 행정임

무가 된다. 또한 재판을 통하여 그 행정명령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작

용도 행정임무가 된다”16)고 했다. 요컨대, 행정소송은 행정 분야로 간주되어야 

하고 공무원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리스ㆍ오류(Maurice Hauriou)는 자

신의 ‘테리에’(Terrier)판결 평석에서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것이 행정하는 것’이

라는 思想을 표현하였다 (國事院 1903년 2월 6일, Terrier氏 對 Saône-et-Loire道). 

이 사건에서 소느ㆍ에ㆍ루아르(Saône-et-Loire)道의 도의회가 살무사 한 마리를 

죽인 사람에게 0.25프랑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는데, 200프랑의 예산이 책정되었

다. 예산은 충분하지 않아 원고인 테리에氏가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행정재판소

는 도의회가 예상한 예산을 지켜야 하는지, 또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라도 지불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판단하였다. 이 판결이 모든 납세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모리스ㆍ오류에 따르면,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재판

관보다 자신의 결정의 영향을 의식하는 ‘재판관-행정관’(le juge-administrateur)

에게 맡겨야 한다. 모리스ㆍ오류 이후 많은 법학자들이 그 개념을 강조하였다.17)

國事院 설립 이후 행정재판임무가 현대적 형식을 얻었다.

‘유보된 재판권’(la justice retenue)이라는 행정소송제도 하에서는 엄격히 말해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行政審判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된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國事院은 국가원수에게 제기된 분쟁을 심리하

여 결정초안을 준비한 후 국가원수에게 제출하였다. 종국적으로 국가원수가 결정

을 내리기 때문에, 행정은 재판관과 당사자가 동시에 되었다. 다시 말해, (活動)

行政에게 재판권이 유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國事院에게 독립된 결정권

이 없었지만, 재판절차가 점차 형성되었다. 제소기간, 소송의 집행부정지의 원칙, 

대심적(contradictoire) 변론 원칙들이 정립되었다. 國事院의 訴訟部署는 1806년에 

16) Henrion de Pansey, De l’autorité judiciaire en France, Éd. Th. Barrois, 1818, p. 458.
17) 例: Pierre Sandevoir, Études sur l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LGDJ,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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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는데,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나서 國事院의 總會는 결정초안을 채택하기

로 표결하였다. 1831년에 ‘政府委員’(le commissaire du gouvernement)이라는 직

책이 설립되었다. 명칭과는 반대로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사건에 관련된 법적 규

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립하여 공개적으로 표현하였다.18) 1872년 5월 24일

에 제정한 ｢國事院의 개편에 관한 법률｣은 ‘유보된 재판권’의 제도를 ‘위임된 재

판권’(la justice déléguée)의 제도로 대체하였다. 國事院은 결정권을 취득하면서 

국가원수의 개입 없이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되었

다. 아울러 이 개혁에 따라 國事院의 訴訟部署는 소송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판

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부터 國事院의 訴訟總會는 가장 중요한 사건만 재

판한다. 그러나 1790년 8월 16일~24일자 법률부터 ‘장관-재판관 이론’에 따라 장

관은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권한을 계속해서 가져왔다. 國事院은 법률이 위임할 

때만 관할을 가졌는데, 1889년 12월 13일에 선고된 카도(Cadot) 판결을 통하여, 

國事院은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재판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장관-재판관 

이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1953년에 地方行政裁判所의 설립 이전까지 國

事院은 일반행정재판소가 되었다. 카도 사건에서, 마르세유(Marseille)市가 市공

무원인 카도氏를 해고했기 때문에 카도氏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國事院의 관

할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國事院은 스스로 이 분쟁을 재판할 

관할을 인정하였다. 國事院이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정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意志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B. 行政裁判所의 獨立化

독립된 재판소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행정사건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다.

18)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2009년에 政府委員(commissaire du gouvernement)은 公開報告

官(rapporteur public)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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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에서 태어났지만 ‘재판청구권’(le droit à un recours 

juridictionnel)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했다. 재판청구권은 1789년 8월 26일에 발표된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 의

거한다. 1789년의 선언은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제15조

에 “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제16조에 따라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

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行政審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재판적 소송이 필요하다. 1789년의 인권선언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憲法委員會 1973년 12월 27일, 인정과세), 재판적 소송에 관한 권리도 헌

법적 가치를 가진다(憲法委員會 1996년 4월 9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자치권

에 관한 조직법률; 國事院 訴訟部署 2006년 3월 10일, Leroy Merlin會社). 또한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재판적 소송에 관한 권리의 결

과로써, 시민들이 공평하고 독립적인 재판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위 협약

은 유럽평의회의 가맹국들이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서명하였으며 프랑스는 

1974년에 비준하였다. 1981년부터 프랑스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할 권리를 시

민에게 인정하였고, 그 때부터 유럽인권협약이 프랑스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미

쳤다. 특히 제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

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

은 문언상 민사와 형사에 대한 사건에 제한되어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광범

위한 해석 때문에 행정소송에도 많이 적용된다. ‘형사에 관한 사건’은 형사재판

에 국한되지 않으며 징계처분과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도 적용된다

(유럽인권재판소 1976년 6월 8일, Engel 對 네덜란드; 유럽인권재판소 1998년 9

월 23일, Malige 對 프랑스). 또한 민사에 관한 사건은 민사재판에 국한되지 않으

며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에까지 적용된다(유럽인권재판

소 1981년 6월 23일, Le Compte 對 프랑스; 유럽인권재판소 1999년 12월 8일, 

Pellegrin 對 프랑스). 이와 같이 유럽인권협약이 행정소송에 자주 적용된 연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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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가 프랑스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행정재판소의 독립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행정재판소와 (活動)行政 사이의 근접이 재판적 소송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는 커녕 오히려 독립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재판소의 독립은 헌법 

제64조에 의거하지만 國事院의 독립을 보장하는 明文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國事院의 구성원들이 주로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에 속하고, 이론적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면직이 좀처럼 없었다. 

1820년에 발생한 프랑소아ㆍ기조(François Guizot)의 면직이나 1852년에 발생한 

에밀ㆍ르베르셩(Émile Reverchon)의 면직이 예외적인 경우였다. 國事院의 政府委

員으로서의 에밀ㆍ르베르셩은 올레앙(Orléans) 왕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루

이ㆍ나폴레옹ㆍ보나파르트(Louis-Napoléon Bonaparte) ‘왕자-대통령’의 결정의 

불법성을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國事院의 역사상 국가원수의 결정의 불법성을 주

장한 이유로 면직된 政府委員은 에밀ㆍ르베르셩 밖에 없었다. 20세기에는 1960

년에 앙드레ㆍ자코메(André Jacomet)가 면직되었지만 1968년에 國事院에 다시 

취임하였다. 사실상 행정관습에 따라 國事院이 사실상의 독립을 향유한다. 그리

고 1980년에 憲法委員會는 행정재판소의 독립이 1872년 5월 24일에 제정된 ｢國
事院의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법에 의해 인정된 일반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시하였다(憲法委員會 1980년 7월 22일, 행정행위를 인증하기 위

한 법률). 이로 인해 정부와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랜 시간 동안 明文規定 없이 사실상으로만 독립하였던 행정재판

소는 이와 같이 헌법 차원에서 보장되었다. 또한 1987년에 내린 憲法委員會의 결

정에 따라 행정재판소만 공권력의 특권에 속한 행정청의 결정들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憲法委員會 1987년 1월 23일, 경쟁위원회). 憲法委員會의 판례에 

의하여 재판적 구조의 이원성과 행정재판소의 독립은 헌법 차원에서 인정되었다. 

2008년까지는 헌법본문이 國事院의 자문 역할만 언급했으나 2008년 7월 23일에 

제정된 ｢제5공화국의 제도의 현대화에 관한 헌법적 법률｣이 ‘합헌성 선결문제’(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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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에 대한 심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마침내 

헌법 본문에 國事院의 재판 역할도 언급되기에 이르렀다(헌법 제61-1조). 현재 

프랑스 헌법이 國事院을 최고의 행정재판소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2. 行政任務와 行政裁判任務에 대한 혼란

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과 분립했으나, 공동의 근원 때문에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무의 상호 관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기관의 성격

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기관이 재판임무를 수행하는지 행정임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예컨대, 어떠한 기관이 공평성 없이 심리한다면 법률을 준수

하는 ‘행정기관’인가?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는 ‘전문행정재판소’인가? 이러한 점

에서 전문행정과 전문행정재판소에 대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A). 

또한 특정한 행정청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소송이나 

분쟁이 없더라도 행정청 대신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판권을 행

사할 수 있다(B).

A. 專門行政과 專門行政裁判所의 區別

일반행정재판소 이외에 다양한 전문행정재판소들이 존재한다.

國事院ㆍ行政抗訴裁判所ㆍ地方行政裁判所와 같은 일반행정재판소 이외에 전문

행정재판소들이 약 30개 있다.19) 가장 오래된 전문행정재판소는 징계위원회로서

의 대학의 이사회 및 1807년에 설립된 會計檢査院(Cour des comptes)이다. 1948

년에 지불명령자와 회계관 분리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기 위하여 ‘예산및

재정통제법원’(Cour de discipline budgétaire et financière)이 설립되었다. 1982년

에는 지방분권화에 관한 개정 때문에 ‘지방회계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이 설립되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ㆍ중앙 

19)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6, n°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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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원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et la commission centrale d’aide 

sociale)도 설립되었다. 의사협회ㆍ변호사협회ㆍ고등사법관회의와 같은 징계권을 

가진 전문행정재판소도 많다. 오늘날에 가장 바쁜 전문행정재판소는 난민 자격을 

거부하는 행정결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망명권법원’(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이다. 2012년에 36,0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전문행정재판소들에 대한 

경우는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무 사이의 근접을 표시한다. 일반 행정재판소처럼 

전문행정재판소들도 재판과 행정에 대한 이원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國事院에 따르면, ‘의사국가위원회’는 그런 이원적 권한을 가진 기관 중의 하나

이다(國事院 總會 1953년 12월 12일, De Bayo). 지방회계원들도 이러한 이원적 

권능을 가진다(國事院 1984년 3월 23일, Couëron에 있는 가톨릭 학교를 관리하

기 위한 단체). 따라서 어떠한 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재판기관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질문이 중요하다. 모든 전문행정재판

소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린다. 예컨대, 대학의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로

서 징계를 결정하면 국가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린다(國事院 2004년 2월 27일, 

Popin氏 對 Strasbourg大學). 또한 행정기관과 달리 재판기관의 경우에는 준수하

여야 하는 요구가 있다. 이를테면 재판기관은 독립되어야 하고 대심적 심리 원칙

을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전문행정재판소들이 상소를 통하여 國事院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재판적 기관의 결정들은 越權訴訟을 통해 이의 제기될 수 없고 항

소 또는 상고를 통하여만 이의 제기될 수 있다.

행정임무와 행정재판임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만일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기관이 행정임무를 수행하는지 재판임무를 수행하

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國事院이 기관의 임무의 성격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요구사항이 항상 필요

하다.20) 첫째, 당해 기관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國事院 1980년 2월 13일, Nal). 

예컨대, 고등사법위원회가 일반재판관 ― 즉, ‘좌석사법관’(le magistrat du siège) 

20)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6, n°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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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행정재판소가 된다(國事院 總會 1969년 7월 12일, 

L’Étang). 이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면 國事院에 상소하여야 한다. 그러

나 고등사법위원회는 검사 ― 달리 말해, ‘壇下사법관’(le magistrat du parquet) 

― 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무장관에게 징계를 제의하고 법무장관이 징계를 결정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행정재판소가 아니다(國事院 2000년 10월 18일, Terrail). 

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越權訴訟을 國事院에 제기하여야 한다. 둘째로, 일

반 행정재판소는 단독판사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행정재판소는 항상 합

의제로 결정하여야 한다(國事院 訴訟部署 1970년 11월 30일, Bouez 및 프랑스 

전국학생연합). 이 사건에서 대학학장은 징계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

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단계에서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행

정재판소의 성격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결정권과 합의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

한다면 임무의 성격은 실체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형식적 기준은 중요하지 않

다(國事院 總會 1953년 12월 12일, De Bayo). 다시 말해, 재판적 절차를 통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자신의 임무가 재판적 성격이 없으면 전문행정의 성격을 가진

다. 그러나 재판적 성격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재판

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문행정재판소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절차

의 불법성을 이유로 이 전문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專門記者의 지위의 인정에 대하여 고등위원회가 전문기자의 카드를 발급

해 주면 행정재판소가 아니지만(國事院 1957년 12월 20일, Barray氏 등등), 징계

조치로 전문기자의 카드를 박탈하면 행정재판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기관은 국가적 법률에 따라 행정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재

판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바로 이하에서 설명한다.

B. 裁判所 아닌, 行政訴訟 내지 訴訟 없는 行政裁判所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임무의 성격은 다를 수 있다.

‘독립행정청’(l’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은 법률에 따라 행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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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행정재판소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인권협약

의 제6조 제1항이 언급하는 ‘형사상 죄의 결정’은 징계처분에 확장되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 1976년 6월 8일, Engel 對 네덜란드), 징계권을 가진 독립행정

청은 재판소와 같이 이 유럽인권협약의 조항에 있는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특

히 독립행정청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과 ‘공정한 공개심리’에 대한 요구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9년 國事院이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에 대한 적용

의 형태를 밝혔다(國事院 總會 1999년 12월 3일, Didier氏). 그 사건에서, 원고(디

디에氏)는 증권 회사에 다녔는데, 금융시장위원회(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

는 원고의 직업 허가를 취소했고 5백만 프랑(약11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를 

결정하였다. 國事院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위원회의 제재에 대하여 행

정소송인 ‘完全審判訴訟’(l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

에 금융시장위원회는 재판소가 아니지만, 징계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재판권

이 없더라도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위원회는 행정성격을 가지만 대심원칙을 지키는 독립적

이고 공평한 법원처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국가 법률의 관점에서 재판소는 

아니지만 유럽인권협약의 관점에서 재판소에 해당한다. 2000년 國事院은 행정기

관인 은행신용거래위원회(Commission bancaire)도 유럽인권협약의 관점에서 재

판소로 간주하였다(國事院 訴訟部署 2000년 10월 20일, Habib은행회사). 금융시

장위원회를 대신하는 2002년 8월 3일의 ｢금융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시장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에 대한 성격도 논란을 야기하였다. 

예컨대 ‘準裁判所’나 ‘사이비 재판소’라고 불렸다.21)

분쟁이 없더라도 행정재판소는 행정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재판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개입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21) D. Costa,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juridiction ? quasi juridiction ? 
pseudo-juridiction ?, RFDA 2005, p.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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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없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립행정청이 자신의 

징계권을 행사하면 분쟁은 있지만 재판소는 없다. 또한 일상적으로 어느 당사자

가 行政審判을 제기하면 분쟁은 있지만 재판소는 없다. 아울러 세무서장과 같은 

행정청은 재판의 경우처럼 법률을 말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

로 분쟁ㆍ재판이 없어도 행정재판소가 행정청을 대신하여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다.22)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보다 재판절차가 당사자의 권리를 더 보

장하기 때문이다.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는 이러한 경우를 ‘행정활동의 

재판(절차)화’(la jurdictionnalisation de l’action administrative)라고 부른다.23) 예

컨대, 會計檢査院은 분쟁이 없더라도 국가의 회계관들의 회계에 대하여 결정한

다. 회계에 대한 소송이나 회계의 합법성에 대한 의심이 없어도 會計檢査院은 자

신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회계관들의 회계를 심사하는 지

방회계원도 마찬가지이다. 國事院에 따르면, 회계를 재판하기 위한 작용은 재판

임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회계관을 재판하지 않고 특히 당해 회계를 심리한 결과 

합법적인 회계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적 변론이 없기 때문이다(國事院 1991년 

6월 19일, Annecy都市 對 Dussolier氏). 그러나 비합법적 회계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는 회계에 대한 심리가 회계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 언급한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되고, 따라

서 회계의 심리를 위한 절차가 제6조 제1항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하

였다(유럽인권재판소 2006년 4월 12일, Martinie氏 對 프랑스). 이 사건에서, 프

랑스는 회계들을 심리하기 위한 절차는 재판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럽인

권재판소는 프랑스의 주장을 거부하였고 공개변론의 불가능성과 불공평한 절차

를 비평하였다. 따라서 2008년 10월 28일에 제정된 ｢會計檢査院과 지방회계원들

이 관한 법률｣이 회계의 심리에 대한 절차를 수정하였다. 오늘날 합법적인 회계

의 경우에만 제6조 제1항의 요구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22) R. Chapus, Qu’est ce qu’une juridiction ? La réponse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Mélanges Eisenman, 1975, p. 297.

23) “La jurdictionnalisation de l’action administrative”: Cf. R.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6, n° 1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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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판소는 행정에서 태어났는데 (活動)行政을 재판하면서 동시에 행정작용

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청은 자신의 행정임무를 재판소와 똑같은 절차

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 행정과 행정재판에 대한 임무들 사

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생긴다. 그러나 행정과 행정재판의 담당자 사이에도 이러

한 밀접한 관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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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政訴訟 專門 公務員으로서의 行政裁判官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이라는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은 행정전문 ‘재판관’에

게 맡겨지지 않고 소송전문 ‘행정관’에게 맡겨졌다. 또한 일반재판관과 비교할 

때 행정재판관은 특수성을 띤다. 행정재판관의 지위와 채용은 주로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유사하다(1). 또한 행정재판관은 (活動)行政으로 이동하거나 (活動)

行政에 자문하면서 행정임무를 수행한다(2).

1. 一般職公務員과 동일한 行政裁判官의 地位과 採用

행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에 속해 있는데, 자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한다(A). 행정재판관의 채용도 원칙적으로 모든 (活

動)行政의 국가공무원들의 채용과 유사하다(B).

A. 行政裁判官의 地位

원칙적으로 행정재판관은 모든 국가공무원처럼 공무원의 일반적 ‘지
위규정’(le statut)의 적용을 받는다.

1983년 7월 13일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규정을 설정하였다. 1984년 1월 11일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

원을 위한 일반적 지위규정을 보완하였다. 이 일반적 지위규정은 모든 국가공무

원에 적용되는 원리를 확정한다. 예컨대 권리ㆍ의무ㆍ승진제도에 대한 공통의 원

리들을 규정한다. 일반적 지위규정은 일반재판관24)ㆍ국회공무원25)ㆍ군인26)ㆍ대

외안보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extérieure)의 공무원27)에게는 적용

24) 1958년 12월 22일 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
25) 1958년 11월 17일 국회의 기능에 관한 조직법률.
26) 2005년 3월 24일 군인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률.
27) 1954년 9월 1일 데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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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전에 따라 國事院의 구성원(L.제131-1조)과 지방

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L.제231-1조)은 행정소송법전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재판관

의 지위는 일반재판관의 지위보다 (活動)行政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더 근접해 있다. 아울러 의전 순서에 따라 國事院의 副院長은 최고의 프랑스 공

무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國事院의 구성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은 없

고,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징계권을 가진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

계 면직은 좀처럼 없었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같이 행정재판관들은 ‘공무원

단’(corps de fonctionnaires)에 속하고, 모든 공무원단과 같이 행정재판관의 공무

원단은 직급으로 분리되어 있다. 國事院의 공무원단은 6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副院長(vice-président)ㆍ部署長(président de section)ㆍ國事官(conseiller d’État)ㆍ

審査官(maître des requêtes)ㆍ1급硏究員(auditeur de première classe)ㆍ2급硏究員

(auditeur de deuxième classe)이 그것이다. 반면에,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

판소의 공무원단은 3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재판관(conseiller)ㆍ首席재

판관(premier conseiller)ㆍ재판장(président)이다. 그러나 행정재판관의 지위는 주

로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비슷하지만 특수한 점들도 있다.

