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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문초록

세계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전통적 국가 기능의 변화는 다양한 초국가적 규

제 및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 이른바 ‘세계행정

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행정법 논의에 

한 비판적 견해가 있기는 하나, 세계적 규제분야에서 책임성을 증진하고 이

해당사자들의 절차적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행정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

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행정법 논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입법 및 사

법기관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세계행정법의 초기단계에서 ‘적정절차’(Due 

process)에 관한 논의는 그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세계행정을 구성하는 세

계기관, 국가, 사적당사자의 3주체는 참여와 투명성을 주요 원리로 하여 상호

간에 절차적 보장을 향유한다. 적정절차의 개별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등 선진국가의 법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

차가 논의의 상이 되는데, 그 절차적 보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작동

하는 메커니즘 속에 개인, NGO, 회사 등 사적당사자들이 그 중심에서 절차적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함으로써 세계행정의 적정절차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적 당사자의 전면적 등장은 기존 

국제법 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점에 세계행정법의 

존재의의가 있고,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주요어: 세계행정법, 적정절차, 참여, 투명성, 사적당사자

학  번: 2006-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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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구의 목적

전통적인 행정법은 국가 내부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

과는 거의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통합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흐름은 전통적인 행정작용의 모습만으로는 설명이 되

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제는 한 국가의 행위가 

역외(域外)적 효과를 발생시켜 국가 밖에 있는 다른 국가 내지 그 구성원들

에게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기구나 지역협정, NGO 등의 의사결정이 

한 국가 내지 그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시 가 되었다. 이에 따

라 전통적인 국내행정법 및 국제법 이론으로는 다양한 실제적 요소들을 모

두 포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개

념의 하나로 이른바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존재 및 효

용을 주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세계행정법의 탄생 배경 및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세계

행정법이 태동하게 된 시 적 흐름을 관찰하고, 세계행정법의 개념이 과연 

세계화된 현 사회의 행정작용들을 풀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인지, 아니

면 기존에 존재하 던 법개념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그 후 세계행정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세계행정

법의 이론적 바탕이 적용될 수 있는 역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본

론에 들어가서는 세계행정법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인 세계

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하여 연구하되, 적정절차의 의의, 기능, 주요원리 및 

주요내용에 하여 살피고, 세계행정을 구성하는 세 주체인 세계기관, 국가, 

사적당사자가 상호 간 향을 미치며 절차적 보장을 향유하는 구조를 고찰

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계

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실제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현재 세계행정 역에서의 적정절차 보장의 수준 및 적정절차가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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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앞으로 세계행정법 및 그 적정절차에 관한 논의

가 주목해야 할 방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세계행정법이 아직 태동단계에 있고, 국내에서 이를 다룬 문헌도 많지 않

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 관하여 이루어져 온 연구들을 

충실하게 추적, 정리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세계행정법을 

관통하는 법원리를 새롭게 발견한다거나, 그 체계를 세우는 것은 연구의 범

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이 글의 중심 주제인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해서는, 세계행정 

분야에서의 절차적 보장의 발전단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례들을 통

하여 현재의 이론과 실제들을 충실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절차적 보장에 

관한 다양한 근거규정들을 살피고, 실제 절차적 보장이 쟁점이 된 사례들을 

상세하게 검토하며, 이를 각국의 행정절차법의 발전수준과 비교하여 세계행

정법의 절차법적 현 주소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나아가 위 작업을 토 로 앞으로 세계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가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

하는 선에서 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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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행정법’의 의의

제1절 세계행정법의 배경 및 연혁

Ⅰ. ‘세계화’

세계화의 정의에 관해서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

서 국가 간 교류가 증 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 분야를 들어서, 경제

와 무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학, 기술, 언어, 여행, 이주, 생

태, 기후, 질병, 전쟁과 평화, 안보 등에 관해서 상호작용 내지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

세계화의 기원에 관한 견해 또한 다양하나,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제2차 

세계 전 이후 경제, 정치, 문화 세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출범한 WTO 체제 등에

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세계화는 세계화 전반을 추동하는 기

본 동력이 되었고, 인터넷,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

화라는 큰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 다. 이념적, 시 적으로는 

1970년  후반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공격적 전환, 1980년  구소련의 붕괴 

및 동유럽의 자본주의 확장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1) William Twining, General Jurisprudence-Understanding Law from a Global Perspective, 
2009, Cambridge, p. 14, 위 저자는 국의 정치학자 Anthony Giddens가 그의 저서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1990, Stanford University Press)에서 사용한 위와 같

은 세계화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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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결 또한 간과할 수 없다.2)

물론 세계화라는 흐름에 하여는 많은 이론(異論)이 존재한다. 이는 무분

별한 세계화가 가져올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자연자

원의 고갈 등의 악 향을 우려하며 경제적, 정치사회학적 세계화의 무차별적

인 확산에 반 하는 논의들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위

와 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상으로서의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

고 있고, 법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문에 꾸준히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Ⅱ. 국가 기능의 변화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이래 민족국가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심의 사고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

고, 이러한 전통적 패러다임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State)의 강력한 벽

을 인정하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은 전통적인 관점의 국가주

권 및 국경선의 의미를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상품, 자본, 노동, 기술은 국

경을 넘어 이동하고, 세계가 빠르게 상호 연결되면서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

와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촉의 심화로 인해 토 국가의 배타성은 약화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일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안보나 경

제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태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

슈들이 중심적인 의제로 거론되면서 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 초국가적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나 국제기구 이외에도 초국가

적 네트워크, 정부-사인 혼합체, NGO를 포함한 사적당사자 등 다양한 행위

 2) Neil Smith, Introduction: Altered States, Democracy, States, and the Struggle for 
Global Justice, Routledge, 200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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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국가 내지 정부가 담당하

던 역을 민간에 내어주는 ‘민간화’ 내지 ‘사화(私化)’ 현상이 나타난다. 외

형적으로만 보면 국가가 종래 담당하고 있던 역의 상당부분을 국제기구 

내지 민간 역에 이양하고 국가는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

여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국민국가의 종말 내지 초국가적 세

계’를 예상하고 수용하는 견해들도 있으나,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별론으

로 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기능의 일부 수정 내지 변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3)

Ⅲ. 세계행정법 논의의 출현

이른바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에 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세계화라는 시 적 흐름과 이에 따른 전통적인 국가 기능의 변화 속에 등장

하 다. 앞서 본바와 같이 종래 국가 수준에서 규제되고 결정되어 왔던 많은 

문제들이 국제기구에서부터 사적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초국가적 행

정주체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행되고 있다. 또한 안보, 개발도상국에 한 재

정지원, 환경보호, 금융 규제, 통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근로

기준, 난민을 포함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문제 등 세계화에 의한 상호의

존성의 증가는 어느 한 국가의 규제 내지 행정에 의하여만 다루어질 수 없

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초국가적 규제 내지 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초국가적 행정주체가 직접 사적 당사자에 하여 

실행하기도 하지만, 국가 수준의 이행조치에 의하여 실행되기도 한다.4)

 3) 국민국가의 종말을 예상하는 견해들을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스스로 

그 기능들을 아웃소싱하고 민간화 함으로써 정부 외의 수단을 통하여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방정부 내지 초국가적 기구에 국가의 권한

을 이양하는 등으로 국가의 기능을 다양한 지리적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Neil Smith, 앞 논문, p. 5-6.
 4) Benedict Kingsbury et al, 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Law and 

Contemporary Problem-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Vol.68.(Summer/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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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정법 논의의 주창자들은 바로 위와 같은 초국가적 규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세계적 차원

에서 행정법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5) 즉, 위와 같은 새로운 

환경은 종래 국내행정법 내지 국제행정법으로는 규율이 불충분하여 이에 

응할 새로운 법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행정법은 새로운 환경

에서 전통적인 국제사회의 주체인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초국가적 네트

워크, 정부-사인 혼합체, NGO를 포함한 사적당사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행정의 주체 내지 상으로 등장함에 따라 행정학 개념인 ‘협치’(governanc

e)6)의 개념을 도입한 ‘세계협치’(global governance) 내지 ‘세계행정’(global 

administration)을 전제한다. 세계행정법의 의의 및 필요성, 국내행정법 및 국

제행정법과의 비교, 세계행정의 의의 등에 하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서술

하기로 한다.

Ⅳ. 선행연구의 상황

‘세계행정법’이라는 용어사용은 물론이고 이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 자

체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아직 세계행정법에 한 연구는 걸음마단계라

고 할 수 있다. 그간 세계화가 법과 법학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들은 줄

곧 있어 왔지만, 세계행정법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5년 

미국 뉴욕 학교 로스쿨의 ‘국제법과 정의에 관한 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에서 ‘세계협치’(global governance)에 한 행

정법에 관련된 다양한 국가적, 초국가적, 국제적인 기반을 체계화하려는 프

2005), Duke University[이하,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로 

약칭], p. 16.
 5)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 p. 16.
 6) 협치(governance)의 개념을 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 리ㆍ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

악하는 견해로,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9,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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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의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

다.7) 그 이후 세계행정법을 주제로 한 많은 논문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발

표되었지만 아직 체계화된 개설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심포지엄이나 세미

나를 계기로 한 논문집이 간헐적으로 출판되고 있을 뿐이다.8) 한편 세계행

정법 연구 분야에서의 주요한 주제들에 한 사례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9) 비교적 최근에는 세계행정법의 주요한 구성요소이자 비교 상인 EU

행정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담은 논문집이 출간되기도 하 다.10)

세계행정법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주제는 세계행정조직, 책임성․투
명성․참여 등 세계행정법의 주요원리, 미국 및 EU행정법과의 비교연구 등이

며 각론적으로는 주로 금융규제, 무역, 개발, 환경, 경찰행정 등의 주제와 결

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수의 저

작물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에서도 여

러 연구자들이 관련 사례를 연구하고, 이에 한 저작물을 출간하고 있다.11) 

국내에는 이 분야에 한 연구가 극히 드물어, 세계행정법의 의의 및 태동과

정을 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아직 유일한 연구이다.12)

 7) Benedict Kingsbury et al(ed.),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8) 표적인 논문집으로, Javier Robalino-Orellana et a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Towards a Lex Administrativa, 2010 [Cameron May], Matthias Ruffert et al,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2011 [Springer] Gordon Anthony et al(ed.),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2011 [Hart].

 9) Sabino Cassese et a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3rd Edition(Kindle 
version), 2012, IRPA.

10) Edoardo Chiti et a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EU Administrative Law- 
Relationship, Legal Issues and Comparison, 2011 [Springer].