행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지위에 따라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위계권’(le pouvoir 

hiérarchique)에 복종하여야 지켜야 한다(1983년 7월 13일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

무에 관한 법률｣ 제28조).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789년의 선언과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행정재판관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형식적으

로 독립의 보장은 행정재판소에 달려 있다. 예컨대, 會計檢査院의 구성원들은 

1807년부터 법률에 따라 종신직으로 임명된다.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

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독립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행정소송법전 L.제

231-3조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동의 없이는 승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배속을 

받을 수 없다”.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공무원단에 대한 관리는 國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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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의 副院長에게 맡겨져 있다(행정소송법전 제R.231-3조). 승진과 징계에 대한 

조치들은 형식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행해지지만, 대통령은 國事院의 副院長이 주

관하는 최고회의의 제안을 항상 지킨다. 수석재판관의 직급에의 승진은 승진후보

자명단에 의거하며 원칙적으로 자동이다. 가장 높은 직위에의 접근은 능력명단에 

의거한다. 國事院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독립을 보장하는 명문의 법칙이 

없지만, 사실상 행정관습으로 사실상의 독립을 향유한다. 國事院의 공무원단에 

대한 관리는 國事院의 사무소에게 맡겨져 있다. 副院長ㆍ部署長의 경우 외에는 

승진은 선임순에 따라 자동이다. 요즘은 2급硏究員은 18개월 이후 1급硏究員이 

되고, 1급硏究員은 18개월 이후 審査官이 되고, 審査官은 15년 이후 國事官이 된

다. 이 기간들은 주로 퇴직에 따라 달려 있다. 부서장 직급에의 승진은 형식적으

로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國事院 사무소의 제안에 따른다. 행정

재판관의 독립은 행정재판소의 독립에 대한 ｢국법에 의해 인정된 일반원리｣의 

결과이다(憲法委員會 1980년 7월 22일, 행정행위를 인증하기 위한 법률).

B. 行政裁判官의 採用

행정재판관의 채용은 모든 (活動)行政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의 채용

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공무원처럼 행정재판관도 행정법령(데크레)에 의해 임명된다 國事官의 경

우에 대통령령으로 임명되고, 다른 國事院의 구성원 및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

소재판소의 구성원의 경우에 부령으로 임명된다. 일반재판관들은 국립사법학교 

출신들 중에서 채용되지만, 행정재판관은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출신들 중에서 채용된다. 예컨대, 2014년 1월 7일에 제정된 ｢국
립행정학교의 ‘장제’(Jean Zay)라는 2012년 입학생의 임명에 관한 아레떼｣에 따

라 2014년 1월 1일에 83명이 국립행정학교의 2년 과정을 끝내고 그 중 21명이 

행정재판소를 선택하였다(國事院 5명,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 7명, 會

計檢査院 5명, 지방회계원 4명). 나머지는 감독관직(11명)ㆍ외교(4명)ㆍ민간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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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47명)이 되었다. 또한 (活動)行政의 공무원이 행정재판에 참여하기 위하여 

행정재판관은 ‘외부임용’(le tour extérieur)을 통하여 채용될 수 있다. 國事院의 

경우에 외부임용의 역할은 중요하다. 審査官들에 대하여 4명 중 3명은 1급硏究員

들 중에서 채용되고 4명 중 1명은 외부임용을 통하여 채용된다(행정소송법전 L.

제133-4조). 외부임용에 의한 채용은 國事院의 副院長의 의견이 있은 후 데크레

로 결정된다. ‘일반직 國事官’(le conseiller d’État en service ordinaire) 3명 중 2

명은 審査官 중에서 채용되고 나머지 1명은 외부임용을 통하여 채용된다(행정소

송법전 L.제133-3조). 또한 國事院의 구성원들은 외부임용 외에 지방행정재판소

ㆍ행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 중에서 채용될 수 있다. 2012년 3월 12일 법률이 행

정소송법전에 도입하는 L.제133-8조에 따라 매년 2명은 審査官이 되고 2년마다 

1명은 일반직 國事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채용은 데크레로 이루어지지만 國事

院의 副院長의 제안에 항상 따른다. 國事院의 구성원은 319명에 이른다. 185명은 

國事院에 재직하고 134명은 외부에 재직한다. 國事官은 95명이 일반직으로 國事

院에 재직하고 12명이 특별직으로 재직한다. 특별직 國事官들은 4년 동안 정부가 

임명한다. 그러나 재판권의 임무를 가지지 않는다. 審査官 53명과 硏究員 14명이 

國事院에 재직한다.

國事院의 構成 (2011년 10월 1일)

國事院에 在職 外部에 在職 總
副院長 1 1
部長 10 10

國事官 107 73 180
審査官 53 61 114
硏究員 14 14

總 185 134 319

행정소송의 증가로 인해 행정재판관 채용의 수요가 늘어났다.

國事院의 구성원처럼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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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행정학교(행정소송법전 L.제233-2조)와 외부임용(행정소송법전 L.제233-3조 

L.제233-4조)을 통하여 채용될 수 있다. 외부임용을 통한 채용은 데크레로 결정

되지만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 최고회의｣의 제안을 항상 따른다. 그

러나 행정소송의 증가 때문에 새로운 지방행정재판소들이 많이 설립되었고 행정

항소재판소들이 1987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재판관이 많이 필요하

였다.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은 ‘파견절차’(le détachement)를 

통하여 국립행정학교 출신 공무원ㆍ일반재판관ㆍ교수 중에서 채용될 수 있다(행

정소송법전 L.제233-5조). 외부임용과 같이 이 채용은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

소재판소 최고회의｣의 제안을 항상 따른다. 또한 1975년 3월 12일 데크레에 의

해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에 채용하기 위한 보충시험이 도입되었다. 

이 보충시험은 임시로 설립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존속할 뿐만 아니라(행정소송법

전 L.제233-6조),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 채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2013년에 채용된 구성원들 중에서 7명이 국립행정학교를 

통하여 채용되고, 11명이 외부임용을 통하여 채용되고, 5명이 파견절차를 통하여 

채용되고, 30명이 그 임시의 보충시험을 통하여 채용되었다. 지방행정재판소ㆍ행

정항소재판소의 구성원은 약 1000명에 이르고 그 중 840명이 재판소에 근무한

다.

2. 行政裁判官의 行政任務

행정재판관은 그 지위 및 채용에 있어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근접해 있는데, 행

정생활을 잘 알기 위하여 행정임무도 수행한다. ‘전문직 유동성’(la mobilité 

professionnelle)은 행정재판소와 (活動)行政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재

판관은 임시로 (活動)行政에 재직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活動)行政 출신 공무원

들도 임시로 행정재판소에 재직할 수 있다(A). 또한 행정재판소에 재직하는 행정

재판관은 (活動)行政의 고문으로서 계속해서 행정임무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판임무를 수행하여 행정재판관의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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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行政裁判所와 (活動)行政 사이의 專門職 移動性

행정재판관은 지위에 따라 (活動)行政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08년 1월 4일의 ｢국립행정학교를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한 이동과 파견

근무에 관한 데크레｣에 따라, 국립행정학교를 통해 채용된 모든 공무원들이 적어

도 2년 동안 자신의 원래 임무 외의 다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

칙은 원칙적으로 국립행정학교를 통하여 채용된 행정재판관에게 적용된다. 아울

러 모든 일반직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재판관은 자신의 본래 공무원단 외부에서 

근무하기 위한 수단들을 향유한다. ‘단순파견’(la mise à disposition)의 수단을 통

하여 행정재판관은 자신의 직위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응하는 

보수도 계속해서 받는다. 다만, 다른 직위에 임시로 근무한다. 또한 ‘완전파견’(le 

détachement)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다른 공무원단에 임시로 가입하고 

보수를 비롯한 새로운 공무원단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공무원단에 의거하여 승진하고 퇴직연금을 받는 권리를 계속해서 누린다. 마침내 

‘휴직’(la disponibilité)의 수단을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자신의 직위를 임시로 그

만둘 수 있다. 대체로 이동할 권리를 행사하는 행정재판관들이 중앙행정ㆍ지방행

정ㆍ유럽연합기관ㆍ국제기관에 가입한다. 또한 정부가 많은 공공부문의 책임자

를 國事院의 구성원 중에서 선택한다. 그들은 (活動)行政에서 근무경력을 취득한 

이후 國事院에 돌아올 때 행정을 더 효과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 전부 합해서 國

事院의 공무원단의 구성원 중 약 40퍼센트가 國事院 외에서 근무하고, 지방행정

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의 공무원단의 구성원 중 약 20퍼센트가 행정재판소 외

에서 근무한다. 일반재판관과 비교하면 이동에 대한 상황이 아주 다르다. 일반재

판관 중 약3퍼센트만 재판소 외에서 근무한다.28) 공무원을 위한 이동 수단은 행

정재판관들이 (活動)行政에 이동하기 위하여 이 수단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행정관들이 행정재판소에 이동하기 위해서도 이 수단을 누릴 수 있다.

28) Anne Boigeol, Les magistrats “hors les murs”, Revue Droit et Société 44/45, 2000, p.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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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 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수용한다.

전술한 2008년 1월 4일의 데크레는 국립행정학교 출신 공무원들을 위하여 행

정재판소와 (活動)行政 사이의 지위적 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문직 유동성

에 의하여 (活動)行政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행정재판소에 근무할 수 있다. 2010

년 1월 28일의 ｢2008년 1월 4일 데크레를 國事院에 적용하기 위한 데크레｣는 國

事院에의 이동 가능성에 관한 조건들을 명확히 규정한다. 모든 국립행정학교를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이 심사원ㆍ硏究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

판관ㆍ대학교수ㆍ국회공무원도 이 가능성을 향유한다. 이러한 임명들이 國事院

의 副院長의 승인을 받으면 법무장관의 데크레로 결정된다. 실제적으로 副院長의 

승인은 國事院에 있는 위원회의 입후보를 심리하는 것에 의거한다. 이 이동의 기

간은 2년에 이르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부 합해서 國事院에 재직하는 구

성원의 185명 이외에 외부에서 온 공무원의 38명이 國事院에 근무한다. 지위이

동ㆍ단순파견ㆍ완전파견과 같은 이동수단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행정재판소에 근

무하지만, 지위적으로는 자신의 본래 공무원단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외부임용

의 절차와 같은 채용수단과 구별된다. 완전파견을 통한 행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3년 동안 근무한 이후 이 행정재판소의 공무원단에 편입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전 L.제233-5조). 요컨대, 모든 행정재판관들이 (活動)行政에서 얻은 

경력을 가진다. 또한 행정재판소에 근무할 때 (活動)行政의 고문으로서의 행정임

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

B. 行動行政의 顧問으로서의 行政裁判官

행정재판관은 행정을 자문할 때 마치 행정관처럼 나타난다.

革命曆 8년부터 행정소송은 諮問行政에 맡겼다. 탄생될 때부터 國事院(革命曆 

8년 프리메르 22일 헌법)과 도참사회(8년 플뤼비오즈 28일 법률)들은 재판과 자

문의 이중 권한을 보유해 왔다. 전문행정재판소들도 재판ㆍ자문의 이중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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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다(國事院 1984년 3월 23일, Couëron에 있는 가톨릭 학교들을 관리하

기 위한 단체: 지방회계원에 대하여). 오늘날 國事院의 경우에 자문 권한은 가장 

중요하다. 법률 분야에 관하여는 정부가 만든 법률안과 명령안에 대한 國事院의 

의견이 필수적이다(헌법 제38조ㆍ제39조). 또한 2008년 7월 23일의 헌법개정에 

의해 국회도 국회가 만든 법률안에 관하여 國事院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

다(헌법 제39조). 그리고 유럽연합법이 점차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법안

에 대하여도 國事院의 의견이 필요하다(헌법 제88-4조). 행정법령의 분야에 관하

여는 가장 중요한 데크레에 대한 國事院의 의견이 필요하고, 다른 데크레에 관하

여 정부가 國事院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12년 동안 國事院이 1,104법안을 

심리하였다(940 政令案, 109 법률안, 29 部令案).29) 國事院은 합법성과 법적 타당

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과 데크레가 제정된 이후 소송의 위험을 줄어들

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아울러 國事院은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 머

물지 않고 자신을 법령의 ‘공동작가’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어느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國事院의 필수적인 의견을 요청하지 않으면 國事院은 이 행위에 대한 越

權訴訟을 재판하여 자신의 의견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le vice de procédure)가 

아니라 ‘무권한’(l’incompétence)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자문 역할은 

행정재판관의 행정관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행정재

판관이 자문 역할을 통하여 (活動)行政에 참여하므로 행정재판관의 공정을 보장

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재판과 자문에 대한 이중적인 권한 때문에 행정재판관의 공정이 보장

되어야 한다.

행정재판소의 구성원은 재판과 자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드골

(De Gaulle) 대통령은 카날(Canal) 사건(國事院 總會 1962년 10월 19일, Canal, 

Robin 및 Godot氏) 이후, ‘이중적 소속’ 원칙을 강화하였다. 즉, 1963년 7월 30일 

대통령령은 國事院의 소송부서장(le président de la section du contentieux)과 재

29) 2013년 國事院의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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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장(le président des sous-sections) 외에 모든 國事院의 구성원들은 행정부서와 

소송부서에 동시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렇게 하면 행정재판관

은 (活動)行政과 행정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재

판관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의 결과인데, 유럽

인권재판소는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國事院에 대하여 행정재판관이 어느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었다면 그 행정행위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유럽인권재판소 1995년 9월 28일, Procola 단체 對 룩셈부르

크).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중적 권한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였다(유럽인권재판소 2003년 5월 6일, Kleyn氏 對 네덜란드; 유럽인

권재판소 2006년 9월 28일, Sacilor-Lormines會社 對 프랑스). 프랑스 國事院에 

성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실제로 어느 법칙에 대하여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법

칙과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외관이론’ 

때문에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이중적 소속’ 원칙은 최근 완화되었다(2008

년 3월 8일 ｢國事院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데크레｣및 2010년 2월 22일 ｢행정재

판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데크레｣). 오늘날에는 이중적 소속이 가능하지만 강

제적인 것은 아니다(행정소송법전 제R.121-3조).

*

행정재판소들은 행정에서 태어났고 행정과 계속해서 근접해 있다. 특히 행정재

판관은 그 지위 및 채용에 관해 일반재판소보다 (活動)行政에 더 근접하고 자문 

임무를 통하여 (活動)行政에 참여한다. 이러한 근접 관계 때문에 (活動)行政에 대

해 관대해질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관이 재판임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접 관계가 필요하다. 1987년 國事院 副院長의 임명식

에서 자크ㆍ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은 “행정에게는 특별한 재판관이 필요

하다. ㆍㆍㆍ 오히려 행정재판관이 행정기관을 잘 앎으로써 그릇된 길로 끌려들

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행정기관에 대해 법률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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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行政裁判所의 裁判的 統制의 擴大

‘유보된 재판권’의 제도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진보를 위해 폐지되었지만, 그 

제도가 행정재판 임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오랫

동안 국가원수는 國事院이 제시하는 결정을 승인했기 때문에, 행정은 국가원수의 

권력을 가진 國事院의 재판적 통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國事院의 결정에 

대한 권한은 칙령이 갖는 최고 권위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었다. 이 권위에 의거하

여 행정재판소는 더 넓고 깊은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며 행정은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행정재판소는 행정기관과의 근접 때문에 자신의 통제를 계

속해서 강화했는데, 상호적으로 이 강화 때문에 행정재판소가 행정임무와 더 근

접하게 되었다.

행정재판소는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대해 재판적 통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통

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I). 또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강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재판소가 적용하는 적법성 원칙은 

행정임무 수행을 긴밀하게 제한한다(II).

Ⅰ. 裁判的 統制의 擴張

행정재판소가 하는 통제는 대부분의 ‘일방행정행위’(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에 확대되었고, 행정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심사가능성이 확대되었다(1). 결과적으로 행정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 중

에는 통치행위와 법적 효과가 미미한 행정행위 밖에 없다(2).

1. 行政裁判所가 統制하는 行政行爲들

일방행정행위에 대한 재판적 통제는 越權訴訟의 탄생 이후 실제적으로 확대되

었고, 오늘날 행정재판소는 대부분의 일방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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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정계약에 대하여 제3자는 원칙적으로 越權訴訟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재판관은 完全審判訴訟을 통하여 행정계약을 재판한다 

(B).

A. 一方行政行爲에 대한 裁判的 統制

19세기에 행정재판관은 越權訴訟을 받아들여 자신의 통제를 확대할 

수 있었다.

革命曆 8년 프리메르 22일 헌법이 國事院을 설립할 때는 國事院이 完全審判訴

訟으로만 재판하였다. 최초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만 재판했는데 

‘순수행정행위’(l’acte d’administration pure)를 재판하지 않았다. 법학자들은 재판

관이 순수행정행위를 판결할 권한을 가진다면 재판관이 행정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권력분립에 대한 개념 때문에 순수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815년부터 越權訴訟이 출현한 이후 재판적 통제의 확

대가 시작되었다.

越權訴訟을 재판할 때는 재판소가 위법행위를 취소할 권한 밖에 없다. 그 대신 

재판소는 越權訴訟으로 행정임무의 핵심에 개입할 수 있었다. ‘정치적 동기 이론’

에 따라서 國事院은 정치적 동기에 의거한 행정행위를 재판하는 것을 거부하였

다(國事院 1822년 5월 1일, Laffite氏; 國事院 1822년 5월 1일, Aumale公爵). 그

러나 1875년의 ‘나폴레옹 왕자’(Prince Napoléon) 사건 이후 그 이론을 포기하였

다(國事院 1875년 2월 19일, 나폴레옹 왕자). 이 사건에 나폴레옹 왕자는 자신의 

사촌인 황제 나폴레옹 3세로부터 육군대장의 지위를 받았는데, 제2제정이 붕괴할 

때 새로운 공화국 정부가 그 육군대장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정치적 성격을 가졌

다 해도 國事院이 그 결정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것을 越權訴訟을 통하여 받아들

였다.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률의 적용을 위한 ‘행정법령’(le règlement)이 필요할 

경우에 우선 國事院이 ‘입법권의 위임 이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행정법령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國事院 1872년 12월 20일, Fresneau). 그 이후 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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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越權訴訟을 통하여 행정법령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었다(國事院 1907년 12월 6일, 동쪽의 철도 회사). 행정재

판소는 정치적 동기 이론, 입법권의 위임 이론, 장관-재판관 이론 등과 같은 제한

들을 단계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오늘날 재판적 통제는 대부분의 一方行政行爲들

에 적용된다.

오늘날 행정재판소는 대부분의 一方行政行爲들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

인다.

國事院은 ‘입법권의 위임 이론’을 거부하여 ‘분야’에 의거한 기준 대신에 ‘기

관’에 의거한 기준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행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행

위는 ‘입법 분야’에 개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만든 행위에 확대

된다. 예컨대, 헌법 제38조에 의거한 정부의 명령은 법률의 분야에 개입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61년 11월 24일, 전국경찰조합

연합). 또한 헌법 제37조에 의거한 자치행정법령(le règlement autonome)도 위임

이 없더라도 재판될 수 있다(國事院 1959년 6월 26일, 고문기사노동조합). 게다

가 국민투표의 위임에 의거한 대통령의 명령도 입법 분야에 개입함에도 불구하

고 재판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62년 10월 19일, Canal, Robin 및 Godot氏). 이 

사건에서, 1962년 4월 8일의 국민투표로 채택한 법률은 알제리(Algérie) 전쟁을 

종결시키는 에비앙 협정(les Accords d’Évian)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입법 

분야에 개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國事院은 이 법률이 대

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자

신의 행정권을 입법 분야에 행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國事院은 행

정권의 재판관으로서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을 재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입

법 분야에 개입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예외가 하나 더 있다. 헌법 제16조

에 의거한 대통령의 조치가 입법 분야에 개입한다면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이 受理

될 수 없다 (國事院 總會 1962년 3월 2일, Rubin de Servens氏). 이 조항은 ‘공화

국의 제도ㆍ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으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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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소의 통제에 대한 제한은 논

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2008년 7월 23일에 제정된 ｢제5공화국의 제도의 현

대화에 관한 헌법적 법률｣이 이 조항의 행사를 더 긴밀하게 제한하였고 이러한 

제한은 앞으로도 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B. 行政契約에 대한 裁判統制

제3자는 원칙적으로 행정계약에 대한 越權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은 私法上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약에 대한 소송은 일반재판

관에게 맡겨져 있다(國事院 1912년 7월 31일, Vosges道의 반상 화강암 회사). 반

면에, 공법에 의거한 행정계약에 대한 소송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 통상 행

정계약에 대한 소송은 계약상대방이 제기하는 完全審判訴訟이다. 원칙적으로 행

정계약에 대한 越權訴訟이 受理될 수 없다(國事院 1961년 1월 11일, Barbaro氏). 

이 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법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30) 이 원칙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

익을 위하여 예외가 존재한다.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 이론에 따라 행

정이 당해 행정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결

정에 대한 越權訴訟이 허용된다(國事院 1905년 8월 4일, Martin氏) 이 사건에서

는 노면 전차선을 양보하기 위한 道의회의 표결이 분리가능행위로 간주되었다. 

越權訴訟에서 분리가능행위가 취소되면, 행정계약이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행정

은 결국 그 분리가능행위의 취소를 존중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國事院은 계약 조항을 계약적 조항과 규칙적 조항으로 구별하여 규칙적 

조항에 대한 越權訴訟은 허용한다(國事院 1906년 12월 21일, 

Croix-de-Seguey-Tivoli洞에서 사는 주인들과 납세자들의 단체). 또한 계약적 조

항도 분리가능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越權訴訟은 

30)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Montchrestien, 11e éd., 2004, n°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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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다(國事院 總會 1996년 7월 10일, Cayzeele氏). 마지막으로, 계약직의 노동

계약은 특수한 사례로 간주된다. 공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하지

만 어느 특수한 경우에 계약직도 채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越權訴

訟을 제기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과 계약직 사이의 노동계약에 대하여도 越權訴

訟을 제기할 수 있다(國事院 訴訟部署 1998년 10월 30일, Lisieux都市).

대부분의 경우 完全審判訴訟을 통하여 행정계약을 재판한다.

통상 행정계약에 대한 完全審判訴訟은 행정의 계약상대방에 의하여 제기된다.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일방

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은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은 계약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

여서는 아니 된다(國事院 1913년 5월 30일, Eure道의 道知事). 반면에, 행정계약 

체결에서 제외된 경쟁자들은 행정계약에 대한 完全審判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은 공시ㆍ경쟁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자를 자유재

량으로 선택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서 밀려난 경쟁자들은 세 가지 소송수단을 갖

는다. 첫째, 1992년 1월 4일의 법률이 도입한 ‘계약체결전 급속심리’(le référé 

pré-contractuel)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최근 

國事院의 판례에 의하면, 경쟁자들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完全審判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2007년 7월 16일, Tropic travaux signalisation會社). 

셋째, 2009년 5월 7일의 데크레가 도입한 ‘계약체결후 급속심리’(le référé 

contractuel)를 통하여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지방분권화에 관한 1982년 3월 2일의 법률이 도입한 ‘道知事의 제소절

차’는 越權訴訟으로 간주된다(國事院 訴訟部署 1987년 2월 27일, Marie-Galante

섬의 Grand-Bourg都市 對 Pistol夫人).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道知事의 제

소절차도 越權訴訟으로 간주되었으나(國事院 訴訟部署 1991년 7월 26일, 

Sainte-Marie都市) 2011년 판례 변경 후부터는 행정계약에 대한 道知事의 제소절

차는 完全審判訴訟으로 간주된다(國事院 2011년 12월 23일, 내무ㆍ해외영토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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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ㆍ출입국부 장관).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행정재판소가 행정계약을 

재판한다.

2. 行政裁判所가 統制할 수 없는 行爲

행정재판소가 하는 통제는 대부분의 행정행위들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행위들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受理될 수 없는 행위 중 ‘통치행위’(l’acte 

de gouvernement)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통치행위의 목록은 많이 줄어들었

다(A). 또한 내부조직조치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별로 많지 않다(B).

A. 統治行爲

행정재판소는 정부임무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들과 같은 상급행정청이 행정임무와 정치임무를 동시

에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임무와 정부임무를 구별하기 어렵다. 예컨대, 헌법 제20

조는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조직과 軍조직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집행권이 두 가지 권능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행정임무와 정부임무를 구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에두와르ㆍ라페리에르(Édouard Laferrière)는 위계에 의거한 기준을 강조한다. 그

에 의하면, 정부임무는 정치사회의 필요성을 마련해 주고 공권력의 기능을 감시

하며 외세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맺고 외부와 내부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한 임무

이고, 행정임무는 법률을 매일 집행하고 시민들과 행정에 대한 관계를 감시하기 

위한 임무이다31) 조르쥬ㆍ베델(Georges Vedel)에 따르면, 정부임무는 ‘일반의 방

향을 결정하는 임무’인 반면, 행정임무는 ‘국가가 담당하는 공동의 필요성을 충

31)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Berger-Levrault, 1888, t. II,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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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기 위한 임무’이다. 그러나 모리스ㆍ오류(Maurice Hauriou)는 일상적인 사

건과 이례적인 사건에 대한 대립에 의거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정부

임무는 이례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고 최고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이고, 행

정임무는 공법의 집행과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일상적인 사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임무이다.32) 이 구별이 불분명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재판소는 행

정행위와 통치행위를 구별하여,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

울러 이 구별은 어떤 활동에 대한 재판과 이 활동의 수행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

한다. 즉, ‘행정을 재판하는 것은 역시 행정’이라면 대칭적으로 ‘정부를 재판하는 

것은 역시 정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치행위의 목록은 줄어들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동기에 의거한 행위는 1875년부터 통치행위의 성격

을 가지지 않는다(國事院 1875년 2월 19일, 나폴레옹 왕자). 오늘날 통치행위에

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 관한 행위가 있고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도 있다. 행정재판소가 정부임무에 간섭하지 않기 위하여 통

치행위에 대한 소송은 受理될 수 없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에 관한 통치행위

의 예는 다음과 같다. 즉,  헌법 제16조에 의거한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國事院 

總會 1962년 3월 2일, Rubin de Servens氏), 법안을 국민투표에 제출하는 대통령

령(데크레)(國事院 總會 1962년 10월 19일, Brocas氏),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국무총리의 결정(國事院 1968년 11월 29일, Tallagrand氏),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대통령령(國事院 1989년 2월 20일, Allain氏), 헌법재판관을 憲法委員會에 임명하

기 위한 대통령령(國事院 總會 1999년 4월 9일, Ba氏). 행정재판소가 어떤 통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더라도 憲法委員會는 개입할 수 있다. 예컨대, 憲法委員會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제출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소송을 재판할 수 있다(憲法委員

會 2000년 7월 12일, Stéphane Hauchemaille氏).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치

행위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

32)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Sirey, 12 éd., 1933,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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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國事院 1952년 6월 9일, Gény), 국제조약에 대한 교섭ㆍ서명ㆍ비준(國事

院 訴訟部署 1961년 7월 13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전기회사), 걸프전쟁 동안 

프랑스와 이라크 사이의 과학ㆍ기술 협력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國事院 1992년 

9월 23일, 이민지원정보를 위한 단체 및 인종차별반대를 위한 운동), 핵실험을 

하기로 하는 결정(國事院 總會 1995년 9월 29일, 그린피스 단체). 행정재판소는 

프랑스 대외정책에 간섭할 수 없지만, 범인인도를 위한 政令과 같은 분리가능행

위에 대한 소송을 재판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37년 5월 28일, Decerf氏; 國事

院 總會 1952년 5월 30일, Kirkwood夫人). 또한 행정재판소는 국제조약을 독립

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國事院 1990년 6월 29일, 이민지원정보를 위한 단체), 국

제조약의 비준을 위한 절차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98년 12

월 18일, Blotzheim 활동영역의 유한책임회사). 아울러 국가의 잘못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제조약이 끼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國事院 總會 1966년 3월 

30일, 무선전기 에너지 회사; 國事院 2004년 12월 29일, Almayrac). 따라서 몇몇 

법학자들은 통치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에 적용되지 

않고 ‘적법성’의 소송 ― 예컨대, 越權訴訟 ― 에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행정재판소가 정부임무에 간섭하지 않기 위하여 행정재판소의 통제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행정재판소가 행정행위의 완전통제를 수행할 땐 당연

히 행정임무에 개입한다.

B. 行政行爲

내부조직조치의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내부조직조치’(la mesure d’ordre intérieur)는 시민들의 법적 상황을 변화시키

지 않기 때문에 ‘판사는 사소한 것을 돌보지 않는다’(de minimis non curat 

praetor)고 하는 라틴어 격언에 의하여 내부조직조치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체로 업무조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에 의거한 조치들이 내부조직

조치로 간주되었으나,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1950년의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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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13조, 1789년의 권리선언 제16조) 이 조치들의 재판권 면

제는 점차 소멸되었다. 오늘날 公役務 이용자들은 公役務에 영향을 미친 규칙제

정행위나 자신의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 개별조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재판소는 중학교 내규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였다(國事院 1992

년 11월 2일, Kherouaa氏). 또한 감옥의 公役務 이용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재판

할 것을 수락하였다(國事院 總會 1995년 2월 17일, Marie氏). 공무원은 업무조직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國事院 1956년 10월 26일, 민간인 행정관들

의 일반단체). 위계권에 의거한 조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

지만, 이 조치가 공무원의 경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공무원의 권리ㆍ

특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록보관자-고문서학자는 기록보관자-고문서학자를 위한 지위에 임명하

는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國事院 1903년 12월 11일, Lot氏). 또한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소송할 수 있고(國事院 1962년 11월 23일, 

Camara), 군인은 자신에 대해 징계조치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95

년 2월 17일, Hardouin).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는 내부조직조치의 범위

가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내부조직조치들은 公役務 이용자의 법적 상황이

나 공무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상적인 관리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재판소는 내부조직조치의 범위를 줄이면서 公役務 관리의 핵심에 자신의 통

제를 도입하였다.

오늘날 행정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행정행위는 별로 없다.

통치행위와 내부조직조치 이외에 일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 受理될 수 없

다. ‘스크린-법률’(la loi-écran)이라는 이론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

에 대하여, 시행령이 법률에 적합하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법률이 스

크린으로 간주되어 시행령에 대한 소송이 受理될 수 없다(國事院 1936년 11월 6

일, Arrighi). 즉, 행정재판소는 행정의 관점에서 재판하는데, 행정은 이 시행령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행정을 재판할 땐 입법권을 동시에 재판해서는 안 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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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la directive)은 일반적 업무지침를 설정하는 것인데, 사실상 법적 상황에 영향

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에 대한 소송도 受理될 수 없다(國事院 訴訟

部署 1970년 12월 11일, 프랑스 부동산 은행). 그러나 지침에 의거한 행정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훈령’(la circulaire)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문에 대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훈령은 해석적인 공문과 달리 소송의 대상이 된다(國事院 總會 1954년 

1월 29일, Notre-Dame du Kreisker 기관). 그리고 행정재판소는 훈령에 대한 재

판적 통제를 확대하였다. 오늘날 훈령에 포함된 모든 강제적인 규칙에 대한 소송

이 受理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통제는 확대되고 있는데, 현

재 남아 있는 행정재판에 대한 제한은 주로 행정임무 개입에 대한 제한에서 비롯

된다.

*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재판적 통제는 대부분의 행정행위로 확대되었다. 특히 

19세기에 越權訴訟의 탄생에 이어 행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중요한 행정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행정

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행위는 별로 없다. 다만, 정부임무에 간섭하는 것을 거

부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들도 있고, 판사가 些少한 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미미한 행정행위도 일정 부분 남았다. 그리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행정재판소는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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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裁判的 統制의 深化

행정재판소는 행정행위의 재판적 통제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임무와 근접해졌

는데, 다른 한편으로 수행하는 통제의 ‘성격’을 통해서도 행정임무와 근접해졌다. 

통제의 수단에 대한 진화 때문에 행정관의 임무와 행정재판관 사이의 감정이입

이 더 강하게 되었고, 행정재판관의 추론이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의 추론

과 더 근접하게 되었다. 행정재판소는 越權訴訟의 취소사유를 확장했고(1), 대부

분 심화된 재판적 통제를 행한다(2).

1. 越權訴訟의 取消事由의 擴張

역사적으로 행정재판소는 처음으로 행정행위에 대하여 ‘외부적 적법성’만을 통

제함으로써 행정임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였다(A). 그 후 행정재판소는 ‘내부

적 적법성’을 통제하면서 행정임무에 더 확실하게 개입하게 되었다(B).

A. 外部的 適法性에 대한 統制

행정행위 發令 의 무권한이 越權訴訟의 첫 번 째 취소사유였다.33)

1815년부터 越權訴訟이 출현했는데, 우선 ‘醜聞 이론’(la théorie du scandale)에 

의거하여 행정이 범하는 명백한 위반을 제재하였다. ‘무권한’(l’incompétence)에 

의거한 취소사유는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는데도 그 결정을 내린 

경우 행정재판소가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취소수단이 발전하여 무

권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영역(사물관할)에 의거한 무(l’incompétence 

ratione materiae)은 행정청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한계를 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무총리가 국무원(Conseil des ministres)이 심의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33)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Berger-Levrault, 1888, tome II,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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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國事院 1994년 3월 23일, Renault 자동차 공사: 

Renault 자동차 공사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지역관할에 의거한 

무권한(l’incompétence ratione loci)은 행정청이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한 한계를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道知事가 公海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

다(國事院 1981년 6월 5일, Incimer會社: Incimer 회사가 공해에 폐기물을 소각하

는 것을 금지한다는 道知事의 결정에 대하여). 時期에 의거한 무권한(l’incompé-

tence ratione temporis)은 행정청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과거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

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칙제정조치들은 소급 효과를 가질 수 없다(國事院 總

會 1948년 6월 25일, L’Aurore 신문의 회사). 마찬가지로 법률상 어떤 신청에 대

하여 행정이 2개월 동안 침묵하면 그 신청을 수락한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2개월 후에는 행정청이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없다(國事院 1969년 11월 14일, Ève

氏: 농장의 확대에 관한 무언수락에 대하여).

절차나 형식의 하자에 의거한 취소사유는 외부적 적법성에 대한 통제

를 완성한다.

절차나 형식의 하자에 의거한 취소사유는 초기 제2제정 시대에 越權訴訟의 취

소사유가 되었다.34) 절차의 하자는 자문 의무와 같이 행정결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國事院 總會 2011년 9월 23일, 

Danthony氏: 교원의 상담 없이 제2 고등사범학교의 통합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형식의 하자는 이유제시 의무와 같은 결정의 형식에 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國事院 2013년 12월 23일, M6 및 TF1 텔레비전 채널: 동기설명 

없이 텔레비전 채널의 구매를 수락한다는 경쟁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극단적 형

식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는 본질적인 형식과 비본질적인 형식을 구별

하여 본질적인 형식만 통제하였다. 이러한 해결은 복잡성과 법적 안정성의 위험 

34) Louis Imbert, L’évolution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1872-1900, Dalloz, 1952,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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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판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형식주의도 여전히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되

었다. 그리하여 2011년 5월 17일에 제정된 ｢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을 단순화

하기 위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행정재판소는 행정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식들만 통제하여야 한다. 國事院이 이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하면서 권리를 위협하는 형식에 의거한 越權訴訟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

다(國事院 總會 2011년 9월 23일, Danthony氏: 교원의 상담이 없으면 교원의 권

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형식의 하자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결정의 이유제시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1979년 7월 11일에 제정된 

｢행정행위의 이유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침익적 개별조치 등 많은 행정행

위들이 이유제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 없다(國事院 1983년 7월 29일, Seban氏: 공무원 

시험의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동기설명 내지 이유제시는 動機와 다르다. 행정

결정은 항상 어떤 ‘動機’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에 관한 설명은 없을 수 있다. 

이유제시는 외부적 적법성에 속하지만 동기는 내부적 적법성와 관련된다.

B. 內部的 適法性에 대한 統制 

권한남용에 의거한 취소사유는 내부적 적법성에 대한 통제를 향한 첫 

번째 도약이었다.

‘권한남용’(le détournement de pouvoir)은 어떤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청이 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만 이 권한의 존재에 대한 목적보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결정의 합법성이 추정되고 행정

재판소가 행정결정의 발령자의 의사를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취소사유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외부적 적법성에 의거한 취소수단들과 달리 이 취소사유

는 행정임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거한다. 행정재판소는 권한남용에 

의거한 취소사유를 1875년에 받아들였다(國事院 1875년 11월 26일, Pariset; 國事

院 1875년 11월 26일, Laumonnier-Carriol). 이 두 사건들에서 정부는 성냥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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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험ㆍ비위생ㆍ불쾌 시설으로 간주하고 이 제조소들을 폐쇄하기 위하여 행

정경찰 권한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國事院은 정부의 동기는 공공안전이나 공중위

생의 보호가 아니라 성냥제조의 전매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조소

에 보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정경찰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절차남용’(le détournement de procédure)은 행정청이 특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

지만 그 절차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國事院 總會 1960년 6월 24일, Le Monde 신문 유한책임회사: 국사범을 수사하

기 위해 신문 압수를 위한 司法경찰의 절차가 행해졌는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의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司法경찰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법률위반에 의거한 취소사유를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행정임무와 확실

히 근접해졌다.