11) 세계행정법에 관한 연혁, 보고서, 참고문헌 등 각종 학술자료,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행사에 관해서는 www.iilj.org/global_adlaw 참조.
12) 류병운,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연구 제16호 231-255면,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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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행정법의 개념

Ⅰ. 일반적 정의

세계행정법이라는 분야 자체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므

로, 세계행정법에 한 정의에 해서도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세계화의 

궁극적인 종착역을 세계사회(Global Society or Global Community)라고 보는 

전제 하에 세계화의 결과로 출현하게 될 세계연합 나아가 세계국가의 행정

법을 ‘세계행정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3) 그러나 현재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주권 개념이 완전히 해소된 세계사회의 도래가 다소 모호하고 이상적

이어서 굳이 가상의 공동체 형태를 상정하여 세계행정법의 정의를 내릴 필

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계행정법이란 ‘세계행정주체의 책임성

(accountability)에 향을 미치는 체계, 원리, 실제, 이를 지지하는 사회적 이

해를 의미하며, 특히 행정이 투명성, 참여, 이유제시,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

하는 것을 확보하고, 세계행정이 만드는 규칙 내지 결정에 해서 효과적인 

심사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분야14)’라는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세계행정법 논의가 태동한 취지에 부합해 보인다.

Ⅱ. ‘세계행정’의 의의 및 범위

세계행정법의 일반적 정의를 위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행정법의 

상이 되는 ‘세계행정’(Global Administration)의 의의 내지 범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사실 국내행정법 논의에 있어서도 ‘행정’이라는 개념을 명

확히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개념 

13) 류병운, 앞 논문, 243면.
14)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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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세계행정법 논의에 있어서도 그 

상이 되는 세계행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법에서와 같은 통일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의 존재가 희

박한 세계행정의 역에서는 입법과 사법을 배제하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측면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의 부존재로 인하여 세계행정법의 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규제기관

들은 전반적으로 특정한 결정 또는 규칙제정행위 등을 통하여 공법학자들이 

행정적 성격을 띤다고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해결 기능을 제외하고 이른바 ‘세계

협치’(global governance) 분야에서 세계기관 내지 제도(global institution or 

regime)가 수행하고 있는 규칙제정행위, 상충하는 이해 사이에서의 행정재결

(처분), 기타 형태의 규제적 내지 행정적 결정을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로 보

아 이를 ‘세계행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세계행정법을 주창하는 논자들의 

체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15)16)

15)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 p. 17, Benedict Kingsbury, Nico Krisch, Richard B. 
Stewart & Jonathan B. Wiener, Foreword: Global Governance as Administration- 
National And Transnational Approaches to Global Administrative Law,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p. 3.

16) 세계행정법의 논의에서 세계기관(Global Institution), 세계규칙(Global Rules) 등의 

용어는 종래 통용되던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내지 국제규범

(International Norm)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체적으로 

세계기관이라는 용어는 세계행정의 주체가 되는 국제기구 및 그 부속기관을 포

함하여, 비공식적․다국적 네트워크, 정부-사인 혼합체,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기구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전통적인 행정법은 ‘국가’ 내에

서의 행정작용과 이에 한 규율을 전제로 하고, 만약 국제적인 의무가 문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그 내용이 국내법을 매개로 이에 반 되어 규율되게 된다. 
그러나 세계행정의 차원에서는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사적 당

사자에게까지 향을 미치는 세계규칙(Global Rules)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세계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물론 세계규칙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국제법

의 법원인 조약 내지 협정, 국제관습법, 보편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포

함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조약 내지 협정들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기

관들이 만들어내는 규율(discipline),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등도 넓게는 세

계규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세계행정법을 주창하는 논자들의 시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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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교개념

1. 국제행정법

국제적 이슈들이 늘어나고 이에 관한 초국가적 국제기구들이 생겨나기 시

작하면서 개별국가들의 공동 이해와 가치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공

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또는 규범적 구속력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법 아래 초국가적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적용되는 행정법을 ‘국제행정

법’이라고 한다.17) 국제행정법의 표적인 예로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를 

둘러싼 법적인 제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WTO는 WTO분쟁해결기구를 두

어 WTO-GATT규범을 명실상부한 법으로 하여 국가 간 및 세계무역의 정책

조정의 장을 마련하고, 특히 WTO 상소기구를 통해 각종 통고제도 및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WTO의 초국가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 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행정법은 초국가적 국제기구의 존재를 어느 정도 전제

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조약 등에 근거한 국제기구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율 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 내지 상정하고 있는 행정작용 측면에서 상당

히 제한적인 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세계행정법은 보다 더 폭넓은 유형의 

‘세계행정’을 그 규율 상으로 하고, 행정작용의 주체 및 그 상도 국제행

정법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국제행정법과 개념상 비교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제행정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보완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행정법

로 보인다. Sabino Cassese, Global Standard For National Administrative Procedure,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p. 121.

17) 류병운, 앞 논문,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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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행정법과의 비교는 전통적인 국내행정과 구분되는 세계행정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

한 국내공법으로 정의되는 국내행정법은, 위와 같은 정의에서 볼 수 있는바

와 같이 ‘행정’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데, ‘행정’의 개념에 관한 여러 가

지 견해 중에는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하는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존재한다18). 그만큼 행정작용이 다양

하여 행정작용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증인데, 그나마 권력분립

을 기초로 하는 현 국가에 있어서는 입법과 사법의 기능이 뚜렷하게 분리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정의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국내행정

이 세계행정과 일반적으로 다른 점인바, 세계행정에 있어서는 EU와 같이 국

가 간의 결합체가 입법기구와 사법기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부분의 경우 행정과 독립되어 있는 입법 및 사법기관이 결여되어 있는 상

황이 많기 때문에 행정의 개념 내지 범위가 국내행정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행정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 국내법에

서 입법과 사법(재결)에 해당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행정과 독립되어 있는 입법 및 사법기관의 결여는 세계행정법

의 주요 관심 상 내지 규율범위와도 연관되는데, 입법기구의 부재는 다양한 

규율범위를 가지는 실체법의 빈곤을 가져오고, 사법기관의 결여는 쟁송과 관

련된 쟁송법의 발달을 저해하여 자연스럽게 초기 세계행정법의 관심은 행정

절차에 관한 법, 즉 세계행정에 참여하는 주체 및 객체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이 글에서 세계행정법을 개관함과 동시에 

세계행정법의 행정절차와 불복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도 이러

한 세계행정의 특성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논하는 

불복제도도 국내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법과는 다소 그 차원을 달리하고, 세

계행정작용에 의하여 향을 받는 국가, 국민, 단체 등이 그 작용에 불복할 

수 있는 일종의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절차에 

포섭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8)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7, 박 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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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행정법의 필요성 

Ⅰ. 일반론

세계행정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므로, 

세계행정법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종래의 법개념 내지 그 변용

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종래 행정법의 관심 및 연구 상은 각국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맞추어 국내적 행정행위, 행정절차, 행정쟁송 등에 관한 것에 머물러

왔고, 행정법이론 뿐만 아니라 개별 행정 분야 및 법령에 관한 고찰도 국내 

실정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다. 한편 국제법 분야도 법 이론의 발전 및 

국제재판소들의 판결례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국제공법 분야에 한 논의의 

깊이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조약 등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및 이를 구성하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

야로서 세계화 된 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다기한 규제 및 이에 

한 실체법․절차법적 규율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행정법을 주창하는 논자들은 위와 같은 현실과 규범과의 간극을 좁히

고, 자칫 파편화되기 쉬운 역외 행정 분야에 하여 이론적 체계를 부여함으

로써, 그것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법 원리를 도출하고, 이 분야의 행

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용어상으로도 세

계행정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국제법상 활동주체인 국제기구 및 국가 뿐만 아

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공식적 정부 간 네트워크, 세계규칙 내지 

국제규범을 추구하며 활동하는 정부기관, 공․사가 혼합된 형태의 기구, 순수

한 사적기구 등 비국가인 주체가 행정의 주된 주체로 부상하므로, 종래 ‘국

제’(international)라는 용어보다 위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세계’(global)이라

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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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판론

한편 세계행정법 개념에 하여는 행정법이 기본적으로 서구의 논의구조

이고 서구의 이해관계를 변하는 것이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불리한 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사법 역에서의 세계행정법의 발전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절차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세계행정법의 개념 및 발전 자

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견해가 있다.21) 이 견해는 서구의 행정법 체

계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바탕으로 한 적정절차의 원리를 널리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이라거나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 같은 태양과 

범위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22) 더구나 서구의 법체계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인권의 역으로 포섭하는 것이나, 이른바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의 원리를 수용하고 전파하는 것은 이를 계수하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하여 경제적 세계화, 자유화 등을 주입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

한 도구가 되며, 개발도상국은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

역협정에서의 불리한 조항처럼 감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수용 내지 

이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23) 또한 초국가적 협치 체계나 인권조약의 출현

19) Benedict Kingsbury et al, Foreword: Global Governance as Administration- National 
And Transnational Approaches to Global Administrative Law,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p. 5.

20) 반면 용어의 측면에서 ‘global' 이라는 단어와 ’international'이라는 단어는 상 적

인 것이어서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견해

도 있다. Matthias Ruffet et al,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Springer, 
2011, p. 18-22.

21) 이러한 시각을 나타내는 문헌으로 Carol Harlow,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Quest for Principles and Values,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1, B. S. Chimni, Cooption and Resistance: Two Faces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IILJ Working Paper 2005/16, Global Administrative Law Series, Francesca 
Spagnuolo, Diversity and Pluralism in Earth System Governance: What Role for 
Global Administrative Law?, Amsterdam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4 December, 2009 등.

22) Carol Harlow, 앞 논문,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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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국가적인 재판소나 WTO의 분쟁해결패널과 같은 사법적 성격의 기구

들의 성장으로 이루어져 세계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이들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른바 ‘사법통치’나 ‘재판관에 의한 정부’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법적인 수단들은 국가나 다국적기업 내지 부유한 개인

들에 편중되어 이용되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24)

Ⅲ. 검토

위와 같은 비판론은 세계화에 한 비판적 시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힘 있는 국가들의 선진법제가 세계행정법의 주요원리를 구성

하고, 이것이 기존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행정법이 서구의 신자유주

의 이념 내지 제도를 다른 역의 국가에 주입하는 도구가 된다는 측면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세계행정법이라는 개념도 양면성을 내포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측면과 함께 세계행정법은 세계행정의 

역에서 힘이 약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정보에 접

근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갖춘 결정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세계기관의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비교적 

발달되고 확립된 법제로부터 만들어진 법원리들은 정치적 향력에 따라 좌

우되는 세계적 규제 분야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진하고, 이해당사자

들에 한 절차적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행정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

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세계행정법의 역에서 사법적 성격의 기구가 성

장하는 것은 세계행정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해

23) Carol Harlow, 앞 논문, p. 211.
24) Carol Harlow, 위 논문, p. 21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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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판론은 위와 같은 사법적 시스템이 결국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나 다국적 기업, 부유한 개인 등에 편중되어 이용되는 경향을 지적하나, 

아래에서 고찰하는 실제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다양한 NGO들의 

역할이 증 함에 따라 상 적으로 약소한 국가 내지 개인 또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위 

경향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용되는 공통의 법 원리를 모색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자 하는 세계행정법의 논의가 반드시 서구사회의 가치를 

변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25) 관건은 그 논의에 있어서 개별 국가 내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약소한 힘을 가진 구성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다원주의 내

지 다양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26) 비판론이 우

려하는 점으로 인하여 세계행정법 논의의 필요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5) 1959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법률가 회’에서는 미계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53개 국가에서 온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의 원리를 

사회 민주적 정치적 의제의 중심에 두는 내용의 선언을 하 는데, 이는 ‘좋은 협

치’(good governance)의 의제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Carol Harlow, 앞 논문, p. 197. 
이는 서구사회에서 먼저 발달한 법의 원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구사회의 가

치를 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보편적 가치로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26) 다원주의 내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y, 

세계기관은 필요한 결정이 지역적인 수준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범위

와 효과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것) ②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국가 내지 규제자들 

간에 협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③ 혼성참여(hybrid participation, 다양한 공

동체 내지 법문화의 표성을 인정하여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의 3가지를 드는 

견해로, Spagnuolo, 앞 논문, p. 9-13.



- 16 -

제4절 세계행정법의 구조

Ⅰ. 세계행정의 5가지 유형27)

1. 국제기구에 의한 행정

이는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공식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에 의한 행정을 일

컫는 것으로, 국제행정법 단계에서도 일부 상정하고 있던 전통적인 행정작용

이며, 국제기구는 여전히 세계행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정의 주체이다. 그 

표적인 예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정국가, 심지어 국제 평화에 위협을 

주는 자로 지정된 특정한 개인에게도 제재의 형태로 구속적 결의를 할 수 

있고, UN 고등난민판무관은 난민지위를 결정하거나 각국의 난민촌을 관리하

는 등의 수많은 규제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

계적인 보건위험을 평가하고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특정한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의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28) 

2.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행정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행정은 국제기구에 의한 행정과는 조적으로, 

27) 이는 세계행정법의 행정조직에 관한 논의로서, 그 유형적 분류는 견해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이 부분이  논문의 주요한 논의 상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0-23의 분류를 따라 간략히 서술한다. 한편 세계행정법과 EU행정법의 행정조직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글로는 Edoardo Chiti, EU and Glob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EU Administrative Law-Relationship, 
Legal Issues and Comparison, Springer, 2011, p. 13-40.

28)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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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공식적인 결정구조의 결여 및 국가의 규제자들 사이의 비공식

적인 협력의 지배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필수적이지는 않

지만 통상 수평적인 형태의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표적

인 예로 각국의 중앙은행의 장들이 모여서 구성된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를 들 수 있는데, 위 위원회의 경우 조약의 틀 바깥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같은 정책적 문제에 관하여 서로 조정할 수 있다. 그 결

과 나온 합의(agreement)는 법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효과적

인 경우가 많다. 다른 예로 WTO법이 행사하는 회원국 간 규제나 결정에 관

한 상호인정에 한 압박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한 국가의 규제

적 행위가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있어서 향력을 가지게 됨을 통하

여 강력한 형태의 수평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29) 

3. 국내 규제자에 의한 행정(분산된 행정 내지 간접행정)

이는 국내 규제기관이 세계행정의 역에서 그 일부분으로 활동하는 유형

을 말하는데, 한 국가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상

황에서 역외(域外)적 규제관할권 행사를 통해 실행된다. 때때로 위와 같은 

국내적 규제는 WTO 상소기구가 1998년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 사례(이하 ‘Shrimp/Turtle 사례’라고 

칭하기로 한다)에서 설시했듯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실체적 한계 내지 절차적 

요구에 따르게 된다.30) 설령 즉각적인 역외적 효과가 없는 국내 행정이라고 

29)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1.
30) 1989년 미국이 바다거북에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어로행위를 한 국가들로부터 

새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계기로, 수입금지조치의 상이 된 

국가들이 위와 같은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제1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기초하

여 WTO 상소기구에 제소한 사건이다. WTO 상소기구는 이 사건에서 미국이 국

내법령을 WTO 회원국 사이에서 임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하는 방

법으로 적용하 다고 설시하 다. 또한 미국법령 상 국무부의 해양보존사무소와 

국가해양수산서비스의 인증절차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절차가 아니고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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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특히 그것이 국제제도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세계행정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면 종다양성 보존이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내적 환

경 규제는 단지 국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계행정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편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

한 국제환경법의 이행에 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정부 내지 

공적 역과도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특정한 국내 규제자들 사이에서 기준

이나 인증에 한 상호인정의 조정은 비록 그 상호인정에 이르는 접근법은 

다양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소위 분산된 행정 내지 간접행정(distributed 

administration)의 특질을 지니게 된다.31)

4. 정부-사인 혼합체에 의한 행정

이는 사적 역의 행위자와 정부기관의 행위자가 결합된 형태의 조직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점점 중요성을 가지게 된 유형이다. 그 예로서 국제식

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ion)를 들 수 있는데, 각국 정부의 

표자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행위자들도 비중 있게 참여

하여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식품안전에 한 기준을 채택하는 기구이다. 여

기서 설정된 기준들은 WTO법 하에서 위생과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 협정)을 통하여 강제적인 효과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 주소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Internet 

조사와 인증에 의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신청국에게 청문권이나 반 주장에 답

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인증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서면화된 

이유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증신청에 한 거부에 하여 심사하거나 불

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 사안을 국내 

행정절차에 한 세계규칙에 의한 통제의 관점에서 설명한 문헌으로 Sabino 
Cassese, Global Standard For National Administrative Procedure,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p. 109.

31)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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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의 경우에는 원래 비정부적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개

혁을 통하여 위 기구에 설치된 정부적 성격을 띤 권고 위원회를 통하여 상

당한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표들을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성격을 가

지게 되었다. 정부-사인 혼합체에 있어서는 국내적․국제적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정부기관의 행위자들이 업비밀과 같은 상충하는 의무를 가진 사적 

행위자들과 함께 하나의 행정조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존재한

다는 견해가 있다.32) 

5. 사적기구에 의한 행정

세계행정의 역에서는 국제기구, 국가 내지 정부적인 요소가 배제된 순

수하게 사적인 주체들에 의하여 많은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은 세계행정법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주제이다. 표적인 예로 국제표준기

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SO)는 각국의 국가표준기구

(National Standards Bodies, NSB)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로서, 전 세계에 걸

친 제품과 공정 관련 규칙을 아우르는 표준을 채택한다.33) ISO는 그 결정 

자체가 주요한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WTO와 같이 조약에 근거

한 주체들에 의한 규제결정에 활용됨으로써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신

용장 시스템에 관한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state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나 스포츠 의류생산에 관한 공정노동 

협회(Fair Labor Association) 등 경제단체들 역시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규칙

32)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2.
33) 한편, ISO에는 국가별로 하나씩의 NSB만 가입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NSB가 

부분 사적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NSB는 상당수가 정부

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ISO를 순수한 사적기구가 아닌 정부-사인 혼합

체(hybrid)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Kindle Locations 6335-6349). IRPA-IILJ. Kindl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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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규제제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해 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는 금지약물의 

복용의심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적법절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정점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라는 심사시스템이다.34) 세계반도핑기구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감

사기구로 구성된 전형적인 사적기구의 성격을 가지지만, 금지약물의 예방 및 

처벌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공․사법 구별이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적 성격을 띤 조직의 

행위에 하여 공법적인 규율을 하는 것은 다분히 생소한 것이다. 국내법적

으로는 사적단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의 명시적 위임에 의하여 공적인 권한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하여 공법적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취급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사법의 이분법적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경향이 있을뿐더러, 세계행정의 역에서는 특정분야에 

관한 공식적인 공적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예를 든 사적기

관이 불가피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공적기능 수행에 의하여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관련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세계행정의 역에 포함시켜 공법적 규율의 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법적 규율의 상이 되는 공적기능 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이다.

Ⅱ. 세계행정의 대상

행정의 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내행정법은 개인이나 단체 등 사적

당사자를, 전통적인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개별국가를 주된 상으

34)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2-23.



- 21 -

로 상정한다. 그런데 세계행정법 논의에 있어서 행정의 상에는 전통적인 

국제법 관념에서의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NGO, 회사 등 사적당사자도 

널리 포함된다. 

세계행정에 의하여 향을 받는 개인 등 사적당사자의 모습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세계행정이 직접적으로는 개별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개인 등 사적당사자를 위 의무에 따라 규제하

는 것이다. 세계행정은 국가가 사적당사자를 세계규칙 내지 국제규범에 맞게 

규제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환경 분야 내지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예들을 찾

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EU 내지 유럽의 행정 역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된 ‘다층적 협치’(multi-level governance)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35) 다만 

위와 같은 세계행정의 구조는 전통적인 국제법 및 국내행정법의 규율 상이 

혼합되어 간접적으로 세계행정이 개인 등 사적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고, 사적당사자는 국가의 이행조치 단계에서 비로소 등장

을 하게 된다. 

본격적인 세계행정법의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세계행정이 그 매개체로

서 국가나 정부 등의 행동에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 회사 등 사적당사자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예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

한 온실가스 감축계획(CDM project)이나, UN고등난민판무관(UNHCR)의 난

민 지위에 관한 결정 등을 들 수 있고,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경우에 있

어서도 부분의 표준이 사적 회사에 의한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36)

때로는 세계행정도 전통적인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직접 그 규율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표적인 예가 ‘선한 통치’(good governance)

나 ‘법의 지배’, 또는 환경 향평가를 비롯한 ‘환경적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한 원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규정이다. 또한 국제안보와 같

35)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4.
36)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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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의 행위가 직접 다른 나라를 향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지만, 최근의 예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서마저 일종의 ‘사화

(privat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은 많이 퇴색되고 있

다고 할 것이다.37)

앞서 살펴본 세계행정의 유형 논의와 종합하여 보면, 세계행정의 역에

서 개인, NGO 및 회사 등 사적당사자는 행정의 주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

라 상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는 사적당사자에 

한 행정 내지 규제가 더 이상 국내적 역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부분 초국

가적, 세계적 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행정의 역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연구하는 것에 세계행정법 논의의 

의의가 있으며, 이는 뒤에서 볼 적정절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Ⅲ. 세계행정법의 법원(Source)

세계행정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국제법의 규율 상인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 등 사적당사자를 세계행정 역에서의 주요한 구성원 내

지 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기존에 국제규범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원리

로서 작용하 던 국가 동의 중심(state consent-centered)의 사고는 세계행정법

에서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세계

행정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여부에 하여 의문을 

제기한다.38)

사실 세계행정법의 법원 내지 세계행정법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현재까지 명쾌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세계행정법을 주창하는 논자 

37)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4-25.