법령의 규정들이 상위 규정에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위반’(la violation 

de la loi)에 의거한 취소수단은 행정결정의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통제한다. 또

한 이 수단은 행정결정의 동기에 대한 적법성을 통제한다. 법률위반은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착오 또는 사실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사실의 오류는 ‘사실의 

법적 평가’(la qualification juridique des faits) 또는 ‘사실의 실체적 진실

성’(l’exactitude matérielle des faits)에 대한 오류를 의미한다. 행정재판소는 1914

년부터 사실의 법적 평가를 통제하고(國事院 1914년 4월 14일, Gomel氏), 1916

년부터 사실의 실체적 진실성을 통제한다(國事院 1916년 1월 14일, Camino氏). 

고멜(Gomel)씨 사건에서, 행정은 1911년 7월 31일 법률을 적용하여 파리(Paris)

에 있는 보보(Beauvau) 광장의 ‘기념비적 전망’(la perspective monumentale)을 보

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고멜氏에게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처음으로 행정

재판소는 행정이 사실의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실의 법적 성

격이 행정결정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행정재판소는 보보 광장에 

‘기념비적’ 전망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 행정재판소는 사실의 법적 평가를 

외국인에 대한 소송에서 자주 적용한다. 예컨대, 1945년 11월 2일에 제정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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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조건들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23조

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이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외국인은 추

방될 수 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정재판소는 외국인의 활동이 ‘공공질

서에 심각한 위험’인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법률위반에 의거한 취소수단은 

행정재판소와 행정임무 사이의 관계의 진화에 대하여 중요한 단계를 이루었다. 

이 취소수단은 행정재판소의 통제를 행정결정의 동기에 확대하며 행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의 專權에 속하는 사실 평가’를 통제한다.35) 이 때문에 이 취

소사유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소의 통제는 모든 행정행위

에 대하여 똑같지 않다. 여러 가지 통제의 정도가 존재한다.

2. 裁判的 統制의 程度

행정행위에 따라 행정재판관은 ‘통상통제’(le contrôle normal)나 ‘제한통제’(le 

contrôle restreint)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비례성 통제를 할 때 행정관의 추론과 밀

접히 근접하게 된다(A). 상황에 따라 적법성의 원칙이 변화될 수 있다. 행정재판

소는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 있거나 집행권은 ‘특별체제’(le régime 

spécifique)를 시행할 수 있다(B).

A. 行爲에 따른 統制의 심화

행정행위에 따라 행정재판소는 통상통제나 제한통제를 할 수 있다.

행정이 ‘기속적 권한’(la compétence liée)을 갖는 경우에는 특정한 방향으로 행

동할 의무나 행동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예컨대, 수렵 허가증의 발급에 대하

여 신청자가 법적 조건들을 충족하면 행정은 반드시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기속

된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재판소는 ‘통상통제’(le contrôle normal)를 행사한다. 통

35) Jacques Chevallier, L’élaboration historique du principe de séparation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 l’administration active, LGDJ, 1970,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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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제는 행정재판소가 무권한, 절차 및 형식의 하자, 권한남용, 법률의 착오, 사

실의 법적 평가, 사실의 실체적 진실성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에서 기속행위와 통상통제는 적법성 원칙의 완전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36) 행

정이 ‘재량권’(le pouvoir discrétionnaire)을 가지는 경우, 행정은 스스로 그 행동

의 적절성을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예컨대, 행정은 私法人이 공물을 이용하기 

위한 허가증의 발급이 적절한지를 자유롭게 평가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제한통제’(le contrôle restreint)를 한다. 제한통제는 통상통제와 비

교하여 행정재판소가 사실의 법적 평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이 재량권을 가질 경우에도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사실의 법적 평가를 통제하지 않지만 1960대부터 ‘평가의 명백한 오류’(l’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는 통제한다. 예컨대, 공직의 두 직위 사이의 동등성에 

대하여 행정재판소는 ‘사실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확인하지 않고 다만 ‘평

가의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였다(國事院 訴訟部署 1961년 2월 15일, Lagrange氏). 

또한 징계처벌에 대하여도 행정재판소가 ‘평가의 명백한 오류’만 찾는다(國事院 

1990년 5월 25일, Kiener氏). ‘평가의 명백한 오류’에 대한 개념은 행정의 재량권

과 시민들의 권리들을 동시에 보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한통제의 대상이 되었

다가 통상통제의 대상이 된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종전에 행정재판소는 외

국의 출판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경찰권에 의거한 조치에 대하여 행정의 재량권

을 인정했고 자신의 통제를 ‘평가의 명백한 오류’에 한정하였었다(國事院 1973년 

11월 2일, Maspero 서점 회사).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통상통제를 

행사한다(國事院 訴訟部署 1997년 7월 9일, Ekin 단체). 행정재판소의 통제는 통

상통제의 확대와 ‘평가의 명백한 오류’의 통제를 통하여 강화되었을 될 뿐만 아

니라 더 깊어진 통제인 비례성 통제도 발생하였다.

행정재판관은 비례성 통제를 수행하면서 행정관의 추론과 밀접히 근

접하게 된다.

36) Lino DI QUAI, La compétence liée, LGDJ,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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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통제는 행정경찰의 조치들에 적용되었다(國事院 1933년 5월 19일, 

Benjamin氏). 즉, 행정재판소는 상황이 행정경찰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뿐만 아

니라 행정경찰의 조치가 공공질서의 위험에 비례하는 것도 심사한다. 뱅자맹

(Benjamin) 사건에서, 뱅자맹은 촌극 작가들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는데, 

敎師 단체가 뱅자맹이 교사들에 대해 비아냥거린 것을 비판하여 느베르(Nevers)

의 시장은 뱅자맹의 회의를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國事院은 공공질서

의 위험이 금지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담당 政

府委員에 따르면, ‘자유는 원칙인데 경찰조치는 예외가 된다’고 한다. 게다가 비

례성 통제를 하면서 행정재판소는 행정경찰의 조치가 공공질서의 위험에 비례하

는 것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조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과 비교한다. 

예컨대, 외국인을 추방한 조치는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가족

의 삶에 대한 침해 때문에 비례성을 위반한 경찰조치일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91년 4월 19일, Belgacem氏와 Babas氏). 비례성 통제는 종합평가를 통하여 국

토정비의 행위들에도 적용되어 있다(國事院 1971년 6월 28일, 시설과 주택부 장

관 對 ‘동쪽 새로운 도시’라는 계획에 관련된 시민들을 위한 단체). 이 결정에서 

國事院은 ‘이 점들과 비교하면 사유권의 침해ㆍ금융 비용ㆍ사회 비용이 지나치

지 않을 경우에만 국토정비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종합평가

를 하면서 國事院은 어떤 고속도로의 계획이 너무 비싸고 돈벌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계획을 취소하였다(國事院 總會 1997년 3월 28일, 

Transchablaisienne라는 고속도로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단체).

B. 狀況에 따른 統制의 深化

행정재판소는 상황들이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적법성의 

원칙을 완화한다.

‘이례적인 상황의 이론’(la théorie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은 國事院

의 판례로 설립되었다. 이 이론에 따라 이례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공권력이 公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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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례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 이론은 행정재판소의 

특별한 역할을 나타낸다. 행정재판소는 적법성의 원칙을 분별없이 적용하는 ‘법

률의 입’이 아니라, 행정관이 자신의 임무를 행사하도록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적법성의 원칙을 수정한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의 이례적인 상황들에 있어 

公役務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政令이 공무원들의 임명과 이동에 관한 법

률을 수정할 수 있다(國事院 1918년 6월 28일, Heyriès氏). 이례적인 상황이 입법

권과 집행권 사이의 권한의 원칙들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유의 제한도 정당화할 수 있다(國事院 1919년 2월 28일, Dol 및 

Laurent 여성: 제1차 세계대전의 이례적인 상황들에 있어 왕래의 자유를 제한하

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특히 행정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나 재산의 중대한 위

반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탈법행위’(la voie de fait)는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에 일

반재판소가 재판하여야 하는 조치가 되지만(權限爭議裁判所 1935년 4월 8일, 

Action française), 이례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재판하여야 하는 행

정행위가 된다(權限爭議裁判所 1952년 3월 27일, Murette의 여성: 제2차 세계대

전의 시기에 내린 행정수용의 조치에 대하여). 그러나 ‘이례적인 상황의 이론’은 

행정재판소가 행정행위의 통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

선 행정재판소는 상황의 이례적인 성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례적인 상황들이 

전쟁의 시기에 생길 수 있고(國事院 1918년 6월 28일, Heyriès氏), 자연재해 사건

으로부터도 생길 수 있다(國事院 1983년 5월 18일, Rodes氏: Guadeloupe에 있는 

La Soufrière라는 화산의 분출 위험 때문에 내린 조치에 대하여). 또한 행정재판

소는 이례적인 상황의 경우에 공적 자유의 제한이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

한다(國事院 總會 1962년 10월 19일, Canal, Robin 및 Godot氏: 어느 이례적인 

군사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상소의 금지에 대하여). 행정재판소가 상황의 이례적

인 성격을 평가하는데 상응하여, 집행권도 ‘특별체제’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집행권이 특별체제의 시행을 결정하면 적법성의 원칙을 완화한다.

집행권은 계엄령, 비상사태, 헌법 제16조의 체제와 같은 ‘특별체제’(le ré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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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fique)를 시행할 수 있다. 계엄령 체제는 1849년 8월 9일에 제정된 법률로 

도입되었다. 국회의 보수 여당이 1848년 혁명과 같은 반란을 방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민정당국에서 군대당국에서 경찰권을 양도하고 경찰권의 확

대와 군사법원의 설립을 승인한다. 시행조건으로서, 전쟁이나 무장반란이 초래되

는 절박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 1958년부터 헌법 제36조

가 계엄령의 시행을 규정한다(헌법 제36조: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선포된다.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에서만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조항이 시행되어 본 적이 없다. 비상사태 체제는 알제리(Algérie)를 독립하

기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행위들 때문에 1955년 4월 3일에 제정된 법률로 도입되

었다. 이 체제는 경찰권과 군사법원의 관할을 확대하는 것을 승인한다. 계엄령과 

비교하면 시행조건들이 엄격하지 않다. 전쟁이나 무장반란이 필요 없고 ‘공공질

서에 심각한 위험’으로 충분하다. 1955년부터 비상사태는 3번에 걸쳐 선포되었

다. 즉, 1961년 알제리에서, 1985년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에서, 2005

년 본국에서(시외의 폭동 운동 때문에). 계엄령처럼 비상사태도 국무회의에서 선

포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권의 행위이므로 행정재판소에서 재판될 수 있다

(國事院 總會 2006년 3월 24일, Rolin氏 및 Boisvert氏). 행정재판소는 비상사태

에 의거한 결정들에 ‘최저통제’(le contrôle minimum)를 적용한다(國事院 總會 

1985년 7월 25일, Dagostini氏: Dagostini가 금지한 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뉴칼

레도니아에 돌아가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헌법 제16조는 ‘공

화국의 제도ㆍ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이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면’ 

예외적인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다. 비상사태의 이용과 달리 헌법 제16조

에 의거한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은 통치행위의 성격을 가진다(國事院 總會 

1962년 3월 2일, Rubin de Servens氏). 또한 제16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조치들이 

입법 분야에 개입한다면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이 受理될 수 없다(같은 판결).

*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통제는 심화되었다. 월권소송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재

판소가 행정행위들의 외부적 적법성 통제만 아니라 내부적 적법성 통제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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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또한 제한통제를 점차 포기하면서 통상통제를 우선하였다. 어떠한 경우

에 종합평가를 통하여 비례성 통제도 행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통제의 수단들을 

통하여 행정관의 임무와 행정재판관의 감정이입이 더 강하게 되었고, 이 관점에

서도 행정재판은 더욱더 행정으로서 나타나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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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行政의 裁判的 統制와 行政任務 遂行의 

새로운 平衡 關係

전통적인 접근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도 계속해서 새로

운 평형 관계를 찾아야 한다. 행정의 재판적 통제의 유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의 권한은 강화하게 되어야 한다(제1절).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소

는 행정작용과 그 환경의 변천에 적응하여야 한다(제2절).

第一節: 行政裁判官의 權限의 强化

최근에 행정재판관의 권한이 많이 진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행정의 재판

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관계도 크게 변화되었다. 한편으로는 越權訴訟과 完

全審判訴訟에 대한 재판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I).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경우

에 점차 이행명령권이 행정재판관에게 인정되었다(II).

Ⅰ. 行政訴訟의 構造에 따른 行政裁判官의 權限

에두와르ㆍ라페리에르(Édouard Laferrière)에 따르면, 소송은 재판관의 권한에 

대한 성격과 범위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다.37) 越權訴訟의 경우에 재판관의 권한

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에 제한되었었는데, 최근 재판관의 

권한이 강화하고 있다(1). 그러나 完全審判訴訟의 경우에 재판관의 권한이 가장 

광범위하다(2).

37)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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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越權訴訟에 대한 裁判官의 權限

원칙적으로 越權訴訟에서 재판관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권한밖에 없는

데, 취소의 소급효가 너무 심각한 경우 재판관은 판결효과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1). 아울러 완전한 취소의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관이 일정 정도까지 

위법한 행정행위를 수정하면서 행정결정을 구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진다(2).

A. 違法한 行政行爲의 取消

越權訴訟에서 행정재판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에 제

한되어 있다.

越權訴訟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소송이다. 越權訴訟은 행

정행위의 적법성을 행정재판소 앞에서 의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어

떤 법률이 특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재판소송이 受理될 수 없다

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결정에 대한 越權訴訟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

라 항상 제기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50년 2월 17일, 농림부 장관 對 Lamotte

夫人). 이 라모트夫人 판결에서 國事院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越權訴訟은 적법

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에두와르ㆍ라페리에르(Édouard 

Laferrière)의 유명한 표현에 따라, 越權訴訟은 ‘행위에 대한 재판’이다.38) 따라서 

위법행위의 취소가 초래하는 효과는 당사자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확

대된다. 그리고 完全審判訴訟과 달리 재판관이 행위의 적법성을 이 행위의 發令

日(處分時)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모리스ㆍ오류(Maurice Hauriou)에 의하

면, 越權訴訟의 원고는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는 당사자가 아니고 법위반을 

기소하는 검찰관과 유사하다.39) 따라서 越權訴訟은 쉽게 受理된다. 원고는 소송

38)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2e éd., 1896, t. 2, p. 561.

39) Maurice HAURIOU, note sous CE 8 décembre 1899, Ville d’Avignon, S. 1900, 3,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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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익을 가져야 하는데, 행정재판관은 이 소송에 대한 이익을 쉽게 인정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들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의 이익이 인정된다(國事院 1901년 3월 29일, 

Casanova氏). 또한 越權訴訟 제기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 없다. 르네ㆍ샤쀠(René 

Chapus)에 따라서 越權訴訟은 ‘공익적 소송’(le recours d’utilité publique)이다.40)

행정재판소는 위법한 행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의 소급효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소가 행정결정을 취소하면 이 행정결정이 소급하여 사라

진다. 國事院에 의하면, 越權訴訟으로 취소된 행위(법령)는 처음부터 제정되지 않

았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國事院 1925년 12월 26일, Rodière氏). 그러

나 소급적 취소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행정행위의 

법적 결과들을 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41) 취소판결의 소급효 원칙은 

계속 유지되다가 2000년대 초기부터 판례는 변화하였다. 즉, 2001년 國事院은 처

음으로 행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의 소급효 발생 시기를 조절하였다(國事院 

2001년 7월 27일, Titran氏). 이 사건에서, 國事院은 장관의 법령이 법률에 적합

하게 개정되도록 장관에게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장관이 이 기간 동안 알

맞은 조치를 내리지 않아야 國事院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서 취소된 행정결정은 법령의 폐지를 거부한다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

급효가 제한되었다. 2002년 國事院은 행정결정을 내린 날부터 판결을 내린 날까

지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래를 행해서만 道知事의 법령을 

취소하였다(國事院 2002년 1월 21일, 국토개발부장관 對 Schweppes 프랑스 회

사). 다시 말해, 행정재판소가 스스로 행정결정을 ‘철회’할 권한을 자신에게 인정

하였다. 위험시설의 소송과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소급효 제한이 인정

40)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Montchrestien, 15e éd., 2001, t. 1, p. 788.
41) Prosper Weil, Les conséquences de l’annulation d’un acte administratif en excès de 

pouvoir, Thèse,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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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04년 國事院은 취소의 효과를 시간적으로 조절할 권한을 스스로 인정

하였다(國事院 總會 2004년 5월 11일, ‘AC !’라는 실업자의 단체). 취소판결의 

소급효가 초래할 지나친 손해를 피하고 행정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國事

院이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확정한다. 이 사건에서 國事院은 모든 프랑스 

실업자들을 위하여 판결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에 관한 

협정을 취소하였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실업자들이 실업수

당을 계속해서 받는다. 2008년에 國事院은 제1심 행정재판소에 대하여도 이 취

소의 효과를 조절할 권한을 인정하였다(國事院 訴訟部署 2008년 6월 6일, Paris

의 치과의사 직업단체 지방의 회의). 이 권한은 위법과 소급취소를 분리하기 때

문에 행정재판소는 위법을 더 자유스럽게 인정할 수 있어서 적법성의 원칙이 더 

강해진다.

B. 違法한 行政行爲의 修正

행정재판소는 행정결정의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행정결

정을 구명할 수 있다.

우선, ‘비본질적 하자 이론’(la théorie des vices non substantiels)에 따라, 행정

재판소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위반행위를 취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의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위법한 처분이유의 無力化’(la neutralisation des motifs illégitimes)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일정한 처분이유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처분이

유들에 의거하여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 위법한 처분이유를 무

력화시켜 행정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國事院 總會 1968년 1월 12일, 재무부장

관 對 Perrot夫人). 또한 ‘법적근거의 대체’(la substitution de base légale)의 방법

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결정의 위법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이 

다른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 행정결정의 

법적 근거를 대체한다(國事院 2003년 12월 3일, Seine-Maritime道의 道知事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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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Bahi氏).42) 이 사건에서 道知事는 불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온 외국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국외추방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道知事의 결정을 취

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道知事는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온 외국인에 관

한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道知事

의 법령을 취소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대체하였다. ‘처분이유의 대체’(la 

substitution de motif)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결정의 처분이유의 위

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이 다른 법적이나 사실적인 처분이유에 의거하여 동일

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 행정결정의 동기를 대체한다(國事院 訴訟部

署 2004년 2월 6일, Hallal氏). 이러한 행정결정의 취소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취소판결을 거부하면서 행정결정을 일정 정도까지 수정한

다.