38) Ming-Sung Kuo, The Concept of 'Law'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A Reply to 
Benedict Kingsbu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4. p. 
99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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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세계행정법에서 말하는 ‘법’의 개념에 ‘공법에 내재한 것으로 일반적

으로 이해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실체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행정법의 원리인 적법성, 합리성, 비례성 등을 포함하는 것으

로 구성하는 견해가 있다.39)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모

호성 때문에 세계행정법에 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

가 세계행정법이 법의 역(law)에 있는지 비법(non-law)의 역에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게 한다.40)

살피건  세계행정의 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기

존에 국제관계에서 규범으로 삼아왔던 법원들을 세계행정법의 인식근거로 

39) Benedict Kingsbury, The Concept of 'Law'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1, 2009, p. 31-33. Kingsbury는 이 글에

서 국의 법철학자 H.L.A. Hart의 실증주의적 법개념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공공성(Publicness)'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40) Kingsbury는 세계행정법의 법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① 세계행

정법 또한 전통적인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법원, 즉 조약, 국제관습법, 
보편적으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그 인식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은 

기본적으로 조약당사국에 적용이 될 뿐이지 세계행정이 상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에게 바로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고, 국제관습은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아직도 그 요건으로 국가의 행위가 필요하여 세계행정의 주

체인 비국가적 주체들에 의하여 형성되기 어려우며, 법의 일반원칙은 높은 수준

의 수렴성에 기반한 규범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 많지 않다. ② 국내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법원이 세계행정주체가 자국민

의 지위에 직접 향을 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고 교정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세계행정에 있어서의 국내법의 법원성을 부인

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경우에 국내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경우 복잡다기한 세계

행정주체가 모두 절차적, 실체적 국내법적 통제를 받게 됨으로 인해 효과적인 규

제나 보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③ 조약을 일반적인 

법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의 적용에 있어

서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그들이 권한을 수여하는 각 기구 내지 주체들에 하여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하는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도록 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국가 외의 세계행정유형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법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행정의 법원은 전통적인 국제공법의 법원 및 국

내법 등 여러 가지 차원을 두루 향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

라 그 법원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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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세계행정법의 법원을 지칭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세계규칙’(Global Rules)을 상정하고 세계규칙의 개념 안에 전

통적인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내지 협정, 국제관습법, 보편적으로 승인된 법

의 일반원칙을 포함시키는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에 그치지 않고 조

약 내지 협정들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기관들이 만들어내는 규율

(discipline),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등도 넓게는 세계규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1) 다만, 세계규칙의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실제적 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는 세계행정법 논의의 발전에 따라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뒤에서 본격

적으로 검토할 적정절차의 보장 또한 민주적 요소가 결여될 수 있는 세계규

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 방안임은 물론이다.

41) 앞 각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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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세계행정법에서의 적정절차의 의의

Ⅰ. 논의의 필요성

세계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입법기구 내지 사법기관의 결

여라는 실제적 특성과 함께, 세계행정법에 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이유로 초기 세계행정법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행정절차

에 관한 법, 즉 세계행정에 참여하는 주체 및 객체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하는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세계행정의 주체 및 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선거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작용에 의하여 향을 받는 상을 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

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행정의 역

에서는 통일적이고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사법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서, 행정작용에 의하여 불리한 향을 받는 상이 사후에 이를 사법절차에 

호소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행정의 역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하

고, 이에 한 의견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의 이유를 제시받고, 

이에 근거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Ⅱ. 적정절차 보장의 기능

적정절차 내지 참여권 보장의 기능으로는 정당성부여 기능, 협력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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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42) 먼저 정당성 부여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은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세계행정의 주체 내지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은 위와 같은 태생적인 흠을 보완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세계행정의 주체 입장에서는 행정결정과정에서 절차적 보장은 결

정 이후 이해당사자에 의한 결정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 또한 적정절차의 실현을 통해 절차 참여자들이 세계행정에 참여하고 결

정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행정을 더욱 능률화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장 기본

이 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적정절차의 보장은 참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사전에 접근하여 행정절

차 중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고, 세계행정의 주체가 부기한 이

유에 따라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 정당성 부여기능과 관련하여, 세계행정절차에의 사적 당사자

(private parties)의 참여가 세계규칙(global rules)의 이행에 있어서 도구적 기

능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43) 즉, 세계기관이 개별 정부에 하여 세계 규칙

의 준수를 요구하기에는 위 기관 자체가 개별 국가에 그 정당성을 의존하고 

있고, 별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것도 아니어서 정당성을 보충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사적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통하여 보충한다는 것이다. 세계 

기관의 입장에서 국내적 차원에서의 세계 규칙 준수를 담보할 통제 메커니

즘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정부로 하여금 사적 당사자에게 청문 등 

참여의 기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세계기관은 국내적 수준에서 위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통해 세계 규칙의 국내적 준수를 담

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 볼 절차의 향유주체에 따른 3단 구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분석이 아닐 수 없다.44)

42) Sabino Cassese, A Global Due Process of Law?,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Hart, 2011, p. 53-54.

43)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56-58.
44) 아래 제2장 제3절 ‘세계행정법에서의 적정절차 향유의 주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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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적정절차원리의 적용범위

이른바 ‘세계행정’의 의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세계기관 내지 세계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규칙제정행위, 상충하는 이해 사이에서의 행정재결(처분), 기

타 형태의 규제적 내지 행정적 결정을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로 보아 이를  

‘세계행정’(global administration)으로 파악하는 것이 세계행정법을 주창하는 

논자들의 체적인 견해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정절차의 원리

가 절차적 보장 측면에서 세계행정법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라고 본다면, 세

계행정의 의의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전체에 걸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세계행정의 주체, 

특히 국제기구들이 행정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조달계약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45) 가령 UN과 같이 규모가 큰 국제기구

의 경우 이른바 조달행정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규모도 엄청난데, 

이 경우에도 투명성 등의 절차적 원리와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 다가 계약

에 실패한 자 등에 한 통지 및 이유제시의무, 조달행정 자체에 한 심사 

및 불복기능 수행 등 절차적 보장의 내용이 내부규정을 통해 규정되고 또한 

이에 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46) 또한 WTO 차원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lobal Procurement)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위 협정은 

조달행정의 상 방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특

45) 적정절차의 원리가 전형적인 형태의 행정행위(처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제정절차와 심지어 행정조달 및 계약의 이행부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는 견해로, Sérvulo Correia, Administrative Due or Fair Process: Different Paths in 
the Evolutionary Formation of a Global Principle and a Global Right,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Hart, 2011, p. 357.

46)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 20038 이하). IRPA-IILJ. Kindle 
Edition, UN, UN Procurement Manual, March 2010 (updated 1 November 2011) 
(http://www.un.org/depts/ptd/manual.html)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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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위 협정 제20조에서 국가의 행정 결정에 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Ⅳ. 미국과 EU의 적정절차

1. 개설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이른바 세계규칙 및 세계기관 

내․외부의 독립적인 심사기구의 결정례 등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적정절차의 내용에 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고, 세계행정의 유형 별로 일관

성도 결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에 한 고찰을 통해 파편적으로 확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적정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법이나 판례에서 다

루고 있는 절차보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적인 불복절

차 내지 심사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분야가 많은 등 그 절차적 보장의 수준

은 각국 내부의 보장 수준에 비하여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세계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국적 내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세계행정법의 형성에 미국, EU 등 선진 국가들의 

법제 내지 법원리가 지 한 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정절차에 관하여 미국과 EU의 법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행정법

의 적정절차의 주요원리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미국의 행정절차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계행정법에 관한 논의가 미국에서 시작되어 연구되

고 있기 때문에,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논의 역시 미의 보통법

(common law) 환경에서의 ‘due process law’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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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으로 보인다.47) 또한 미국은 연방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연방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의 관계, 연방법 내지 연

방의 행정에 향을 받는 개별 주 소속 시민들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

어져 왔으므로, 세계행정법의 여러 가지 국면에 따른 절차법적 논의들을 함

에 있어서 미국의 행정절차를 그 모델로 삼을 가치는 충분하다.48)

특히 미국은 1946년 성문화된 법으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행정절차법이 시

행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  후반 공황을 거치면서 Franklin D. 

Roosevelt 통령 재임 시절 뉴딜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각종 

규제기관이 다수 생겨났고, 위 규제기관들의 무분별한 권한 확장, 권한 남용

에 한 우려로 인해 그 규제절차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하 다.

물론 미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도 연방헌법 수정 제5조와 제14

조의 적법절차조항 및 판례법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한 규율이 이루어져왔

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는 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보호가 철저하

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기관별로 절차가 상이하여 통일성 및 예

측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행정절차법은 위 수정헌법에 규

정된 적법절차 원리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미국 연방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정식 재결절차(formal adjudication), 비정식 규칙제정

절차(informal rulemaking) 및 정식 규칙제정절차(formal rulemaking)의 3가지 

47) Jaime Rodrìguez-Arana muñoz, Approach to the Principl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Global Administrative Law Towards a Lex Administrativa, 2010, Cameron May, 
p. 39는 행정법에 한 세계화의 향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연구들이 어권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48) Jaime Rodrìguez-Arana muñoz는 위 글에서 ‘세계행정법은 미국이 독립규제기관

(independent agency) 시스템을 채택한 것과 미국의 연방주의 하에 주들의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앞 논문, p. 47, 이는 미국이 독립규

제기관을 규율할 필요성에서 통일행정절차법을 마련한 것과 미국의 연방제도 하

에서 연방-주-개인 간의 구조에 한 규율을 세계행정 역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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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입법하 다.49) 재결은 처분 형성을 위한 행정청의 절차를 말하는 것

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에 의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

한 후에 기록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된 때에 정식 재결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식 재결절차는 그 내용상 사법절차와 상당히 유사하고, 

교호심문과 구두심리를 거쳐서 독립적인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stice)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결절차와 달리 규칙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한 법

적 결과를 미리 정해 두고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이다.50) 비

정식 규칙제정절차는 의회의 입법절차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관계인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판사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정식 규칙제정절차에서는 행정청이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규

칙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적 분쟁의 해결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법률에 의하여 행정청의 청문 기회부

여 이후에 기록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식 규칙

제정절차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정식 규칙제정절차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규칙제정에는 청문이 생략되는데 규칙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므로 일일이 구술 청문을 하고 그에 한 결정을 한 후 이를 규칙에 

반 시키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51)

아울러 미국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한 행정통제의 방

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통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도 아울

49) 김광수, 미국행정절차법 연구 -미국 행정법상 절차적 권리의 유효사거리에 관하

여-, 행정법연구, 2004년 하반기, 283면
50) 미국연방행정절차법에서의 규칙이라 함은 ‘법률 또는 정책을 집행, 해석 및 구체

화하기 위하여 혹은 행정청의 조직, 절차 및 실무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지

는 행정청 의사표시의 전부 혹은 일부로서, 일반적 혹은 특정한 적용범위를 가지

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요금, 임금, 법인이나 

경 조직 및 그 재조직 그리고 가격, 시설, 설비, 역무 및 그에 한 가 또는 

이들 행위에 수반되는 평가, 비용, 회계 혹은 실무에 관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장

래에 하여 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광수,  앞 논문, 293면
51) 김광수, 앞 논문,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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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도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하여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에 한 

것인데, 이에 관한 심사 상, 원고적격, 심사가능성, 사건성숙성 등의 논점에 

해서는 행정법이론과 연방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은 행정절차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종래 수정헌법조항 및 

이에 따른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왔으나, 실정법률인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 

이후에는 주로 위 법률과 이에 한 해석을 다룬 판결례들에 의하여 보다 

통일적이고 예측가능 한 규율을 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연방

행정절차법 제3조에 정보접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었으나, 정보공개 

여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주어 사실상 정보비공

개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66년 위 행정절

차법 조항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확립, 발전시켜 오고 있다.52)

3. EU의 행정절차법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행정법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이를 

구성하는 사인들에 해 법적 규율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작용으로서 

개별 국가에서의 행정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53) 그런데 EU 행정법은 

개별국가의 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시에 EU라는 초국가적 조직과 회원국, 

회원국 내 시민 간의 복잡다기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분

석한 적정절차 향유 주체에 따른 3단 구조를 띠는 세계행정법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어 세계행정법과 그 적정절차를 연구하기 위하여 EU법의 모습을 

살펴 볼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54)

52) 미국 정보공개법제에 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경건,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개관, 서울법학 제15권 제1호, 2007. 8., 115-154면
53) 이희정, EU 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473면
54) 이희정, 앞 논문 475면 이하에서는 Hewig C, H, Hofmann, Alexander H, Tür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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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절차법은 미국 연방행정절차법과는 달리 행정절차에 관한 통일된 

실정법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고, EC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EU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등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U의 명령

(regulations)이나 지침(Directives), 유럽법원의 판례법 등에 의하여 형성, 발

전하여 왔다. 특히 위 EU기본권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을 요구할 권리의 내용으로서 ‘침해적인 조치가 내려지기 전

에 청문을 받을 권리, 신뢰보호 및 직업․ 업상 비밀의 정당한 이익보호 하

에서 자기관련 문서에의 접근권, 행정의 이유제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 사실상 EU 법에서의 적정절차에 관한 기본권적 선언을 함과 동시

에, 행정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55)

EU 행정절차법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정식재결절차와는 달리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전문화된 관료가 법집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를 받

은 자에게 결과를 제시하며, 청문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담당한 관료가 청문

도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교호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56) 또한 EU법

논의를 인용하여 EU법 집행을 위한 방식에 있어서 이를 ① 간접집행(Indirect 
Execution or Decentralized Execution), ② 상향식 통합행정(Bottom-up Mechanism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③ 하향식 통합행정(Top-down Mechanism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④ 직접집행(Direct Execution)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뒤

에서 고찰할 세계행정의 3단 구조와 연결되는 것으로, 특히 EU에서도 EU 집행

기관이 EU조약에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별국가의 행정기관과의 관계없이 

직접 법을 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은 세계행정에 있어서 세계기관이 개

인, NGO 등 사적당사자에 하여 직접 향을 끼치는 행정작용을 하고, 이에 따

른 절차적 보장도 사적당사자가 직접 세계행정기관에 하여 향유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55) 청문을 받을 권리는 이미 유럽법원의 판례를 통해 EU법의 일반원리로 인정되고 

있었는바, EU법상 명문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행정절차를 통해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청문권은 행정청에 해 정보제공을 청구할 권리

를 포함하며, 반드시 구두에 의한 청문일 필요는 없으나 자기에게 이해관계 있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에 의해 제시된 사실관계에 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

를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타 EU법 상 좋은 행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장경

원, EU법 상 좋은 행정의 의미, 행정법연구 제25호, 286면 이하
56) 이희정, 앞 논문, 477-478면 



- 33 -

원의 판례들은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에 한 절차적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처분 절차에서의 청문권은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조약, 명령 또는 지침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행정입법과정에서의 참여 또는 

의견청취에 해서는 조약 등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권리를 인정한다.57) 이

는 규칙제정행위에 하여 일반적으로 비정식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많은 

경우에 청문이 생략되는 미국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4. 소결

미국과 EU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율을 살펴보면 관련 법제의 형성과정, 

서로 다른 행정의 구조 등에 기인한 차이점도 있지만, 행정절차의 원리적 요

소 및 주요한 내용에 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양자는 비록 행정절차에 관한 통일된 실정법규의 존재여부, 행정절차의 분류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개별내용에 있어서는 청문절차, 이유

제시절차, 정보공개절차, 불복절차의 필요성에 하여 판결례나 제 규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원리로 인정하고 있음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또 세계행정의 

개념에 포섭되는 행정처분절차 및 규칙제정절차와 관련하여, 규칙제정절차의 

경우 상 적으로 완화된 절차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계행정 역에서의 적정절차에 관한 논의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보편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7) 이희정, 앞 논문,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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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행정법에서의 적정절차의 주요원리 및 내용

Ⅰ. 개설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논의가 미국과 EU 등 선진법제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절차적 규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세계행정에서의 적정절차를 실현하는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절차, 의견

청취절차, 이유제시절차, 불복절차 등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4가지 적정절차의 내용을 포괄하는 적정절차의 주요원리로서 참여

(Particip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원리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래에서 서술하는 적정절차의 주요내용인 의견청취절차, 이유제시절차, 

불복절차 등은 모두 세계행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그 본질로 한

다. 그리고 그 참여의 전제로서,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절차 내지 필요한 정

보에의 투명한 접근 여부는 참여에 비견할 만한 필수적인 원리로서, 투명성

은 적정절차의 내용 중 정보공개절차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와 투

명성은 책임성(accounta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제고할 수 있는 헌법적 

원칙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58)

Ⅱ. 적정절차의 주요원리

 1. 참여

적정절차의 주요원리로서의 ‘참여’는 세계행정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세계

58) Sérvulo Correia, Administrative Due or Fair Process: Different Paths in the 
Evolutionary Formation of a Global Principle and a Global Right,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2011, Hart, 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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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논의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세계행정이 행하는 규제 내

지 그 규제의 근거가 되는 규범은 부분 국내적 관점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에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조약에 의해서 탄생한 세계기관이 그 자

체적인 규범에 따라 규제를 시행할 때, 이로 인해 향을 받는 국가 내지 사

적당사자가 한 일이라고는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약에 한 비

준절차를 행하는 것 정도이고, 이마저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나 다른 국가에 소속된 개인 등 사적당사자에게 향을 미

치는 규제를 행할 때, 규제 자체의 정당성은 항상 도전의 상이 된다. 이러

한 환경에서 세계행정은 행정의 상을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취약성을 

보완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참여라는 화두는 이미 국내행정법에서부터 논의

된 것이지만, 세계행정법에서 참여가 지니는 민주주의적 기능은 국내에서의 

것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다.59)

국내법적 참여와 견주어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참여는 복잡성, 

적용의 광범위성, 다각성(multi-polar)을 그 특질로 한다.60) 복잡성을 나타나

는 예로서, WTO 체계에 있어서 국가로 하여금 사인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

를 부과하는 규칙은, 한편으로는 그 국가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의견을 청취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 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또한 많은 규제제도에 

있어서 참여와 협상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는데, 이 경우 참여과정이 협상과

정을 체하기도 하여서 양자 사이에 구분을 짓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복

잡성과 함께 모호성도 지닌다.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참여권이 행정법원리를 

반 하는 사적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여되기도 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국내

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참여권에 비하여 광범위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행정의 

59) 독일 행정법에 있어서 ‘참여’를 통한 행정법의 구조변화를 논한 문헌으로 박정

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

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 1], 박 사, 
2005, 243-281면, 이 글은 행정법의 구조변화에 있어서 참여의 기능을 민주주의

적 기능, 법치주의적 기능, 사회국가적 기능의 3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60) Sabino Cassese, A Global Due Process of Law?,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Hart, 2011,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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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국내에 비해서 훨씬 많고, 국가와 개인, 국

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와 개인 양자 

간의 관계에서 참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국내 행정에 비하여 그 다각성이 부

각된다.

2. 투명성

절차적 투명성 내지 정보에의 접근 보장은 그 향을 받는 상의 효과적

인 참여권 내지 심사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기초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투명성의 원리는 참여의 전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초국가적 

규제상황 내지 국제관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협상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기밀성이 중시되어 왔고, 이러한 기밀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하여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초국가적 규제의 향이 확 되

고, 세계행정의 상이 개인, NGO 등 사적당사자들에게까지 확 되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전통적인 관념이 모든 경우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오히

려 내부규칙 등 보유정보 내지 의사결정과정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함으

로써 규범 내지 결정의 질을 보장하고, 그 정당성을 제고하며, 부패 등을 방

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위 사적당사자들은 세계기

관 등에 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의 공개 및 공유 등 투명성의 가치를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 하여 세계은행이나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내부 문서에 

한 기밀성을 해제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답하고 있고,61) 식품규격

위원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NGO를 참여하게 하는 등

의 투명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행정 역의 다양한 주

체들, 즉 다국적 네트워크나 정부-사인 혼합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투명성 보장의 정도는 세계행정 주체의 속성에 따

61) 아래 제3장 제3절 ‘정보공개절차- 세계은행의 투명성 개혁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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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물론 그 투명성 보장의 정도는 세계행정 주

체의 속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형식적이고 공개된 법적 행위

를 통해 운 되고, 의사결정이 확립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제

기구 내지 조약에 근거한 제도에서는 초국가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 투명성의 정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62)

Ⅲ. 적정절차의 주요내용

1.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열람․복사․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63) 이를 행정의 이해당

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에의 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정보공개 내지 정보 접근권은 적정절차의 주요원리 중 투

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투명성 내지 정보에의 접근권은 행정

에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결정의 

자료가 되는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야

만 이에 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행정의 역 또한 위와 같은 투명성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고하기 위

62)  Richard B. Stewart, U.S administrative law: A Model for Global Administrative Law?, 68 
L. & CONTEMP. PROBS.(Summer/Autumn 2005), p. 68.