행정재판소는 완전한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결정

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취소’(l’annulation partielle)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위법한 행정결

정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을 피하고 행정결정(법령)의 일부 조항만을 취소할 수 

있다(國事院 1958년 10월 10일, 집이 들어선 토지의 단체; 國事院 1979년 6월 1

일, 프랑스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단체: 政令에 대하여). 

따라서 취소의 소급효를 배제하여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것과 같

이, 행정재판소가 행정결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일정한 효과의 범위 내에서의 취

소’(l’annulation en tant que)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결정의 일정한 

효과를 無力化시킬 수 있다. 예컨대, 행정재판소는 교육부장관의 법령에 대해 소

급적용을 인정하여 발령일 이전부터 발령일까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용된 부분

만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장관의 법령은 발령일 이전에 관해서는 

42) Francis Donnat et Didier Casas, La substitution de base légale et l’office du juge de 
l’excès de pouvoir, AJDA 2004,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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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만 발령일 이후에는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國事院 1995년 2월 10일, 

Royer氏 및 Magnat氏).43)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취

소’(l’annulation en tant que ne pas)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어떤 행정결

정(법령)이 일정한 효과를 갖지 않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재판소

는 내무부장관의 부령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취소할 수 있다

(國事院 總會 2001년 6월 29일, Vassilikiotis氏).44)

2. 完全審判訴訟에 대한 裁判官의 權力들

完全審判訴訟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소의 권한이 아주 넓다. 특히 越權訴訟과 客

觀的 完全審判訴訟 사이의 차이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의 권한의 범위에 의거한

다(A). 계약의 경우에도 完全審判訴訟을 심리하는 재판관이 越權訴訟에서보다 아

주 넓은 권한을 가진다(B).

A. 一方的 行政行爲에 대한 完全審判訴訟

完全審判訴訟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소송들이 존재한다.

完全審判訴訟 중에서도 ‘主觀的 完全審判訴訟’(l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subjectif)과 ‘客觀的 完全審判訴訟’(l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objectif)이 구

별된다. 主觀的 完全審判訴訟에 대한 개념은 ‘계약상 책임’(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손해배상 책임’(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 改名을 위한 

43) CE 10 février 1995, Royer et Magnat: “Les arrêtés du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en date du 21 décembre 1983 sont annulés en tant qu’ils s’appliquent entre le 1er 
janvier 1983 et le 21 décembre 1983”.

44) CE Ass. 29 juin 2001, Vassilikiotis: “L’arrêté du 15 avril 1999 [...] est annulé en tant 
qu’il ne prévoit pas les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 carte professionnelle des 
personnels qualifiés pour conduire des visites dans les musées et monuments historiques 
aux personnes titulaires de diplômes d’autres É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 54 -

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은 越權訴訟처럼 행정행위의 위법

성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5) 법률에 따라 선거, 세금, 연금, 비위생적인 

건물, 사회적인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또한 독립행정청이 내

린 제재에 대한 소송은 대체로 그 독립행정청을 설립한 법률에 따라 客觀的 完全

審判訴訟이다. 최근에는 일반행정이 내린 제재에 대한 소송도 國事院의 판례에 

따라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으로 간주된다(國事院 總會 2009년 2월 16일, ATOM

會社). 원칙적으로 完全審判訴訟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完全審判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2009년 2월 16일, ATOM會社: 행정이 내린 제재에 대하여; 國

事院 總會 2007년 7월 16일, Tropic Travaux Signalisation會社: 행정계약에서 밀

려난 경쟁자들을 위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들이 천태만상이지만 모든 完全審判

訴訟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른 소송에 비해 행정재판관이 자신의 완전한 재판

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主觀的 完全審判訴訟의 경우에 행정재판소

는 행정에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權限爭議裁判所 1873년 2월 8

일, Blanco氏). 그러나 행정재판관의 권한의 범위는 특히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의 

경우에 나타난다.

행정재판관의 권한은 越權訴訟과 비교하면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에서 

더 넓다.

피에르ㆍ상드부아르(Pierre Sandevoir)에 따르면,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의 경우

에는 행정재판관이 행정관과 아주 근접한 추론도 하며 행정관과 동일한 권한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행정재판관은 ‘재판관-행정관’(le juge-administrateur)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46) 越權訴訟과 달리 客觀的 完全審判訴訟을 

통하여 행정재판관이 위법한 행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가 

초래하는 결과들도 판결로 명시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행정재판관이 행정결정을 

45) Hélène LEPETIT-COLLIN, Recherches sur le plein contentieux objectif, LGDJ, 2011.
46) Pierre Sandevoir, Études sur l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LGDJ,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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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판관의 권한이 아주 

넓다. 예컨대,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관은 선거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

면 선거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가 계산한 결과를 수정할 수 있고 

선출된 후보자를 직접 선포할 수 있다(國事院 總會 1967년 1월 13일, 

Aix-en-Provence시의 시의회 의원 선거). 아울러 재판관의 임무는 행정청이 결정

을 합법적으로 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越權訴訟과 달리 完全

審判訴訟의 경우에 재판관은 행정결정의 발효일부터 판결의 날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이나 사실의 변경을 고려하여 행정결정이 계속해서 정당화되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國事院 訴訟部署 1982년 1월 8일, Aldana Barreña氏: 난민 위원

회에 대한). 이 사건에서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소｣가 당

사자의 난민 자격을 거부하였는데, 재판관은 거부 결정의 합법성을 그 결정일이 

아니라 판결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행정이 거부 

결정를 내린 이후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행정재판관이 행정결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대체하여 난민 자격을 당사자에게 부여해 줄 수 있다. 客觀的 完全審判

訴訟의 경우에 재판관의 권한이 넓지만, 전술한 대로 越權訴訟의 경우에도 재판

관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이 두 소송의 통합 경향이 계속해서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르네ㆍ샤쀠(René Chapus) 교수는 客觀的 完全審判訴訟과 

越權訴訟의 통합이 언젠가는 새로운 越權訴訟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7)

B. 行政契約에 대한 完全審判訴訟

행정계약에 대하여 행정재판소가 행정의 특별한 권한을 인정하였다.

행정계약이 이러한 가능성을 예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유도의 권

한과 통제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행정의 계약상대방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않으면 징계할 권한을 가진다(國事院 1907년 5월 31일, Delplanque氏). 행

정청은 행정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國事院 1902년 1월 10

47)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Montchrestien, 11e é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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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Deville-lès-Rouen의 가스 회사). 왜냐하면 公役務는 언제나 새로운 상황이나 

기술의 진보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1902년의 사건에서 國事院은 행정이 

‘가스’에 의한 공공조명 시설에 대한 계약을 ‘전기’에 의한 공공조명의 시설 계약

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國事院 1958년 5월 2일, Magnac-Laval의 증류주 제조소). 이 권한은 행정

의 계약상대방이 잘못을 범할 때에 행사될 수 있다(國事院 1993년 11월 26일, 

Saint-Jean-Cap-Ferrat의 항구 회사). 또한 이 권한은 행정의 계약상대방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이익의 동기’(motif d’intérêt général)에 의거하여 행사될 

수 있다(國事院 1983년 2월 2일, 도시와 지방의 대중교통 연맹).

행정재판관이 完全審判訴訟을 통하여 계약을 재판하면 행정관과 비슷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계약에 대한 재판관의 권한은 계약상 책임에 의거하여 행정의 계

약상대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행정계약에 대한 행

정청의 권한이 넓기 때문에, 행정계약에 대한 完全審判訴訟을 담당하는 재판관도 

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위반의 경우에는 행정재판관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실행을 임시로 멈추거나, 장래

를 향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과 같은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게다가 재판관은 일반이익에 관한 자신의 평가에 의거하여 행정이 해지한 계약

을 되살릴 수도 있다. 2009년의 ｢제1차 베지에市｣(Béziers I) 판결에 따라, 행정재

판관이 행정계약의 존속, 소급취소, 장래를 향한 해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약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에 대한 안

정성의 목적’도 고려하여 한다(國事院 總會 2009년 12월 28일, Béziers市). 아울

러 2011년의 ｢제2차 베지에市｣(Béziers II) 판결에 따라, 만일 행정의 일방적인 

해지가 불법이라면 행정재판관은 행정의 계약상대방에게 배상명령을 하거나 행

정계약을 속행하라는 명령도 할 수 있다(國事院 訴訟部署 2011년 3월 21일, 

Béziers市). 행정재판관은 이같이 넓은 권한을 ‘道知事의 제소절차’(le défé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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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éfectoral)를 통해 제소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행사한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행정계약에 대한 道知事의 제소절차는 完全審判訴訟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國

事院 2011년 12월 23일, 내무ㆍ 해외영토ㆍ지방자치단체ㆍ출입국부 장관). 요컨

대 행정재판관은 행정의 계약자유에 많이 개입한다.

*

행정소송의 전통적인 구분에 의거한 행정재판소의 권한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행정재판관의 권한이 강화하였기 때문에 행정재판관은 행정관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청에게 명령도 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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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政裁判官의 命令權

종국판결에서의 행정재판관의 명령권은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많이 발전하였

다(1). 그러나 종국판결을 내리기 이전 급속심리절차들을 통하여 행정재판관이 

명령권을 갖고, 종국판결을 내린 후에도 행정재판관이 판결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2).

1. 命令權의 發展

원칙적으로 행정재판관은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없으나, 1995년의 법률은 조

건부로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를 도입하였다(A). 그러나 1995

년의 법률이 인정한 범위 이상으로 판례에 의해 행정재판관의 명령권이 인정되

었으며 이로써 행정임무 수행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였다 (B).

A. 明示的 命令權

원칙적으로 행정재판관은 행정청에게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

오래전부터 행정재판소는 보통의 私法人에게만 명령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어

느 곳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곳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

다(國事院 1960년 1월 8일, Lafon氏; 國事院 總會 1965년 2월 2일, Parc des 

Princes 경륜장의 회사). 그러나 행정재판소는 행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행정청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國事院 1933년 1월 27일, Le 

Loir氏). 따라서 행정재판소가 행정청에게 명령하기 위한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재판관은 행정 대신 행정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관은 행정결

정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선고하면 행정청에게 명령하지 않고 다만 법을 말

한다. 반면에 행정청에게 명령하면 행정작용에 더 명확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에

두와르ㆍ라페리에르는 재판관이 행정청에게 명령하면 자신의 재판적 임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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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는 것이고, (活動)行政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8) 1980년 

7월 16일에 ｢행정상의 벌금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國事院은 행정이 행정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에게 ‘벌금’(l’astreinte)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國事

院 訴訟部署 1985년 5월 17일, Menneret夫人). 또한 1995년 2월 8일에 제정된 ｢
재판소들의 조직 및 민사ㆍ형사ㆍ행정사의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 선고 

권한이 지방행정재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에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한

은 제한된 것이었다. 재판관이 내린 최종판결이 필요하고 이 판결을 집행하라는 

명령 외에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1995년의 법률은 동시에 행정에 

대한 명령의 금지에 대한 원칙의 예외를 확립하게 되었다.

1995년의 법률은 조건부로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예

외를 도입하였다.

행정재판소는 취소판결에 의거하여 행정청에게 위법한 행정행위의 결과로서 

행해진 조치들을 취소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1995년의 법률에 따라 이 명령권은 

두 가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첫째, 판결의 결과에 따라 행정이 반드시 일정한 

집행조치를 내려야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L.제911-1조). 둘

째, 판결의 결과에 따라 행정이 반드시 새로운 심사를 거쳐 새로운 결정을 내려

야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L.제911-2조). 이 두 가지 경우에 

재판관이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넘기는 경우의 벌금을 미리 선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L.제911-3조). 예컨대, 행정재판소는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

는 것을 거부하는 국무총리의 결정를 취소하면서 이 시행령을 제정하라는 명령

을 할 수 있다(國事院 1997년 7월 26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Lyon시의 단

체). 權限爭議裁判所는 행정청에 대한 명령권이 행정행위의 취소ㆍ변경 권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재판소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48) Édouard Laferrière, Tra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s recours contentieux, 2e 
éd., 1898, t. 2,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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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權限爭議裁判所 1997년 5월 12일, 경찰청장 對 Ben Salem氏 및 

Taznaret氏). 1995년의 법률이 예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에게 명령할 

수 없다는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國事院 1996년 2월 28일, Fauqueux

氏). 특히 행정청에 대한 명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계속해서 受理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자신의 사택을 되찾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소송은 

受理될 수 없다(國事院 1968년 11월 22일, Toulouse都市). 행정에 대한 명령은 

당사자(원고)의 ― 행정절차에서의 ― 신청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당

사자는 직접 행정에게 공공건물의 파괴를 명령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대신 당사자는 행정에게 공공건물의 파괴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는 행

정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는 행정재판

소에 대하여 그 거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의 집행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國事院 1991년 4월 19일, Denard夫婦 및 Martin夫婦).

B. 黙示的 命令權

최근에 國事院은 1995년의 법률을 넘어 행정재판소의 명령권을 인정

하였다.

國事院은 2001년에 내린 여러 판결을 통하여 행정이 판결을 준수하는 데 필요

한 행정의 의무를 행정재판관이 판결에 명시할 권한을 인정하였다(國事院 2001

년 6월 25일, Toulouse시 축구 클럽 회사; 國事院 總會 2001년 6월 29일, 

Vassilikiotis氏; 國事院 2001년 7월 27일, Titran氏). 즉, 1995년 법률에 의거한 권

한을 넘어, 당사자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의 적정운영을 위하

여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툴루즈(Toulouse)市 축구클럽회사｣ 판결에서, 전

국축구연맹이 프랑스 축구 선수권 대회의 결과를 승인하였는데, 國事院이 이 승

인 결정을 취소하였고 전국축구연맹에 그 취소의 결과들을 명시하였다. 장-프랑

수아ㆍ라쇼므(Jean-François Lachaume) 교수는 國事院이 사실상 선수권 대회의 

결과 승인에 관하여 행정법 강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49) 전국축구연맹은 公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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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의 관리를 담당하는 私法人인데(國事院 1974년 11월 22일, 운동상품에 대한 프

랑스 산업 연맹), 4일 후에 내린 바씨리키오티스(Vassilikiotis)氏 판결에서 國事院

은 장관에게 장관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내무부장관

의 부령은 관광 가이드 직업을 프랑스 학위 취득자에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유럽

연합 소속 외국인은 관광 가이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령은 유럽연합법을 위반

한다는 이유로, 國事院은 이 부령을 유럽연합 소속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범

위로 취소하였다. 행정재판소는 법령을 완전하게 취소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인 취

소는 법령을 수정하라는 명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행정재판소는 새

로운 법령 규정을 기다리면서 행정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밝혔다. 이것도 

묵시적인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티트랑(Titran)氏｣ 판결에서, 國事院은 법무

장관이 2개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법령들이 

자격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들

이 재판소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령들을 취소하지 않

고 법무장관에게 2개월의 기간 내에 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라고 명령하

였다.

명령권의 발전은 행정임무 수행에 행정재판관의 개입을 강화하였다.

행정재판관이 행정에 대하여 행정의 의무를 명시하면 재판관은 ‘재판관-행정

관’(le juge-administrateur)처럼 나타난다. 행정재판관은 자신의 판결을 통하여 행

정에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행정재판관은 지방공공단체가 公役務의 관리를 私法人에게 맡기기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명시하였다(國事院 2007년 7월 27일, Aix-en-Provence都市). 이러한 행

정작용에의 개입은 법학자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예컨대, 르네ㆍ샤쀠 교수는 권

력분립원리에 대하여 행정재판소가 좀 ‘날아갔다’고 생각한다.50) 마찬가지로 앞

49) Jean François LACHAUME, observations sous CE 25 juin 2001, Revue juridique et 
économique du sport, mars 2002, p. 43.

50) René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Montchrestien, 11e éd., 200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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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계약을 속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國事院 訴訟部署 2011년 3월 21일, Béziers都市 2차). 이러한 판례도 법

학자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예컨대, 디디에ㆍ트루쉐(Didier Truchet) 교수는 계약

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계약자들에게 계약을 속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다.51)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관이 취소의 효과를 

시간에 조절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이 행정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된다(國事院 總會 2004년 5월 

11일, ‘AC !’라는 실업자의 단체). 이 사건의 政府委員인 크리스토프ㆍ데비스

(Christophe Devys)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법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컨대, 1994년에 기ㆍ브래방(Guy Braibant)이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조르쥬ㆍ베델(Georges Vedel) 학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학자

들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52)

2. 特別한 節次

다양한 급속심리절차들을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작용의 전단계에 개입할 

수 있으며, 2000년에 급속심리에 대한 개정에 이어서 ‘자유-급속심리’(le 

référé-liberté)과 ‘중지-급속심리’(le référé-suspension)의 경우에는 행정재판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A). 또한 행정이 행정재판소의 결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명령권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B).

A. 急速審理의 節次

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작용의 전단계에 개입할 수 

있다.

1105.
51) Didier TRUCHET, Droit administratif, 5e éd., Coll. Themis, PUF, 2013, p. 286.
52) AJDA, Questions pour le droit administratif, numéro spécial 199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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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심리절차’(la procédure de référé)를 통하여 행정재판소는 종국판결을 내

리기 전에 빠르고 일시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000년 6월 30일에 제정된 ｢행
정재판소의 급속심리에 관한 법률｣이 이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고 행정재

판소의 권한도 확대하였다. 오늘날 급속심리절차가 많다. 급속심리는 긴급급속심

리와 일반급속심리로 구별된다. ‘확인-급속심리’(le référé-constat), ‘예심-급속심

리’(le référé-instruction), ‘전도금-급속심리’(le référé-provision) 등은 일반급속심

리에 속한다. ‘보존-급속심리’(le référé-conservatoire), ‘중지-급속심리’(le 

référé-suspension) 및 ‘자유-급속심리’(le référé-liberté)는 긴급급속심리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전-급속심리’과 ‘계약체결후-급속심리’도 행정계

약 체결에서 배제된 경쟁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확인-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상태가 불량한 도로나 홍수 등의 사실의 확인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전 제R. 531-1조). 사실을 확인하는 조치 외에 다른 예심에 대한 조치

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예심-급속심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전 제R. 

532-1조). 전도금-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

는 경우 행정이 당사자에게 전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제R. 541-17조 및 다음 조). 보존-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행정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재판관은 모든 유용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L.제521-3

조). 예컨대, 원고들이 재판관에게 행정문서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자유-급속심리와 중지-급속심리의 경우에는 재판관의 권한이 가

강화되었다.