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

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

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

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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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

(WTO) 등 금융,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기구들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아

왔던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들에 하여도 투명성에 

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에 관한 규제네트워크인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나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등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방 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이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들에 하여도 적용되는 환경정보에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

다.64)

2. 의견청취절차

행정의 결정에 하여 그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전통적인 행정법 논의에 있어서도 행정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

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이고, 이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청문(hearing)이라는 절차의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은 이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 처분과 관련한 각종 이해관계들에 한 고려를 

함과 동시에 보다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결정에 한 

이해당사자들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결정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알려주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에 결정에 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결정과정에 반 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세계행정의 역에서도 이러한 의견청취절차가 속속 마련되고 있고, 그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WTO 상소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내 독립적인 분쟁

64)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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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구의 결정례에서 ‘청문권이나 반 주장에 답변할 기회’가 설시되고 있

고,65)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와 같은 국

가 간 기구가 특정 국가에 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가령 위반국가의 목

록을 정함에 있어 비회원국이라도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적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계반도핑규정에도 청문권이 강조되

어 있는 것을 보면 세계행정의 역에서 청문권 내지 의견청취절차가 도입,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6) 

반면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가에 하여 시행하는 제재에 있어서는 

그 제재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내지 단체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

도 아직 사전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아래

의 Kadi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경제제재나 반테러조치의 

상이 된 특정 사람들이 사후에 제한된 형태로 이의하거나 심사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67) 또한 세계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참여가 

반드시 결정에 의해서 직접 향을 받는 개인이나 국가에 한정된 것은 아니

고, 식품규격위원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칙제정이나 기준설정 업무에 

있어서 관련 NGO등을 참여하게 하는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참여권 보장은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유제시절차

이유제시절차는 행정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

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행정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도

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상 방이 처분에 하여 쟁송을 제기하고

자 하는 경우 쟁송제기 여부의 판단 및 쟁송준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68)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미국 및 EU의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확립

65) United States- 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 Case, WTO 
Appellate Body, 1998 등

66) Benedict Kingsbury외 2,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38
67) 아래 제3장 제2절 Ⅰ.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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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절차적 보장 요소이며, 국내 행정정절차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이유제시절차 또한 국내법 상 절차적 보장 요소에 그치지 않고, 세계행정

의 역에서도 점차 그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만 아직 세계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특정 개인에게 직접 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사례는 제한적이다.69) 위 ‘Shrimp/Turtle’사례를 비롯하

여 WTO의 결정례들이 세계행정 역에 있어서 이유제시절차의 중요성에 

하여 설시하고 있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부적이기는 하지만 자금동결 

상이 된 사람들의 목록에 포함된 개인들에 한 정당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제시절차에 한 절차적 보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적기구인 

세계반도핑기구에서는 특정 선수에 한 조치를 할 때 문서화된 이유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규칙제정의 역에 있어서는 바젤위원회 같은 

몇몇 기관이 그들의 결정에 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정초안을 

제공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행정결정에 비하여 

이유제시절차의 보장이 크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70)

4. 불복절차

행정의 상 방이 그 결정에 하여 불복 내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는 절차적 보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나 재판청구권을 기초로 각종 행정쟁송제도가 마련

되어 있어 행정작용에 의해 향을 받은 개인이 이를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

심판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아

직 세계행정의 역에서는 그 절차적 보장이 가장 미약한 부분이 바로 행정

결정에 한 불복 내지 심사제도이다.

6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 사, 2007, 509면.
69)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39
70)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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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사가 깊고 잘 제도화된 국제기구 내지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구

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세계행정의 상 방이 향유하는 심사를 받을 권리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설시한 ‘Shrimp/Turtle’사례에 관한 

WTO 상소기구의 결정은 그 예에 해당하며, 세계은행 조사패널(Inspection 

Panel),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설치 및 역할에는 심사를 받을 권리의 중요성이 

반 되어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유럽인권재판

소 규정 제6조 내지 제13조는 하자 있는 결정에 하여 법원에 불복을 청구

할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71)

그러나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복절차를 향유할 권리에 

한 제도적 보장은 미약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제재결정에 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 설치에 실패하 고, UN고등난민판무

관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감독 기구만 마련하 을 뿐이다.72) 이는 이 분야가 

세계행정법 분야에서 추가적인 발전이 가장 필요한 분야임과 동시에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절 세계행정법에서의 적정절차 향유의 주체

Ⅰ. 개설 - 3단 구조

전통적인 국내 행정법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행정행위에 의해 

향을 받는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세계행정법은 

행정의 주체로서 국제기구 내지 다른 국가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그 구조가 

71)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39-40.

72) Benedict Kingsbury et al, 앞 논문(The Emergence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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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다. 즉, 국가도 적정절차 향유의 주체로서 국

제기구나 다른 국가에 하여 절차적 권리를 향유하며, 국민 또는 NGO 등 

사적 당사자도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하여 절차

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국제기구, 국가, 사적당사자의 3

주체가 절차적 권리 향유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적정절차 보장의 태양에 있

어서도 수직적 보장(국제기구 내지 국가에 한 개인, 국제기구에 한 국가

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수평적 보장(국제기구 간, 국가 간 절차적 권리 보

장)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행정에 있어서 그 절차적 

보장의 구조는 이원적인 것(dyadic)이 아니라 삼원적인 것(triadic)이다.73) 그

리고 위와 같은 구조에서 국제기구 내지 세계기관은 사적당사자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를 매개로 삼아 세계규칙에 따른 적정절차의 보장을 수

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기관은 국내적 차원에서의 

세계규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정부로 하여금 사적 당사자에게 청

문 등 참여의 기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세계기관은 국내적 수준에서 위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적 당사자의 참여

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Ⅱ. 사적 당사자

1. 사적 당사자의 국가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

이는 세계규칙이 국내적 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사적당사자의 참여를 규

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형태의 절차적 보장이다. 예를 

들면, 1992년 6월 3일 경 만들어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0조에 따르면 ‘환경에 관한 

73)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20-21, 이하 적정절차

의 향유주체에 따른 분류는 위 논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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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관련 단계에서 이해관계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때 가장 잘 다

루어질 수 있다. 개인은 정부로부터 제기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적절한 방법

으로 접근할 수 있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뒤이어 1998년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이 체결되어 환경 분

야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중의 참여, 사법에의 접근 등이 규

정되어 참여의 원칙을 설정하 다. 또 다른 예로는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94 GATT) 제6조에서 반덤핑조사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을 규정해 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사적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규정한 세계규칙은 비정부 규제기관에 의한 

규칙에까지도 확장된다.74) 그 예로 세계반덤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세계반덤핑규정에서 모든 국내외 반덤핑기구들에서 준수

해야 할 청문절차 등 절차법적 규정과 원칙들을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2. 사적 당사자의 국제기구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

사적 당사자에 한 세계적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그 규제의 상이 되는 

사적 당사자에 한 참여권 보장을 규정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사적당사자에게 직접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국가만이 국제사회의 활동주체라고 보는 전통

적인 관념을 약화시켰고, 따라서 이 유형의 절차적 보장이 이른바 세계행정

법에서 적정절차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가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IOSCO)

와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

이(인도 뭄바이 Urban Transport Project Case),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불리한 향을 받는 사적 당사자들이 세계은행 조사패널을 통하여 

정책수정에 참여하는 것 등은 세계행정절차에서의 시민 내지 사적 당사자의 

74)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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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현재는 그 사례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세계적 규제의 증가에 따라 사적

당사자의 국제기구에 한 절차법적 보장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

이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행정법이나 국제법의 전통적인 법 역에서 본

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니만큼, 향후 세계행정법의 연구에 있어서 중

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Ⅲ. 국가

1. 국가의 국제기구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

이는 세계규칙에 의하여 국가가 국제기구에 하여 절차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세계규칙은 국제기구로 하여금 개별국가에 

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절차가 실현될 수 있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로는,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Regulation of Whaling) 상 주요한 요소인 포경 일정에 관하여 체약국 각각

에게 일정변경이 고지될 것을 요구하고, 만약 하나의 국가라도 이를 반 할 

경우에는 일정변경이 무효로 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75)

2.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절차법적 보장

이는 앞서 본 유형의 절차적 보장과 달리 수평적인 형태의 보장으로서, 

세계행정의 역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하여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예로 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 수입과 수출 조사

7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Regulation of Whaling, Article Ⅴ.참조 https://archive.
iwc.int/pages/view.php?ref=3607&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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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증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을 들 수 있는

데, 투명성을 다루고 있는 위 원칙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수입국은 조사

와 인증에 관한 현재 요건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래 도입될 요건을 제

시해야 하며, 의견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

편, 수입국이 수출국의 견해를 최종결정에 반 할 의무, 새로운 요건 도입 

시 수출국이 생산방법과 규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할 의무 등

을 규정하고 있다.76)

다만 이러한 유형의 절차적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세계규칙에 의해 

절차적 보장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개인  국가의 유형

과 마찬가지로 세계규칙이 한 국가에게 절차적 보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이

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세계규칙에 의한 

절차적 보장, 즉 수직적 형태의 보장 성격이 일부 혼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는 어렵다.

Ⅳ. 세계기관

수평적 형태의 절차적 보장 유형의 하나로, 이는 주로 국제기구가 의제를 

설정하거나, 표준을 설정할 때 다른 국제기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

으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예로 UN 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의제를 설정할 때 UN 산하 다른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와 상

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표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국제기구’에 하여 

그 표준의 초안을 보내고 이에 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참여권을 보

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77)

76)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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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 적정절차의 감독자로서의 세계행정

적정절차 향유 주체에 따른 분류는 세계행정의 적정절차에 있어서 사적 

당사자, 국가, 국제기구 내지 세계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틀을 제

공해 준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국제기구 내지 세계기관은 사적당사자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를 매개로 삼아 적정절차의 보장을 수행하고 감

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적정절차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규칙’(Global Rules)이다. 세계행정은 협약, 운 규정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세계규칙을 통해 사적당사자, 국가 내지 다른 국제기구에 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세계행정 분야

에서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기능한다.78)

77)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41-42.
78) 부분의 경우 세계행정에 있어 적정절차의 보장은 참여 및 투명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행

이나 관습에 의하여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자금세탁방

지금융 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심사절차를 

드는 문헌으로, Sabino Cassese, 앞 논문(A Global Due Process of Law?), 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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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의 실제

제1절 개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롭게 태동한 세계행정법 분야에서 적정절차에 

한 논의는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의 논의는 세계

행정 역에서의 특유한 절차적 정의 내지 원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각국의 

기존 행정법 내지 공법이론에 의하여 어느 정도 확립된 개념 및 절차적 요

소를 중심으로 세계행정에서 적정절차가 실현되는 구조에 관한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 동안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졌던 사례 내지 적정절차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세계기관의 사례들에 해 실제적 고찰을 해 봄으로

써, 세계행정에서의 적정절차 보장의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련 논

의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만 세계행정법의 적정절차 논의에 있어서는 국내법에서와 같이 통일적

인 행정절차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적정절차의 주요내용에 하여 체계적

으로 정리한 문헌도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요한 행정절차의 기

능상 분류 및 명칭부여에 관해서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실 각 절차

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단절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앞서 인용한 WTO 상소기구의 ‘Shrimp/Turtle’사례에 한 결정에서만 

보더라도, WTO 상소기구는 미국 당국의 인증절차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절차가 아니고 일방적인 조사와 인증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정보공

개 내지 정보접근권), 신청국에게 청문권이나 반 주장에 답변할 기회가 주

어지지 않았고(의견청취절차), 인증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서면

화한 이유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유제시절차), 인증신청에 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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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심사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불복절차)을 하나의 결정례에서 모두 지적하 다.79) 각각의 절차의 기능적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행정의 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한 투명

한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행정작용에 의하여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자

신들의 입장 내지 의견을 정리하여 이를 행정에 제출할 수 있고, 행정은 이

를 반 하여 결정을 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기반으로 위 

결정에 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며, 행정이 제시한 결정의 이유는 다시 

이해당사자들이 행정의 결정에 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 고찰하는 주요 사례들도 반드시 적정절차 보장에 있어서 

어느 한 주제와만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서술의 편

의상 세계행정법 역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작동하는 실제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되, 먼저 적정절차의 주요원리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루어진 표적 사례들을 살펴본 후, 그 다음으로 적정절차의 개별내용에 관

한 사례들을 정보공개절차, 의견청취절차, 이유제시절차, 불복절차 순으로 살

펴보고 이를 각각 평가, 분석해보기로 한다.