중지-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재판관이 행정결정의 집행을 임시로 중지할 수 있

다(행정소송법전 L.제521-1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긴급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긴급상황과 행정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심도 존재하여야 한다. 중지-급속

심리절차는 거부 결정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다. 거부의 중지가 일정한 행위 

의무로 이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관은 이 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를 행정청

에게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재판관은 중지-급속심리에 있어 1995년 2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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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법률에 도입된 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다. 급속심리절차에서 집행정지된 행

정결정이 종국판결에서 취소되면 그 행정결정은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국판결에서 취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재판관은 행정관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이전에 집행정지 되었던 결정의 발효일을 정하여 관보에 싣는다는 판결을 

할 수 있다(國事院 訴訟部署 2006년 10월 27일, Techna會社). 다른 한편으로, 자

유-급속심리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행정작용에 개입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자유-급속심리절차를 통하여 재판관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전 L.제521-2조). 두 가지 조건이 필요

하다. 긴급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공법인 및 公役務를 담당하는 私法人이 기본

적인 자유를 크고 명백하게 침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관이 48시간 이

내에 심리한다. 상황에 따라 아주 빠르게 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2014년 1월 9

일에 어떤 공연을 금지한다는 道知事의 법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4시간 

내에서 명령을 내렸다(國事院 2014년 1월 9일, 내무부장관 對 Les Productions de 

la Plume會社 및 Dieudonné M’Bala M’Bala氏: 道知事의 법령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재판관의 행동 시간은 행정관의 행동 시간과 접근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 判決의 執行

원칙적으로 행정이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행정재판소는 행정의 활동에 대한 확대된 통제를 수행하고, 적법성의 원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판결을 내린 이후 재판적 통제의 

유효성은 판결의 집행에 의존한다. 원칙적으로 판결은 당사자에게 통지될 때부터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판결에 따라 행정이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이 의

무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2개월이 지나면 당사자가 道의 회계과장이

나 道知事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판결의 집행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유럽인권재판소 1997년 3월 19일, Hornsby氏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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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하여 판결의 不執行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國事

院 1923년 11월 30일, Couitéas氏). 이 사건에서 원고 귀테아스氏는 튀니지

(Tunisie)에 1억평(38,000 헥타르)이 넘는 토지를 소유했는데, 이 영토에 토착인

이 8천 명 있었다. 귀테아스氏가 토착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판결을 얻었지만, 치

안에 대한 위험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무력행사를 거부하

였다. 國事院은 판결 집행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지만, 판결의 不執行으

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과실이 없더라도 공공의 부담 앞의 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행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다시

개입할 수 있다.

행정이 武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의 집행은 집행권에 맡겨져 

있다. 프로스페르ㆍ베일(Prosper Weil) 교수는 公法人이 판결을 준수하는 것은 기

적이라고 지적하였다.53) 그러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2년 

행정재판 사건에서 총 사건 228,680건 중에서 판결의 집행에 대한 사건은 2159

건이었다.54) 즉, 판결의 不執行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

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행정재판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지방행정재

판소ㆍ행정항소재판소ㆍ國事院은 자신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

다. 또한 國事院은 전문행정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진다. 

國事院의 경우에는 1963년에 설립된 ‘보고 및 연구 부서’(la 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가 판결의 집행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지원한다. 판결을 통지한 이후 3

개월이 지나면 당사자는 ‘보고 및 연구 부서’에 ‘집행지원절차’를 신청할 수 있

다. 판결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벌금을 얻

기 위하여 당사자는 ‘소송 부서’에 ‘벌금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산 및 

재정통제 법원’(Cour de discipline budgétaire et financière)은 행정재판소 판결의 

53) Prosper Weil, Dominique Pouyaud, Le droit administratif, PUF, 2013.
54) 2013년의 國事院의 년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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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거부하는 공무원을 기소할 수 있다(1993년 1월 29일 경제적 생활과 공공

의 절차들에 대한 투명성 및 매수의 방해를 위한 법률).

*

행정재판관은 자신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넓은 명령권을 가진다. 1995년

의 법률이 도입한 명시적 명령권은 제한적이지만, 행정재판소는 묵시적 명령권도 

인정하였다. 마침내 행정재판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재판적 통제에 대한 유효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행정임무 수행의 변화에 계속해서 적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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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行政任務 遂行의 進化에 대한 行政裁判所의 適應

행정재판소는 행정과의 근접 관계에 의거하여 적법성 원칙을 행정작용에 적용

하였다. 그러나 이 근접 관계는 역사적인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에

도 행정재판소는 행정임무 수행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한다. 예컨대, 公役務의 임

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행정임무에 행정재판소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I). 또한 행정작용의 변화 때문에 행정재판소에게 새로운 도전이 

출현하고 있다(II).

Ⅰ. 公役務의 任務를 담당하는 機關의 增加

통일된 행정 내에서 행정청은 행정부서들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행정재

판소는 행정이 법률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제는 公役務의 임무들이 다양한 기관에 분배되어 있다. 한편으로 행정

의 지방분권화와 기능분권화는 공법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국가

를 대한 관계에서 공법인의 자율성을 보호한다(1). 다른 한편으로, 公役務에 대한 

私法人의 협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公役務의 관리와 행정임무 수행

에 더 밀접하게 개입한다(2).

1. 行政機關의 累積化

행정기관의 ‘누적화’(la sédimentation)라고 불리는 現象은 행정의 지방자치분권

화 및 기능분권화와 관련된다. 우선 ‘지방자치분권화’(la décentralisation)는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위계권을 적법성의 통제로 대체하기 때문에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확대된다(A). 또한 기능분권화는 공법인들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행정재판

소는 행정 내부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입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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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行政의 地方分散化 및 地方分權化

‘지방분산화’(la déconcentration)는 위계권에 의거하기 때문에 행정재판

소의 역할을 제한한다.

‘국가의 지방분산화된 행정’(l’administration déconcentrée de l’État) 및 ‘지방분

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l’administration décentralisé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이 동시에 프랑스 영토에 대한 행정을 수행한다. 2011년 1월 1일에 

‘국가의 지방분산화된 행정’의 인원이 84만 명에 이르고, ‘지방분권화된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의 인원이 190만 명에 이르렀다.55) 국가의 지방분산화된 행정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을 수행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헌법 제20

조에 따라56) 중앙행정의 위계권(le pouvoir hiérarchique)에 소속된다. 특별한 법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위계권이 존재한다(國事院 1874년 5월 1일, Lezeret de 

la Maurinerie氏; 國事院 訴訟部署 1950년 6월 30일, Quéralt氏). 공무원에 대한 

위계권은 임명ㆍ평가ㆍ승진ㆍ징계ㆍ등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한 위

계권은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 및 명령할 권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공

무원의 일반적 지위에 따라 공무원들은 복종 의무를 가진다.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이거나(1983년 7월 13일 ｢공무원의 권리

와 의무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이다(國事院 

訴訟部署 1944년 11월 10일, Langneur氏). 특히 道에 있어서의 지방분권행정의 

책임자는 道知事(le préfet)가 된다. 헌법 제72조에 따라 道知事는 道에 있는 국가 

및 국무위원들의 대표자가 된다. 道知事의 채용과 이동에 대하여 정부가 재량권

을 가진다. 따라서 道知事는 정부에 대하여 ‘정직’(loyauté)의 의무뿐만 아니라 

‘충성’(loyalisme)의 의무도 진다. 위계권, 복종의무, 道知事의 지위 때문에 지방

분산화된 행정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그리 많지 않다.

55) 출전: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및 Direction 
générale de l’administr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DGAFP).

56)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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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la décentralisation)는 적법성 통제에 의거하기 때문에 행정

재판소의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분권화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일정 정도까

지 행정적 권한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국가와 위계권에 의거한 관계가 끊

기게 된다. 국가가 단순한 ‘감독권’(le pouvoir de tutelle)만을 가진다. 지방분권화

된 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감독권은 승인권과 취소권으로 나타나지만, 위계권과 

달리 명령권과 수정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분권화된 행정청이 자율성을 가지

기 때문에 행정재판소가 이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오

래 전부터 國事院은 감독권에 의거한 결정에 대한 越權訴訟을 받아들인다(國事

院 1902년 4월 18일, Néris-les-bains都市). 또 1982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화

에 관한 법률｣은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이 폭넓은 개정은 행정행위에 

대한 道知事의 사전 승인권을 행정행위가 발효된 후에 道知事의 적법성 통제 권

한으로 대체하였다. 즉, 道知事는 지방분권화된 행정청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

고 생각하면 제소절차(le déféré préfectoral)를 통하여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한다. 道知事는 道의 범위 내에서 적법성의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헌법 제72조), 

행정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그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國事院 1987년 11월 19일, Marcy氏). 受理될 수 있는 행

정행위에는 행정계약(國事院 訴訟部署 1991년 7월 26일, Sainte-Marie都市), 無言

의 행위(國事院 訴訟部署 1997년 2월 28일, Port都市)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1982년의 개정에 의해 국가 회계원들이 수행하는 통제가 지방회계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이 수행하는 재판적 통제로 대체되었다. 지방회계원은 전

문행정재판소이기 때문에 예산 및 재정에 대한 통제도 행정재판소에 맡기고 있

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는 계속해서 추진되었고 2003년에 광범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개정에 따라 헌법 제1조는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지방

분권화’(décentralisée)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행정재판소의 전통적인 역할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이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무도 가진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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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에 대한 원칙’(le principe de libre 

administra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을 기본적인 자유로 여기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들이 행정소송법전 L.제512-2조에 의거한 자유-급속심리절차를 이용

할 수 있다(國事院 2001년 1월 18일, Venelles都市).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럽

인권조약에 의거하여 국가의 행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國事院 2003

년 1월 29일, Annecy市).

B. 行政의 機能分權化

행정의 기능분권화는 행정기관들의 다양성을 확대하였다.

오늘날 공공행정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기관들로도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공공시설법

인’(l’établissement public)은 법인격을 가진 公役務 기관인데, 일정 정도까지 자

율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법인에 대하

여 단순한 ‘감독권’(un pouvoir de tutelle)을 행사한다. 그리고 공공시설법인 이외

에 다른 공법인들이 발생하였다. 權限爭議裁判所는 1982년 7월 15일 ｢연구과 기

술개발를 위한 기본법｣이 창조한 ‘공공이익단체’(le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를 ‘별종의 공법인’(personne publique sui generis)이라고 불렀다(權限爭議裁判所 

2000년 2월 14일, ‘노숙자들을 위한 사회적 원조와 주거’라는 공공이익단체 對 

Verdier氏). 공공이익단체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설립되지 않고 협정으로 설립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법인이 아니다. 國事院은 ‘프랑스銀行’(la Banque de 

France)도 ‘별종의 공법인’이라고 불렀다(國事院 2000년 3월 22일, 프랑스은행의 

직원을 위한 전국자치노동조합). 아울러 1980년대부터 ‘독립행정청’(l’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이 많이 증가하였다. 원래 독립행정청은 법인격을 갖

지 않으며 예산상 중앙행정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입법자는 

법인격과 자율적인 예산을 가진 독립행정청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독립

공공행정청’(l’autorité publique indépendante)이라고 불렀다. 예컨대, 금융시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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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ㆍ보건고위당국(la Haute autorité de santé)은 

독립공공행정청이다. ‘전국권한부서’(le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는 1997년 

5월 9일의 政令으로 설립되었다. 전국권한부서들이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 임무를 

일정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행정기관들의 누적화는 행정임무 수행에 행정재판소의 개입을 확대하

였다.

통일적인 구조에 의거한 행정기관의 경우에 행정청이 행사하는 위계권은 행정

소송과 행정재판소의 개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공공행정 내에서 공법인들의 증가

는 이 새로운 공법인의 권한ㆍ권력ㆍ체제ㆍ기능 등에 관한 소송을 초래할 수 있

다. 우선 공공시설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소송을 제기할 가

능성이 인정되었다(破棄院 1822년 5월 22일, Lafarge). 또한 행정재판소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호했던 것처럼 공공시설법인의 자율적 권한을 보호

한다. 행정재판소는 공공시설법인의 장에게 부서를 조직을 위한 규칙제정권을 인

정하였다(國事院 1976년 2월 4일, Thuir都市의 심리요법 센터의 C.F.D.T. 노동조

합).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공공시설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가의 결정을 취소

한다(國事院 1993년 6월 4일, 국립행정학교 졸업생들의 단체: 국무총리에게는 국

립행정학교를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할 권한이 없다). 반대로 행정재판소

는 감독권을 가진 행정청의 특권도 보호한다. 행정재판소는 대학교의 재산ㆍ권리

ㆍ의무를 새로운 대학교로 이동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國事院 1997년 4월 2일, Lille都市의 제2대학교). 감독권

을 가진 행정청은 공공시설법인이 어느 용역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

다(國事院 2007년 1월 26일, 지리정보학의 직업 단체). 아울러 일반적 권한을 가

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전문성 원칙’(le principe de spécialité)이 공공시설법인

의 행동을 제한한다(國事院 1903년 5월 22일, 파리 6구의 학교들의 기금). 예컨

대, 국립행정학교의 임무는 공무원의 ‘교육’에 제한되기 때문에 학교는 졸업생의 

‘취임승인’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國事院 195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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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행정학교). 공법인들의 증가는 공공조달법에 대하여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

일적인 행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행정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자신의 수요를 직접 충족시킨다면 상공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國事院 

1970년 4월 29일, Unipain會社). 이 사건에서는 군대와 교도소가 똑같은 공법인

(즉, 국가)에 소속되기 때문에 군대의 빵집은 교도소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공법인이 다른 공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유럽연합법에 따

른 공공조달법을 지켜야 한다(유럽연합재판소 1999년 11월 18일, Teckal 對 

Viano市). 즉, 공법인은 私法人처럼 공공조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법을 지켜

야 하고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행정재판의 대상이 된다(國事院 2000년 10월 2

일, 소송의견, Jean-Louis Bernard Consultants會社; 國事院 2003년 9월 29일, 전

문 기하학자들의 전국연맹).

2. 公役務의 任務에 參加하는 私法人

행정이 公役務의 임무를 직접 관리하면 公役務을 조직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私法人이 公役務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면 행정과 행정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 규정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을 통하

여 公役務에 私法人들의 협력은 公役務의 관리와 조직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한다(A). 마찬가지로 행정재판소는 계약이 없더라도 私法人이 公役務

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수단들을 통제한다(B).

A. 契約을 통하여 公役務에 私法人의 協力

계약을 통하여 私法人의 公役務에의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私法人들이 公役務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예컨대, 구체제 시대에 

13세기부터 대혁명까지 몇몇 세금 징수는 ‘페르미에’(le fermier)라는 세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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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인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더 최근에는 사립학교가 교육의 公役務에 참가하

고, 사립병원이 건강의 公役務에 참가한다. 행정재판소는 행정이 私法人에게 公

役務의 집행을 맡기는 계약을 행정계약으로 인정하였다(國事院 1910년 3월 4일, 

Thérond氏; 國事院 1956년 4월 20일, Bertin夫婦). 오늘날 私法人을 公役務에 참

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계약이 존재한다. ｢공공조달법전｣(le code d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공공조달계약(le marché public)을 통해 행정은 상품을 매수할 뿐

만 아니라 용역도 매수할 수 있다. ‘공역무 위임계약’(la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을 통하여 행정은 상대방에게 公役務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용역에 대한 

공공조달계약과 공역무 위임계약의 구별은 계약상대방의 보수 방식에 따른다(國

事院 訴訟部署 2007년 4월 6일, Aix-en-Provence市). 즉,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

는 보수가 용역의 ‘경비’와 관련된 가격에 의거하며, 공역무 위임계약의 경우에

는 보수가 公役務의 ‘경영성적’에 달려 있다. 공역무 위임계약은 최근에 인정되

었다. 처음에는 판례가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權限爭議裁判所 1989년 6월 6일, 

Pamiers都市), 그 후 입법자가 이 개념을 인정하였다(｢1992년 2월 6일 공화국의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 특허계약(la concession), 임대계약(l’affermage), 대리

경영계약(la régie intéressée) 등은 옛날부터 존재하여 왔는데, 오늘날 공역무 위

임계약의 유형으로 간주된다. 특허계약의 경우에 행정은 상대방에게 公役務의 운

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과 公役務의 운영을 맡긴다. 임대계약의 경우에는 상대

방에게 公役務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임대하고 公役務의 운영만 맡긴다. 대리

경영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公役務의 운영을 맡긴다. 특허계약과 임대계약

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용자로부터 보수를 받지만, 대리경영계약의 경우에는 계

약자가 행정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2004년 6월 17일 법률명령

(décret-loi)은 ‘민관협력계약’(le contrat de partenariat public-privé)을 도입하였다. 

이 계약을 통하여 몇몇 조건 하에 행정은 公役務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지

만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私法人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러한 계약들의 다양성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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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役務에 私法人의 협력은 公役務의 관리 및 조직에 행정재판소의 역

할을 강화한다.

행정은 자신의 부서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특히 국가행정부서는 다른 국

가행정부서를 위하여 형식상의 절차 없이 용역을 맡을 수 있다(國事院 1970년 4

월 29일, Unipain會社). 그리고 행정은 公役務의 직접 관리와 위임 관리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國事院 1992년 1월 10일, Peyreleau都市의 물 이용자의 

단체). 그러나 행정이 私法人에게 公役務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

정은 ‘경쟁공법’(le droit public de la concurrence)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계약들의 다양성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공역무 위임계약의 기준을 정

립하였고(國事院 1996년 4월 15일, Bouches-du-Rhône도의 道知事 對 Lambesc

市), 마찬가지로 특허계약ㆍ임대계약의 기준들도 밝혔다(國事院 1962년 12월 11

일, Colombes都市; 國事院 1987년 4월 29일, Élancourt市). 그러나 모든 계약의 

유형을 구별하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공조달계약과 

공역무 위임계약의 구별은 계약자의 보수 방식에 의거한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

이 벌금 조항이나 장려금 조항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공역무 위임계약

과 같이 사실상 公役務의 경영성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공공조달계약을 공역무 위임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판례가 확

립한 기준들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역무 위임계약의 경우에 ‘경영위험’

이 필요하다는 기준 때문에, 행정청이 경영위험 없는 公役務의 관리를 위하여 공

역무 위임계약 체결절차가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계약을 선호할 것

이다. 공공조달계약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에 대한 제한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의 적법성이 중요하지만, 공역무 위임계약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과 公役務의 지속성은 약화될 수 있다. 요컨대, 私

法人을 公役務에 협력시키기 위한 계약에 대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관의 관점에

서 자신의 결정이 公役務 관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B. 契約 없이 이루어지는 私法人의 公役務에의 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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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法人의 公役務에의 참가는 계약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2007년의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市 판결을 통하여 國事院은 私法人이 

公役務에 참가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역무 위임계약이나 공공조달계약이 필요하지

만 이러한 계약이 없어도 私法人이 公役務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國事院 訴

訟部署 2007년 4월 6일, Aix-en-Provence都市). 우선 1935년에 國事院은 私法人

이 공공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國事院 1935년 

12월 20일, eÉtablissements Vézia會社). 그리고 사회보험의 관리를 위한 공제조

합이 私法人인데, 公役務의 임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國事院 1938년 5

월 13일, 지원과 보험 지방기금). 그 다음에 직업단체(國事院 總會 1943년 4월 2

일, Bouguen氏), 사냥꾼 지방연맹(國事院 1962년 4월 4일, Chevassier氏), 운동전

국연맹(國事院 1974년 11월 22일, 운동상품 프랑스 산업 연맹) 등과 같은 예가 

많아졌다. 계약 없이 公役務에 참가하는 私法人을 인정하려면 행정재판관은 ‘일

련의 증빙’(un faisceau d’indices)을 이용한다(國事院 訴訟部署 1963년 6월 28일, 

Narcy氏). 즉, 행정재판관은 私法人의 활동 성격, 행정의 감독 성격, 공권력 특권

(une prérogative de puissance publique)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컨대, 

직업단체(un ordre professionnel)는 징계권ㆍ처벌권ㆍ윤리규정을 제정할 권한과 

같은 공권력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公役務의 임무를 담당하는 私法人으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공권력의 특권이 없어도 私法人의 조직ㆍ기능ㆍ의무에 따라서 행

정재판소는 행정이 그 私法人에게 公役務의 임무를 맡긴다고 판단한 바 있다(國

事院 訴訟部署 2007년 2월 22일, 不適應者를 위한 시설의 직원 단체). 일반이익

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私法人을 공법인이 감독하면서 자금을 교부해주면 公

役務의 성격이 인정될 수 있다(國事院 訴訟部署 2007년 4월 6일, 

Aix-en-Provence市).

私法人의 公役務에의 참가 방법은 행정재판소에 의해 통제된다.

公役務에 참가하는 私法人에 적용되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私法에 속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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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할은 실질을 따른다’(la compétence suit le fond)는 원칙에 의거하여 일반

재판소에 의해 통제된다. 예컨대, 公役務에 참가하는 私法人의 직원은 일반노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權限爭議裁判所 1987년 5월 4일, Du Puy de Clinchamps氏). 

또한 公役務에 참가하는 私法人의 계약은 계약이 ‘보통법의 예외 조항’(des 

claus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일반계약법의 적용

을 받는다(國事院 訴訟部署 1961년 10월 13일, Établissements Campanon-Rey). 

그러나 많은 경우에 행정법이 적용된다. 즉, 공권력의 특권에 의거한 행위는 행

정재판소가 통제하는 행정행위이다(國事院 總會 1942년 7월 31일, Montpeurt). 

또한 공권력의 특권에 의거한 행위가 초래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國事院 1983년 3월 23일, Bureau Véritas 주식회사).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私法人에 대한 행정행위가 행정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개입한다(權限爭議裁判所 1969년 12월 8일, Arcival氏). 

게다가 公役務에 참가하는 私法人은 公役務와 관련된 의무도 지켜야 한다. 예컨

대, 公役務의 지속성은 파업권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公役務의 투명성은 私法人

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1978년 7월 17일 ｢행정 문서 접근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문서 접근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私法

人은 公役務 이용자에 대하여 평등원칙을 지켜야 한다(國事院 總會 1938년 4월 

1일, 변질된 술에 대한 Coubert會社). 아울러 행정재판소는 행정이 공공조달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계약 없이 公役務를 私法人에 맡기는 것이 아닌지 심사하여

야 한다. 공공조달계약과 공역무 위임계약의 절차는 투명성ㆍ경쟁성과 같은 의무

를 예상하기 때문에, 비경쟁적인 영역에서만 私法人이 계약 없이 公役務에 참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재판소는 행정이 공공회계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하

여 계약 없이 公役務를 私法人에 맡기지 않도록 확인한다. 특히 행정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私法團體를 설립하면 행정재판소는 이 단체를 ‘투명

한’(transparent) ― 즉, 실체가 없는 ― 단체로 간주한다(國事院 2007년 3월 21일, 

Boulogne-Billancourt市). 다시 말해, 그 단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단체의 책임

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재판할 수 있다. 요컨대, 公役務에 私法人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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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협력한 경우에도 그 私法人이 원칙적으로 일반법에 속하지만 행정재판

소는 公役務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밝히기 위하여 많이 개입한다.

*

이제 행정임무는 수많은 기관들과 이 기관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임무 수행의 방식에 대한 변화는 엄격한 법적 기속을 형성하기 때문

에 公役務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법인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또

한 私法人이 公役務에 개입하면 행정재판소는 公役務의 관리 방식에 간섭한다. 

마침내 公役務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의 증가 때문에 행정재

판관이 일정 정도까지 행정관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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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行政裁判所의 새로운 挑戰

행정작용과 이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판소에 

새로운 도전들이 출현하게 된다. 행정작용은 권위와 공권력 특권에 의거하지만 

동시에 행정은 의무도 부담하는데, 그 의무는 일정한 경우 ‘결과의무’(l’obligation 

de résultat)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행정임무 수행에 있어 행정재판소의 역할은 

私人의 ‘청구권’(le droit-créance)에 의거한 행정의 의무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제

기가 인정됨으로써 강화된다(1). 다른 한편으로 행정작용은 전통적으로 一方行政

行爲에 의거하지만 새로운 도구들도 발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재판소는 행정

작용의 유도를 위한 도구로서 계약의 발달 및 조절과 방향설정을 위한 도구로서 

軟性法(le droit souple; soft law)에 적응하여야 한다(2).

1. 行政이 自身의 義務를 履行하는 것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소는 적법성의 원칙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을 제한한다. 그러나 기본적 권리의 발전에 의거하여 행정작용에 더 적

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자유권’(le droit-liberté) 이외에 최근에 ‘청구

권’(le droit-créance)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권리에 따라 행정이 公役務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A). 행정재판소가 행정이 상대방의 청구

권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행정재판소의 역할과 행정

임무에의 개입은 많이 변화할 수 있다(B).

A. 請求權에 의거한 行政의 義務

전통적인 기본적 자유 바깥에 새로운 권리의 세대가 출현하였다.

제1세대 권리들은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는 ‘자유권’(le droit-liberté)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la liberté d’aller et venir),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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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에 의해 인정된 기본적 자유들이다. 공권력의 개

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적 자유’(la liberté publiqu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1789년의 선언 제11조에 따라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

쇄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표현ㆍ소통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제재한다. 오래 전부터 행정재판소는 시민들의 ‘자유권’을 국가에 대항하여 잘 

보호해 왔다. 제2세대 권리들은 산업혁명 이후 발전하게 된 경제적ㆍ사회적 권리

들이다. 예컨대, 1946년 헌법의 서문은 노동권ㆍ건강보호권ㆍ교육권ㆍ문화권 등

을 인정하였다. 제3세대 권리들은 환경ㆍ발전ㆍ평화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실

정헌법에 포함된 2004년의 환경 문서는 “모든 시민들이 조화롭고 건강을 보호하

는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새로운 권리들은 국가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고 반대로 국가에 대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구

권’(le droit-créance)이라고 불린다. 조르쥬ㆍ뷔르도(Georges Burdeau)는 청구권

은 그 권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57) 청

구권에 의거하여 시민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58) 행정재판소는 

청구권을 적용할 때 행정임무 수행에 더 밀접하게 간섭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

한 청구권의 법적 가치는 인정되었다. 1946년 헌법의 서문 제11항에 규정된 건강

보호권은 국가에 대하여 담배와 술의 분야에 관한 상공업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憲法委員會 1991년 1월 8일, 담배와 술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또한 건강보호권에 따라 행정은 민간 부문에 公役務를 설립할 수 있다(國

事院 1964년 11월 20일, Nanterre都市: 치과 치료를 위한 도시의 公役務에 대하

여). 요컨대, 청구권은 행정작용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권의 존재 때문에 행정이 公役務를 운영할 의무

를 지게 된다.

57) Georges Burdeau, Les libertés publiques, LGDJ, 1961, p. 21.
58) Robert Pelloux, Vrais et faux droits de l’homme, problèmes de définition et de 

classification, Revue de droit public, 1981,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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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公役務의 설립 및 운영 의무를 진다

장ㆍ리베로(Jean Rivero)는 청구권을 실현하려면 公役務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59) 공권력은 몇몇 필수 公役務를 설립할 의무를 

부담한다. 憲法委員會는 헌법에 의거한 公役務 개념을 인정하고 이러한 公役務는 

민영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憲法委員會 1986년 6월 26일, 민영화: 은행 부문

에 대하여).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가 인정한 헌법적 公役務의 예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전히 쟁점의 대상이다. 재판권ㆍ경찰ㆍ군대ㆍ외교와 같이 절대권력

에 속하는 기능에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은 일정한 公役務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1946년 헌법의 서문 제13항은 “종교색이 

없는 무료 공공교육의 조직은 국가의 의무이다”고 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몇몇 公役務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지방

자치단체 일반법｣에 따라서 도시들이 호적, 소방, 도로관리, 가정쓰레기 수거, 식

음수의 보급 등의 公役務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이 건강보호권과 같

은 청구권에 근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公役務가 존재하는 한 공권력은 그 

公役務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公役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

위를 하여야 한다(國事院 1918년 6월 28일, Heyriès). 1957년 國事院의 政府委員

인 프랑수아ㆍ가지에(François Gazier)는 ‘公役務가 존재하는 경우 시민은 그 公

役務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國事院 1957

년 1월 11일, Étienne과부). 청구권은 법적 가치를 갖지만, 이 권리의 실효성은 시

민들이 청구권에 의거한 소송을 행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어야 확보된다. 또한 

행정재판소가 청구권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재판소의 역할과 행정임무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

B. 請求權에 의거한 個人訴訟

원칙적으로 행정재판소는 행정에게 행정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59) Jean RIVERO, Libertés publiques, t. 1, PUF, 1991,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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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행정이 몇몇 公役務들을 맡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민이 행정재판소에서 公

役務에 관한 일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60) 다시 말해, 公役務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시민은 행정재판소에 대하여 행정에게 일정한 公役務를 설치하라고 명

령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반면에, 일정한 公役務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민은 

그 公役務에의 접근 권리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재판소는 公役

務의 이용자의 평등과 公役務의 접근의 평등에 대한 원칙을 인정하였다(國事院 

總會 1938년 4월 1일, 변질된 술에 대한 Coubert會社; 國事院 訴訟部署 1951년 3

월 9일, 음악학교의 연주회 회사). 행정이 公役務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國事院 1923年 11月 30日, Couitéas氏). 이 때문에 레

옹ㆍ뒤귀(Léon Duguit)는 公役務 적정운영에 관한 시민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公役務를 잘못 운영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권리만 존재한다고 주장하

였다.61) 예컨대, 교육의 公役務에 대하여 國事院은 어느 중학교에 가르친 과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國事院 1988년 1월 

27일, 교육부 장관 對 Giraud氏).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들이 청구권에 의거한 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배상을 명할 뿐만 아니

라 행정청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8월 20일 법률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파업하면 도시는 학생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도시가 이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

해배상을 명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公役務를 설립하라고 도시

에게 명령하였다. 행정재판소는 행정이 ‘결과의무’(l’obligation de résultat), 즉 일

정한 성과를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公役務는 필

수적 임무이기 때문에 어느 아이가 학교를 찾을 수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60) Virginie Donier, Le droit au service public, reflet des obligations pesant sur les 
personnes publiques, La Revue des Droits de l’Homme, 2012.

61) Léon DUGUIT, De la situation des particuliers à l’égard des services publics, Revue 
de Droit Public, 1907, p.4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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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아이에 알맞은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아이의 교육을 맡아야 한다(國事院 2009년 4월 8일, Laruelle氏). 아울러 2013

년 행정재판소는 국가가 자폐증 환자를 맡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결과의무’를 

인정하였다(國事院 2013년 11월 27일, A.夫婦). 그러나 이 결과의무의 인정이 갖

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부모의 교육의무로 인해 오늘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

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거에 대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13년 프랑

스에서 350만 명은 주거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다.62)

국가는 주거청구권에 따라 행정재판관의 통제 하에 결과의무를 진다.

오래 전부터 여러 법률들이 주거권을 인정하였는데, 憲法委員會는 주거권이 헌

법적 가치를 가진 권리라고 밝혔다(憲法委員會 1995년 1월 19일, 주거의 다양성

에 관한 법률). 따라서 주거 없는 시민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무’(l’obligation de moyens), 즉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할 의무를 

공공주체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07년 3월 5일 제정된 ｢‘주거청구

권’(le droit opposable au logement)을 설립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게 상술한 

‘결과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법률은 두 가지 소송을 도입하였다. 첫째, 시민들은 

적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 주거를 청구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위원회는 주거의 청구가 긴급하고 우선권을 가진다고 결정하면 당해 청구를 道

知事에 전달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道知事가 청구자에게 알맞은 주거를 제공하

지 않으면 청구자는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재판소는 원고에

게 주거를 제공하라고 道知事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판결의 不執行에 대한 벌

금(l’astreinte)도 결정할 수 있다. 벌금은 도시의 개발을 위한 기금에 편입된다. 

계속해서 주거를 제공받지 않으면 원고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조정위원희의 거부결정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거청

구권’의 도입은 수많은 행정소송들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

거가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소의 개입은 많이 유효하지 

62) Rapport annuel 2013 de la Fondation Abbé Pierre sur le mal-lo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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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 같다. 전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주거공간을 건축해야 하므

로 행정재판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권을 위한 소송을 다른 분야

로 확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예컨대, 2008년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청구권’(le 

droit opposable à la garde d’enfant)에 대하여 논의했지만63)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2. 公共管理의 새로운 現代的 變化

전통적으로 행정작용은 의무를 강요하는 一方行政行爲에 의거하지만 행정작용

의 도구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관리에 관하여 교섭에 의거

한 계약과 행동의 방향설정을 위한 軟性法(le droit souple; soft law)이 발달하였

다. 이에 따라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상호관계

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행정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의 발달은 행정재판

소의 임무를 변화시킨다. 특히 행정재판소는 행정관과 같이 행정작용의 유효성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A). 더 일반적으로 軟性法은 조절과 방향설정을 위한 도구

로서 발달하기 때문에 행정임무 수행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은 계속해서 변

화하고 있다(B).

A. 行政作用의 誘導를 위한 道具로서의 契約

행정작용의 유도를 위한 도구로서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유형이다.

전통적으로 계약은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거나 私人을 公役務에 참여시키기 위

하여 이용되고, 행정작용은 一方行政行爲(l’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에 의거한

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개혁과 현대화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작용을 유도하기 위

해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64) 행정작용의 유효성에 대한 요구

63) 국무총리에게 2008년 7월 23일 국회의원인 Michèle TABAROT의 보고서.
64) C. Pollitt et G. Bouckaert, Public Management Reform.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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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계약의 유형으로 구체화되었다. 예컨대 미셸ㆍ로카르(Michel Rocard) 

국무총리가 도입한 1989년 2월 23일의 ｢公役務의 再活性化에 관한 訓令｣(la 

circulaire sur le renouveau du service public)｣에 의거한 ‘실적계약’(le contrat de 

performance)은 국가를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관리의 도구로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1일의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이 평가와 결과의 문화를 

프랑스 행정에 촉진하면서, 행정기관 내에서 목표ㆍ성적ㆍ약속ㆍ자금조달에 의

거한 실적계약들이 체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82년의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계획계약’(le contrat de plan)이 체결되었다. 

예컨대, ‘국가-지방계획 계약’(le contrat de plan État-région)은 7년간 국토의 개

발과 발전에 관한 상호 협정을 정하고 필요한 자금조달도 규정한다(2007-2013년

간의 계약들은 45조원이나 300억 유로를 예정하였다). 이러한 행정작용의 도구로

서의 계약의 성공 때문에 2013년 9월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2014-2020년

간을 위하여 새로운 세대의 ‘국가-지방계획 계약’을 체결하였다. 一方行政行爲와 

비교하면 계약의 장점이 많다. 一方行政行爲는 권위와 공권력의 특권에 의거하지

만, 계약은 교섭과 合意에 의거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민주화ㆍ정당성을 강화한

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의 발달 때문에 이들의 법적 가치와 이들의 적용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새로운 계약유형의 이용은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법령의 순위’(la hiérarchie des normes)에서 가장 낮은 차

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법률과 행정법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민법 제

1134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은 법률과 같이 당사자들을 구속한다”고 규정한

다. 다시 말해, 재판관은 적법한 계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작용의 유도를 위

한 도구로서의 계약에 대한 성격과 법적 가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어떤 행위는 

계약의 형식을 가지지만 사실상 一方行政行爲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병

원과 병원의 公役務를 담당하는 지방기관이 체결한 비용에 관한 계약은 국가로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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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강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一方行政行爲의 성격을 가진다(國事

院 2007년 12월 21일, Saint-Roch 병원). 그러나 국가-지방계획 계약들은 계약적

인 가치를 가진다(國事院 總會 1988년 1월 8일, 영토의 개발과 계획을 담당하는 

장관 對 Strasbourg의 도시연합). 憲法委員會는 국가와 도시ㆍ지방들이 체결한 계

약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憲法委員會 1983년 7월 19일, 국가와 뉴칼레도

니아가 체결한 세무의 협정). 계약적인 협약의 법적 실효성에 대하여 행정재판소

의 판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國事院이 공사를 예정하는 계약의 조항은 이 공사

의 실현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國事院 1996년 10월 

25일, Estuaire Ecologie 단체), 그 후 국가가 계획 계약에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

으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國事院 2007년 

12월 21일, Limousin 지방). 계약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

운 문제이다. 학설은 계획 계약에 포함된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약속은 예산의 

1년제 및 예산의 국회관할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행정작

용으로서의 계약의 역할이 발달하면 계약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越權訴訟이 제기

될 수 없기 때문에(國事院 總會 1988년 1월 8일),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한 행정재판소의 임무는 약화될 수 있다. 동일한 공법인 내에서 체결된 ‘목표달

성계약’에 관하여도 판례와 학설은 불확실하다. 國事院은 2008년의 연차보고서에

서 행정작용에 계약의 발달을 분석하면서65) 국가의 署名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

하여 국가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적계약’이 법적 실효성을 가

져야 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재판관이 모든 종류의 실적계약에 포함되

어 있는 약속을 보장하여야 한다면, 행정재판관의 역할은 행정작용의 유효성에 

접근하면서 행정작용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고 마치 행정관처럼 나타날 위험

도 있다.

B. 調節과 方向設定을 위한 道具로서의 軟性法

65) Conseil d’État, Le contrat, mode d’action publique et de production de normes, Rapport 
annuel 2008.



- 86 -

軟性法은 행정청이 이용하는 새로운 도구이다.