제2절 대표적 사례

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른바 ‘Kadi’ 사례

1. 사안

9. 11 테러가 발생한 후인 2001년 10월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

기구인 제재위원회(Sanction Committee)에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79) 앞 각주 30)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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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한 무바파크 재단(Muwafaq Foundation)의 책임자인 야신 압둘라 

카디(Yassin Abdullah Kadi, 이하 ‘Kadi’)를 국제테러리즘과 연계된 자들의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3일 뒤에 EU는 Kadi의 이름을 자신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한편, 유럽전역에 있는 Kadi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하 다.

이미 Kadi가 알카에다와 연계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 음이 드

러난 이후, Kadi는 UN의 결정을 이행한 EU의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내용

으로 EU법원에 제소하게 되었다. 이는 Kadi의 입장에서 최초로 자신을 블랙

리스트에 포함시킨 UN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직접 다툴 수 있는 법원이 없

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위 제재위원회에 탄원서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5년 9월 21일 유럽1심

재판소(EU Court of First Instance)는 UN법의 우위로 인하여 EU 당국은 안

보리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EU법원으로서는 Kadi가 주장한 적법절

차에 관한 권리가 국제법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Kad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여 Kadi는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 고, 유럽사법재판소는 2008년 9월 3일 1심

재판소의 위 판결을 뒤집었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UN 안전보장이사회로

부터의 명령이라도 그 적용이 중 한 부정의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존중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 국제적 명령(order)이라고 하더

라도 이에 따른 EU의 이행조치까지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UN헌장에서 결의안 이행에 한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면, 이를 이행하는 국내법질서에 따라 적용가능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EU의 이행조치는 기본권을 포함한 EU의 법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판

시하 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규제의 즉각적인 무효화가 해당 규제

의 효용을 심각하고 불가역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 EU로 하여금 3개월 안에 적정절

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을 허락하 다(Kadi Ⅰ 판결).80) 그 동안 

80)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3 September 2008, Yassin Abdullah K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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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의 자산은 여전히 동결된 상태로 있었고, EU 집행위원회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Kadi에 하여 UN의 명령에 따라 자산을 동결하는 이유를 제

시하고, 재심사절차에서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Kadi에 한 자

산동결을 재확인하 다. 

이에 해 2010년 9월 30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EU 집행위원회

의 조치가 유럽의 적정절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시하 다. 즉, 위 조치는 이유제시절차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정보와 구체

적이지 않은 혐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Kadi가 이에 효과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정보의 기밀성과의 형량과정 없이 Kadi의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 고, Kadi의 의견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유리

한 진술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81) 그리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테러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적정절차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이

해관계를 신중하게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 다.82) 이로써 유럽의 법원

은 아무리 국제 테러리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더라도 개인의 

and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oined cases C-402/ 05 P and C-415/ 05 
(http://curia.europa.eu/juris/ document/document.jsf?text =& docid = 67611& pageIndex 
= 0& doclang = en& mode = lst& dir =& occ = first&part = 1& cid = 281878)

81)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Seventh Chamber) of 30 September 2010, Yassin 
Abdullah Kadi v European Commission, Case T-85/ 09 (http://eur-lex.europa.eu/ 
LexUriServ/LexUriServ.do?uri = CELEX: 62009A0085: EN:HTML

82)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6383-16385). IRPA-IILJ. Kindle 
Edition. EU이사회는 이 사건에서 EU집행위원회가 2008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KadiⅠ)이후 취한 절차적 보장 조치가 OMPI 사례[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econd Chamber) of 12 December 2006, Organisation des Modjahedines du 
peuple d’Iran (OMPI) v Council, Case T-228/ 02]이래로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

적 보장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OMPI 사례

와는 달리 원래 제재결정을 하 던 UN 제재위원회 수준에서 효과적인 사법적 구

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사법심사정도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EU
이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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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해서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설시하 다(Kadi Ⅱ 판결).

UN도 위와 같이 유럽에서 표출된 사례에 향을 받아 점차적으로 절차적 

보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 19일 1730호 

결의안을 통해 관련되는 개인이 UN에 직접 자신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점(focal point)을 만들었고, 이어 2009년 12월 17일 

1904호 결의안을 통해 독립된 옴부즈맨 제도를 창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

다.83) 그리고 위 유럽사법재판소의 2010년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1년 6월 

17일에는 위 옴부즈맨의 역할을 확 하여, 이유제시의 요구를 강화함과 동시

에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개선이 이

루어졌다(1989호 결의안).84) 

2. 평가

Kadi 사례는 비록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표

83) 옴부즈맨은 UN의 제재 상자 목록작성과 관련하여, ① 목록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구를 받고, ② 그 청구를 관계 UN기관과 관련국가에 보내서 자료를 제공받는 

등 소통하고, ③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관련

국에 전달하고, ④ 관련정보를 요약하고 청구에 관한 주요쟁점을 정리한 종합적

인 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면 위원회로

부터 관련 정보들을 제공받아 청구인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6479-16481). IRPA-IILJ. 
Kindle Edition. 

84) 이는 국가가 위원회에 안건 제안 시 사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 위

원회 웹사이트를 통한 목록포함 이유 확인, 회원국이 제재 목록에 포함된 자에 

하여 이유 및 효과, 구제방법에 한 고지를 할 의무, 옴부즈맨의 ‘목록제외에 

한 권고’를 할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옴부즈맨이 ‘목록제외에 한 권고’를 

하게 되면, 제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목록유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는 

옴부즈맨의 보고서가 나온 후 60일 후에 UN의 자산동결 명령의 이행조치를 끝

낼 것을 요구받는데, 위 옴부즈맨의 권고가 제재위원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권고적 효력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6485-16494). IRPA-IILJ. Kindl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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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초국가적 국제기구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및 이에 따른 EU의 

이행조치와 관한 사적 당사자인 개인의 절차적 보장 수준에 하여 2차례에 

걸친 판결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힌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위 사례

는 세계행정의 적정절차에 관하여 문제되는 개별적인 절차, 즉 정보공개절

차, 의견청취절차, 이유제시절차, 불복절차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도 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UN이라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이

행함에 있어 EU가 소속 개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절차의 수준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례들을 통해 UN이 옴부즈맨 제도를 창설하는 등 세

계행정의 절차적 보장 수준을 제고하는데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유럽사법재판소가 EU의 이행조치를 매개로 UN 안전보장이

사회가 사적당사자인 개인에게 불이익한 향을 미치는 결정에 하여 관할

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행정의 역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

에 한 독립적인 법원 내지 심사기구 등 책임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법원이 세계행정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

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UN이 독립적이고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는 옴부

즈맨 제도를 창설하여 제재결정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참여 및 투명성 수준

을 높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85) 그러나 UN차원의 절차적 보장 수준이 높아

진 것은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UN 제재위원회의 목록 포함 결정 자체에 

하여 법원 내지 독립적인 불복기구의 심사를 받을 방법은 없는 점은 그 한

계로 지적할 수 있다.

85) Kadi 사례를 EU 기본권헌장 제41조의 규정과 더불어 21세기 들어 뚜렷한 참여권

의 신장을 나타낸 것으로 본 문헌으로, Sérvulo Correia, Administrative Due or Fair 
Process: Different Paths in the Evolutionary Formation of a Global Principle and a 
Global Right, Values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Hart, 2011,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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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의 사례

1. 사안86)

2002년 카자흐스탄의 NGO이자 환경단체인 Green Salvation은 카자흐스탄 

국립원자력회사가 카자흐스탄 토 내에서의 방사성 폐기물의 수입 및 폐기

에 관한 의회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용역을 맡겨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에 한 접근을 거부당하자 이를 카자흐스탄 법원에 제소하 다. 그러나 이

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Green Salvation은 오르후스 협약의 총회(the 

Meeting of Parties) 보조기관인 준법위원회(The Compliance Committee)에 

이 문제를 제기하 다. 쟁점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적회사인 국가원자력

회사가 오르후스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

부87), 의사결정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제안 단계에 있는 경우에

도 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지 여부, Green Salvation과 같은 NGO에게도 

그러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준법위원회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당국의 통제 하에서 운 되는 사

적회사의 경우에도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당했을 때 그 불복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

다. 준법위원회는 총회로 하여금 오르후스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카자흐

스탄에 하여 협약 상 규정들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것

86)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4838-14870). IRPA-IILJ. Kindle 
Edition. 

87) 오르후스 협약 제2조 제2항은 ‘공적기관’의 정의에 관하여, (a) 국가, 지역, 내지 다른 

수준의 정부 (b) 환경에 관련된 특정한 의무, 활동 또는 기능을 포함하여 국내법 하에

서 공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 및 법인, (c) 위 (a), (b)호에 해당하는 기구나 

개인의 통제 하에서 환경에 관련된 공적 책임, 기능 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연인 내지 법인, (d) 이 협약의 당사자이자 제17조에서 말하는 지역경제통합조직의 기

관을 의미하고, 사법적․입법적 역에서 활동하는 기구 내지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unece.org/fileadmin/DAM/env/pp/documents/cep43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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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문제에 관한 공무원들과 사법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과 능력배양 활

동에의 참여를 요구할 것을 권고하 다. 총회는 위와 같은 준법위원회의 권

고를 따르는 결정을 하 고, 카자흐스탄 환경부는 2006년 3월 총회의 결정

에 의하여 요구된 조치들을 인정하면서 위 권고에 따라 준법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보고하 다. 2008년 2월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위 이행에 한 결

과보고를 제출하 는데, 그 보고서에는 2007년 환경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행한 입법 및 능력배양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

다. 새로운 위 환경법은 환경정보에 한 접근 및 중의 참여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불복절차에 하여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총회는 2011년 7월 열

린 4차 총회에서 이를 지적하며 카자흐스탄으로 하여금 2012년 1월까지 기

간을 정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심사기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하 다.