軟性法(le droit souple)의 개념은 1930년부터 국제법상 이용되엉 온 소프트ㆍ

로(soft law)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의 국내법에서 특히 1980년대부터 발달

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중요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國事院이 자신의 2013년

의 연차보고서의 주제를 이 개념으로 정했다.66) 예컨대, 軟性法은 국가-지방계획 

계약, 독립행정청의 추천ㆍ윤리현장(la charte de déontologie), 경제분야의 기준, 

기술적인 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國事院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軟性法은 형

식화와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권리나 의

무를 설정하지 않고 관계자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방향설정하기 때문에, 硬性法(le 

droit dur)으로 간주될 수 없다. 명령ㆍ규정ㆍ금지를 하는 硬性法과 달리 軟性法

은 촉구ㆍ추천ㆍ방향설정을 한다. 그러나 관계자의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에 사실

상의 영향을 미친다. 軟性法의 이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들을 피하여 硬性法을 보충하고 ‘법률의 팽창’(l’inflation législative)67)을 피

할 수 있다.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새롭게 출현하

고 있는 현상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軟性法은 행정작용과 공공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되며, 규정보다 ‘調節者으로서 國家’(l’État régulateur) 개념

에 적합하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법 이외에 軟性法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

에, 軟性法의 법적 가치와 행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특히 

軟性法의 특성 때문에 행정재판소가 軟性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작

용의 배타적인 現象인지 문제될 수 있다. 1982년에 프로스페르ㆍ베일(Prosper 

Weil) 교수는 “軟性法이 연하지도 않고 법도 아니다”고 주장하였다.68) 사실상 軟

性法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역할은 애매하다. 물론 행정재판소는 軟性法을 硬性法

처럼 적용할 수 없지만, 國事院이 자신의 2013년 연차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

66) Conseil d’État, Le droit souple, Étude annuelle 2013.
67) Conseil d’État, Sécurité juridique et complexité du droit, Rapport annuel 2006.
68) Prosper Weil, Vers une normativité relative en droit international, Revue géné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98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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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권력은 재판적 통제 없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軟

性法은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자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고 독립행정

청이 표명한 추천이나 권고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

정재판소는 軟性法의 발달이 입법권과 행정법령 제정권의 범위를 침범하는지 여

부를 주의하여 한다.

행정재판소의 판례는 軟性法의 발달에 적응하여야 한다.

國事院은 일반적 행동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이 지침(la directive)을 채택하

는 것을 인정하였다(國事院 訴訟部署 1970년 12월 11일, Crédit Foncier de 

France).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규정적이나 강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다고 밝

혔다. 다시 말해, 행정청은 지침이 있더라도 지침에 구속되지 않고 각 사건의 상

황에 따라 알맞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지침은 硬性法이 아니다. 그러

나 ‘따르거나 설명한다’(comply or explain)는 영국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침을 따

르지 않으면 동기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관점에서 지침은 軟性法이다. 최근에 

이러한 지침이 ‘유럽지침’과 혼동하지 않도록 ‘지침적 방침’(la ligne directrice)이

라고 불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國事院이 해석적 훈령과 규정적 훈령의 구별(國事

院 總會 1954년 1월 20일, Notre Dame Du Kriesker 기관)을 포기하고, 강제적 훈

령과 비강제적 훈령의 구별을 채택하였다(國事院 訴訟部署 2002년 12월 18일, 

Duvignères氏). 일반적으로 ‘지침적 방침’(la ligne directrice)과 ‘훈령’(la circulaire 

administrative)과 같은 軟性法의 도구들은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un acte administratif faisant grief)가 아니어서 越

權訴訟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재판

소는 일정한 경우에는 軟性法의 규칙이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越權訴訟으로 다툴 수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건고위당국의 ‘추천’은 의사의 직업의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

다(國事院 2011년 4월 27일, Formindep 단체). 또한 경쟁당국의 의견도 침익적 

행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國事院 2012년 10월 11일,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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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chard-Perrachon會社).

*

公役務에 대한 요구들과 행정작용을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청구권의 인정은 행정에 결과의무를 부과한다. 행정관처럼 행정재판관은 

행정임무 수행에 대한 적절성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을 유도하기 위

한 계약의 발달을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행정임무 수행에 대한 유효성에 참여한

다. 그리고 방향설정과 조절을 위한 도구로서의 軟性法의 발달 때문에 오늘날도 

행정재판소는 계속해서 행정임무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고 행정의 재판적 통제

를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행정임무 수행과 근접한 행정재판소가 여전히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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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要約 및 韓國에의 示唆點

要約 및 結論

프랑스의 구체제 하에서 왕은 자신의 특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행정재판 임무

를 자신에게 유보하였기 때문에 일반재판소가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금지하

였다. 이 금지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活動)行政 영역에서 태어났고 (活動)行政과 

근접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재판관은 (活動)行政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였다. 행정재판소의 기능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은 행정임무와 근접하

다. 전문행정재판소들이 재판임무를 수행하는지 행정임무를 수행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금융시장청과 같은 행정청들은 국내법상 재판소가 아니지만 유럽인권협

약의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이다. 행정절차보다 재판절차가 당사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도 전문행정재판소가 행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會計檢査院은 분쟁이 없더라도 국가 회계를 통제한다. 지위상으로 

행정재판관은 일반재판관보다 행정관에 더 근접하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같이 행

정재판관은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행정재판관의 채

용은 모든 (活動)行政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의 채용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생활을 잘 알기 위하여 일정 기간 행정임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재

판관은 (活動)行政의 자문역으로 계속해서 행정임무를 수행한다.

(活動)行政과의 근접성에 의거하여 행정재판소는 적법성 원칙을 촉진하면서 행

정의 재판적 통제를 확대할 수 있었다. 國事院은 자신의 통제를 최고의 국가행정

청이 내린 행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들에 확장하였다. 오늘날 행정재판

소가 통제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별로 없다. 다만 정부임무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도 있고, 판사가 사소한 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몇몇 법

적 효과가 미미한 행정행위도 남았다.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통제의 성격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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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용을 법으로 기속하기 위하여 진화하였다. 월권소송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행

정재판소가 행정행위의 외부적 적법성 통제만 아니라 내부적 적법성 통제까지 

수행한다. 또한 제한통제를 점차 포기하면서 통상통제를 우선하였다. 일정한 경

우에 종합평가를 통하여 비례성 통제도 행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통제의 수단들

을 통하여 행정관의 임무와 행정재판관의 감정이입이 필연적으로 더 강화되었고, 

행정재판관의 추론이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의 추론과 더 근접하게 되었다. 

요컨대, 행정재판소는 행정과 근접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행정통제가 넓어

지고 깊어졌다.

그러나 법치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와 (活動)行政의 관계들은 계속

해서 진화하여야 한다. 적절하고 유효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월권소송에서 재판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

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취소의 소급효가 너무 심각한 경우 재판관이 판결 효력발

생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취소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

은 행정결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로써 越權訴訟과 客觀的 完全審判

訴訟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에 계약의 경우에 完全審判訴訟을 심

리하는 재판관은 넓은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오랫동안 행정재판소는 행정청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오늘날 예외들이 인

정되었다. 1995년부터 행정재판소는 조건부로 행정청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 

아울러 판례에 의해 행정재판관이 판결로 행정의 의무를 행정에게 설명할 수 있

게 되었는데, 이로써 사실상 명령권과 근접해졌다. 오켠대, 재판권한의 강화로 인

하여 행정재판이 행정임무에 여전히 더 밀접하게 근접하게 되었다.

행정임무 수행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이 변화에 계속해

서 적응하여야 한다. 통일된 행정 내에서 행정청이 公役務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지만, 이제는 公役務 임무들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행정의 지방분권

화와 기능분권화는 공법인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국가에 대한 공

법인의 자율성을 보호한다. 또한 公役務의 임무에 대한 사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

식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公役務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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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작용과 그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행정재

판소에게 새로운 도전들이 출현하고 있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새로운 권리가 인

정되는 것에 이어 국가의 새로운 의무가 인정되었는데, 이 권리들에 의거한 소송

을 제기할 가능성이 재판관의 임무를 많이 변화시킨다. 타면으로 공공관리에 관

한 실적계약이나 연성법과 같은 새로운 수단들은 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

기한다. 특히 행정의 재판적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임무와 재판

임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계속해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행정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행정재판소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의 말은 행정재판소가 행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재판권과 행정권의 분리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초

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임무와 재판임무의 기초, 정당성 및 지평은 동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재판소는 행정임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성의 원칙을 우선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판적 통제를 수행한다. 다

시 말해, 행정임무는 재판적 통제 없이 수행될 수 없고, 행정재판관이 행정임무

에 개입한다는 주장은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행정재판소는 자신

의 재판적 통제를 통하여 행정임무 수행의 質과 善을 보장하는 것에 참여한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재판소의 작용은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재판적 통제는 행정임무 수행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韓國에의 示唆點

프랑스 행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통하여 행정임무 수행의 質

과 善을 보장하는 것에 참여한다. 이러한 적법성 통제는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기 때문에 프랑스 행정재판소는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을 

주관소송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 특히 객관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에 대한 

조건이 더 관대하게 평가되어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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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ㆍ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

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고(同條 제3호) 기관소송은 “국

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同條 제4호). 그래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재판소 앞에서 객관적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이다.70)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同法 

제45조). 그러나 김동희 교수가 저술한 바 같이 “이들 소송은 주관적 소송과는 

달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널리 선거인, 투표인 또는 주민의 지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들 

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71) 그런데 민중소송과 기관

소송의 적용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주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72)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

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同法 제3조 제2호) 법원에 주관적 권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관적 성격 때문에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고,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은 명백하게 사법작

용으로 나타난다.

항고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

법확인소송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상응하는 소송은 프

랑스에 없다. 한국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69) David BAILLEUL, L’efficacité comparée d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t de plein 
contentieux objectif en droit public français, LGDJ, 2002, n° 78.

70) 金東熙, 行政法 , 博英社, 2013, 723면.
71) Ibid., 839면.
72) 朴正勳, 行政訴訟의 構造와 機能 [行政法硏究2] , 博英社, 2006,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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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당한 기간” 이후 이를 하지 않으면 관계자는 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同法 제2조 제1항 제2호). 프랑스에서도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가 

있지만, 2개월 동안 이를 하지 않으면 종래 관계자가 묵시적인 거부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2일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2개

월 동안 행정의 부작위(침묵)가 있으면 인용결정(la décision d’acceptation)으로 

간주된다.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보다 묵시적 결정을 통하여 ― 묵시적 거부결정

이든 묵시적 인용결정이든 간에 ― 시민은 자신의 요구를 더 빨리 관철할 수 있

다. 묵시적 거부결정의 경우에는 그 거부결정에 대한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행정소송법 규정들에 의거하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적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인다. 즉, 우선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처

분의 위법성 정도의 관점에서 구분된다.74) 다음으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객관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同法 제29조 제1항). 프랑

스의 월권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le recours en déclaration d’inexistence)75)과 비

교하면 공통점이 많다. 원고적격에 관하여 한국의 다수설에서와 같이 항고소송을 

주관소송으로 간주한다면 행정재판권의 역할은 반드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

로 朴正勳 교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파악한다면 프

랑스에서와 같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행정재판권의 역할은 강화될 수 있

다. 朴正勳 교수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객관소송이라 함은 원고적격에 제한이 

전혀 없는 萬人訴訟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적격 단계에서 주관적 사정과 

73) 이 새로운 규정은 국가의 처분에 대하여 2014년 11월 13일에 발효될 것이고 지방행

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2015년 11월 13일에 발효될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 행정

과 시민의 관계의 단순화에 관한 법률(Loi n° 2013-1005 du 12 novembre 2013 
habilitant le Gouvernement à simplifier l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s 
citoyens).

74)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연구 2], 박영사, 2006, 133면.
75) 國事院 總會, 1957년 5월 31일, Rosan Girard.



- 94 -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하면 본안요건에서는 원칙적

으로 위법성만이 요구되고 권리침해는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한다”.76) 이러한 관점

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재판제도에 접근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위한 행정재판권

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76) 朴正勳, 전게서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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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Juger l’Administration, c’est encore 

administrer”
-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et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

Cédric Sung-woon LEGRAND (YOON Sung-woon)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n France, le juge judiciaire a depuis longtemps l’interdiction de connaître du 

contentieux de l’Administration. Ce principe s’explique par l’idée exprimée par 

Henrion de Pansey dans son ouvrage De l’autorité judiciaire en France (1818) 

selon laquelle “juger l’Administration, c’est encore administrer”. Cette 

interdiction a conduit à l’émergence d’un juge administratif dont la mission est 

précisément de “juger l’Administration”. Peut-on en déduire que le juge 

administratif administre ?

Si, en France, la fonction de juger l’Administration est historiquement plus 

proche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que des autorités judiciaires, cette proximité a 

permis au juge administratif de renforcer son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pour mieux la soumettre au droit (Partie I). Les évolutions 

récentes des pouvoirs du juge administratif ainsi que des modalités de l’action 

administrative se sont traduites par la recherche d’un nouvel équilibre entre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et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propre à satisfaire aux exigences d’un État de droit (Parti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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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 I: La proximité traditionnelle du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avec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en France

Section 1: Le rattachemen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à 

l’Administration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étant nées au sein de l’Administration, la 

fonction de juger l’Administration demeure proch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La distinction entre ces deux fonctions peut d’ailleurs présenter des difficultés. 

Dans le silence de la loi, la question de savoir si un organe exerce une mission 

administrative ou une mission juridictionnelle peut se poser. De même, certaines 

autorités exercent une mission administrative selon le droit interne mais une 

mission juridictionnelle selon la 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Certain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xercent aussi leur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en l’absence de contentieux pour assurer une mission de nature 

administrative assortie de garanties juridictionnelles.

Le statut du juge administratif atteste également de sa proximité avec la 

fonction administrative. Alors que le statut du juge judiciaire est fixé par une loi 

organique spécifique, le juge administratif relève en principe du statut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 De même, alors que le juge judiciaire est recruté par la voie 

de l’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le juge administratif est en principe 

recruté par la voie de l’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comme la plupart des 

hauts fonctionnaires de l’État. De plus, le juge administratif a un rôle de 

conseiller de l’Administration et il a une obligation de mobilité dans 

l’administration active. En somme, le juge administratif apparaît davantage 

comme un administrateur spécialisé dans le contentieux plutôt qu’un juge 

spécialisé dans les affaires administ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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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L’extension du contrôle juridictionnel exercé par le juge 

administratif

La proximité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et de l’administration active a 

permis au juge administratif de renforcer son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Ainsi, le Conseil d’État a étendu son contrôle à la plupart des 

actes administratifs, et notamment aux actes émanant des plus haut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Les actes administratifs échappant au contrôle du juge 

administratif sont désormais peu nombreux. Il s’agit notamment des actes de 

gouvernement qui restent insusceptibles de faire l’objet d’un recours contentieux 

car le juge se refuse d’intervenir dans la fonction gouvernementale.

La nature du contrôle exercé par le juge administratif a également évolué pour 

mieux encadrer l’action administrative par le droit. Ainsi, en matière d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le juge ne s’est pas limité au contrôle de la légalité 

externe des actes administratifs. Il procède également au contrôle de la légalité 

interne. De même, il a progressivement abandonné le contrôle restreint pour 

privilégier le contrôle normal des actes administratifs, et procède, dans certains 

cas, à un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par la théorie du bilan. Or ces techniques 

de contrôle impliquent aussi une plus grande empathie avec la fonction 

d’administrateur.

Partie II: Le nouvel équilibre entr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et 

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Section 1: Le renforcement des pouvoirs du juge administratif

L’accroissement des pouvoirs du juge a également renforcé la proximité de son 

office avec la fonction administrative. En matière d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les pouvoirs du juge se limitent en principe à l’annulation des a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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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égaux. Mais, depuis une période récente, le juge saisi d’un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se reconnaît aussi la possibilité de moduler dans le temps l’effet 

rétroactif d’une annulation contentieuse, et même de modifier en partie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afin d’éviter les inconvénients associés à l’annulation. En 

matière de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le juge dispose de pouvoirs plus larges. 

Il peut notamment réformer une décision administrative jugée illégale. En matière 

contractuelle, le juge dispose également de pouvoirs qui ont fait l’objet 

d’évolutions substantielles dans la période récente.

Le juge administratif s’est longtemps refusé d’adresser des injonctions à 

l’administration pour éviter de se substituer à l’Administration. Si ce principe est 

toujours en vigueur, il fait désormais l’objet de dérogations encadrées. Depuis 

1995, le juge dispose du pouvoir d’adresser des injonctions à l’Administration 

sous certain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 loi. Il s’est également reconnu la 

possibilité de préciser à l’Administration ses obligations ce qui se rapproche de 

facto d’une injonction. Il peut enfin adresser des injonctions à l’administration 

dans le cadre de procédures particulières comme les procédures de référé ou les 

procédures tendant à assurer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Section 2: Les implications de l’évolution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su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Le rôle du juge administratif dans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a 

encore été renforcé par la multiplication des acteurs participant aux missions de 

service public. La sédimentation des structures administratives, liée à la fois à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t à la décentralisation fonctionnelle, a accru le rôle 

du juge dans la régulation des rapports au sein de l’Administration.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lancée en 1982 a par exemple instauré un contrôle de 

légalité exercé par la voie du déféré préfectoral. Le recours au juge administratif 

est ainsi devenu la voie normale de règlement des litiges entre l’État et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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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ités locales. De même, l’association d’organismes de droit privé aux 

missions de service public s’effectue désormais selon des modalités très variées, 

que ce soit par la voie contractuelle ou en dehors de toute délégation expresse. 

Ainsi, le juge est davantage sollicité en matière de gestion et d’organisation du 

service public, notamment au titre du droit de la commande publique.

Enfin, le juge administratif doit faire face à de nouveaux enjeux susceptibles de 

faire évoluer son rôle dans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Par exemple, 

la consécration d’une nouvelle génération de droits dits droits-créances conduit à 

reconnaître certaines obligations incombant à l’État. Or la possibilité d’invoquer 

ces droits à l’appui d’un recours contentieux est de nature à modifier 

substantiellement l’office du juge.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institué en 

2007 s’inscrit dans cette logique en ce qu’il permet aux citoyens, sous certaines 

conditions, de se tourner vers le juge administratif lorsque l’Administration n’a 

pas été en mesure de leur fournir un logement adapté à leurs besoins. Par 

ailleurs, de nouveaux modes de gestion publique comme le contrat en matière de 

performance ou le droit souple occupent une place croissante dans l’action 

administrative. La réflexion sur les limites entre fonctions administrative et 

juridictionnelle est donc appelée à se poursuivre car la question de la valeur 

juridique de ces nouveaux instruments constitue un enjeu essentiel pour préserver 

l’efficacité du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

Le juge administratif procède à un contrôle juridictionnel approfondi de l’action 

administrative et exerce des pouvoirs accrus pour assurer avec efficacité son 

office.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il se rapproche au plus près de la 

fonction administrative dans la mesure où cette proximité lui permet de mieux 

défendre les intérêts des citoyens et la promotion de l’État de droit. Ainsi, 

l’action du juge administratif renforce la légitimité de l’action publique. E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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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 l’administration peut être regardé comme 

consubstantiel à l’exercice de la fonction adminstrative, et on peut dire que 

“juger l’administration, c’est encore administrer”.

Mots-clés: contentieux administratif, fonction administrative,

pouvoirs du juge administratif, contrôle de légalité,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recours de pleine juridiction.

Numéro d’étudiant: 201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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