2. 평가

오르후스협약은 1998년 6월 25일 덴마크의 도시 오르후스에서 UN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적 

참여 및 사법에의 접근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이하 ‘오르후스 협약’)이다. 위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르후스 협약은 환경문제에 관한 협약임과 동시에 환경문제를 매개

로 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협약이다. 또한 협약의 명칭에 포함된 

정보에의 접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적 참여 및 사법에의 접근은 협약의 

주요내용이자 협약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이다.88) 

88) http://www.unece.org/env/pp/contentofaarhus.html 참조, 오르후스 협약의 3가지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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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은 위 협약 제15조에 따라 총회가 위 3가지 주요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으로서 설치한 위 준법위원회의 존재

이다. 위 협약 제15조는 ‘총회는 총의에 따라 협약 규정의 준수 여부를 심사

하기 위한 비 심적, 비사법적이고, 협의적 성격의 선택적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준법위원회는 협약의 해

석과 적용에 하여 두 개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국

제사법재판소 내지 중재패널 등에 호소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체하기

보다는 이에 한 안적 성격의 심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89) 위 Green 

Salvation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및 NGO를 포함한 사적당사자가 협

약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면, 준법위원회는 국가적 조치가 협약에 반하는 사

항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다시 총회가 준법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준법위원회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인증하는 역할을 함으

로써 전반적으로 관계된 여러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협약의 준수를 담보해 

나가는 절차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발견될 수 있는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또는 NGO와 같은 사적 당사자 역시 국가의 국

제적 협약 위반 여부에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위 준법위원회의 심사는 다른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주체들에 의한 불복절차와 경합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각기 다른 

절차에서의 결론과 상호 충돌되거나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90) 

에 한 상세한 논의를 한 문헌으로 김현준, 환경정보에 한 접근 ㆍ 이용권 -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2007년 8
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335-358면, 같은 저자, 환경인권으로서의 환경행정

절차 참여권 - 오르후스협약 제2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38집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337-36l면
89)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4916-14918). IRPA-IILJ. 
Kindle Edition. 

90) 200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뉴브강 삼각주 양자(루마니아-우크라이나) 생물권 

보존지역’의 우크라이나 구역을 관통하는 항해로 건설계획을 승인하자, 우크라이

나 NGO인 Ecopravo-Lviv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환경 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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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을 통해 오르후스 협약과 같은 세계규칙 내지 국제규범이 

협약당사국의 적정절차 수준을 제고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행

정의 역에서는 통일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하여 세계행정이 추

구하고자 하는 적정절차 보장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장해 주기 어려운 측

면이 많다. 이러한 경우 위 협약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규칙은 이

를 구성하는 국가들에 하여 세계행정이 목표로 하는 적정절차의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에게 절차적 보장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르후스 협약의 준법위원회와 

같은 심사기구의 존재는 국내행정의 절차적 보장 수준에 하여 개인 등 사

적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세계

행정이 전반적인 적정절차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개인 등 사적 당사자을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승인절차에 관련된 서류들에 한 충분한 접근을 보장하

지 않아 오르후스 협약 제6조(특정한 활동에 한 결정에 있어서의 공적 참여)를 

위반하 다는 이유로 위 협약의 준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 는데, 위 

Ecopravo-Lviv는 위 협약의 준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내법원, 초국

경적 사안에 있어서의 환경 향평가에 관한 협약 이행 위원회(ESPOO 
Convention), 이주하는 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사무총장 등 다수의 절차를 통

해 불복절차를 진행하 다. 이에 관해서는,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5004 이하). IRPA-IILJ. Kindle Edition. ‘III.A. 2 The 
Aarhus Compliance Committee and the Danube River Case’ 참조. 유사한 예로 2003
년 알바니아 정부가 아드리아 해안의 Vlora항만 근처에 3개의 다자간 개발은행

이 자금을 지원하는 화력발전소를 승인하자, NGO인 Vlora만 수호시민연 는 알

바니아 정부가 외부에 적시에 적절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 고, 이해당

사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공적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오르후

스 협약 제3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제7조를 위반하 다는 이유로 오르후스 

협약 준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 는데, 위 수호시민연 는 위 협약의 준법위

원회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조사패널 및 유럽재건개발은행(EBRD)의 독립구제기

구, 유럽옴브즈맨 등 각기 다른 국제준법기구에 심사를 청구하 다. 이에 관해서

는,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7445 이하). 
IRPA-IILJ. Kindle Edition. ‘III.B. 7 The Vlora Thermal Power Plant in Albania: a 
Multiplication of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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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는 역할을 한다.91)

제3절 정보공개절차 - 세계은행의 투명성 개혁 사례

1. 사안

개발도상국에 한 원조 등을 목적으로 1946년 탄생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내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도 2010년에 마련된 정보접근 정책(The World Bank Policy on Access to 

Information, 2010. 7. 1. 발효)은 국제기구 내에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범

을 설정하 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그간 협치(governance)의 

문제를 간과하여 성장과 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는 점에 한 세계은행 내

부의 자성론과 함께,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의 투명성 보장 수준에 한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

에 따라 이를 평가한 NGO의 활동에 의하여 자극받은 바가 크다.92) 

91) 오르후스협약과 그 협약 준수 메커니즘, 협약에 있어서의 EU의 지위 등에 관한 

글로, Rui Lanceiro, The Review of Compliance with Aarhus Convention of European 
Union,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EU Administrative Law, Springer, 2011, p. 
359-382.

92) 국제금융기관(IFI)과 국가 내에서의 투명성과 정보에 관한 권리에 한 활동을 

하는 NGO들의 연합인 세계투명성계획(GTI, 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은 2006
년에 국제금융기관들에 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고 9개의 원칙을 설정하여 국

제금융기관들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하 다. 위 원칙들은 정보에의 접근이 세계인

권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에 따른 인권임을 인정하고, 
넓은 범위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의 참여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공개로 인한 해악이 심각한 경우로 공

개의 예외사유를 제한하고, 정보에의 접근거부에 하여는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기구에 불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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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이미 1985년에 마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첫 번째 규칙에서 ‘공

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천명했지만, 실제 정책은 공개

가능 한 정보의 목록(positive list)을 설정하고, 이 목록에 문서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 되어 왔다. 그러던 중 세계은행은 2009년 초부터 위 공개의 추

정 원칙을 제 로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위와 같은 정보접근정책

을 새로이 마련하 으며, 세계은행의 새로운 정책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문서들에 한 접근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그 접근거부에 한 내부

적, 외부적 심사 시스템을 정립하고 있다.93) 

세계은행의 정보접근정책을 간단히 살피면, 먼저 도입부분에 규정된 지도

원리 5가지로서, ‘① 정보접근의 최 화, ② 예외목록의 명확한 설정, ③ 의

사결정 과정의 보장, ④ 정보이용절차에 한 명확한 규정, ⑤ 정보신청자의 

이의신청권의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Ⅰ. 5.). 세계은행은 이 지도 원리를 통

해 위 ‘공개의 추정’원칙을 천명하면서 세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에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에의 접

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정보접근정책의 내용을 보면, 

정보접근권의 예외에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사유에 

걸쳐서 그 예외사유를 마련하고 있다.94) 특히 위 정책은 '심의정보

(Deliberative Information)'라는 예외사유를 두어 내부 심의과정에서 교환되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될 목적으로 수행되는 통계나 분석, 보고서 등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8846-18853). 
93) World Bank Access to Information Policy (현 정책은 2013. 7. 1. 발효), 

http://go.worldbank.org/TRCDVYJ440 참조. 2010.개정 이후 최근까지 세계은행의 

정보접근 정책은 한 차례 더 변경되었는데, 2013. 7. 1.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이사회나 그 위원회 회의를 위해 마련된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및 직원 작

성의 기록(transscripts)과 진술서(statement) 등을 비공개 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한 내용이다.
94) 위 World Bank Access to Information Policy 'Ⅱ. The Policy, A. Exceptions 부분 참

조. 그 예외사유로는 개인정보, 상무이사 간 개별 의사소통, 윤리위원회, 변호인-
의뢰인 특권, 보안 및 안전, 별개 공개제도 하에서 제한된 정보 및 조사정보, 회

원국 내지 제3국에 의하여 기밀로 분류된 정보, 공동행정정보, 심의정보

(Deliberative Information)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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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접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외사유를 확장하고 있다(Ⅱ. 

A. 17.)95) 다만 세계은행은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개

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그 손해보다 클 경우에는 형량과정을 거쳐 이를 공개

할 권한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 내지 제3국, 세

계은행 내 정보접근위원회(Accesss to Information Committee)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Ⅱ. B). 또한 세계은행은 통상적으로는 공개 상이 되는 정보를 형량

과정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

안에 따라 이사회, 부총재, 이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Ⅱ. C).

특이할 만한 것은 세계은행 내부에 위와 같은 정보접근위원회(Accesss to 

Information Committee)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쟁점을 가진 정보접

근정책의 적용에 해서 사무국에 조언기능을 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신청에 

관한 1차적인 불복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Ⅳ. E, F). 

정보신청자는 세계은행의 정보접근정책 위반 및 예외사유를 뛰어넘는 공적

이익이 있다는 사유로 불복할 수 있으며, 후자의 사유에 관한 정보접근위원

회의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전자의 사유에 하여 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

이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독립된 항소기구(Appeals Board)에 재심을 구

할 수 있다. 항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다만 정보접근위원회나 항소기

구가 항소를 기각하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2. 평가

세계은행의 투명성개혁사례는 세계기관이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부의 제도를 개선하 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95) 위 정책 상 ‘심의정보’(Deliberative Information)의 예외사유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상 정보 중 제9조 제1항 

제5호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

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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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보유정보에 한 투명성을 확 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정보에 

한 접근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세

계은행이 자금지원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에 하여 세계은행조사패널 등을 

통하여 개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초를 정비하 다. 또

한 세계은행은 위와 같이 정보공개절차에 있어서 정보접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1차적인 불복절차를 제공하고, 항소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에 하여 비교적 진일보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었다.

세계은행의 위와 같은 정보접근정책의 시행과 이에 따른 투명성의 증 는 

다른 국제금융기구 내지 다자간 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의 유사한 정책 개혁에 도화선 역할을 하 고, 관련 NGO들로부터 환

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심의정보(Deliberative 

Information) 등 광범위한 정보접근에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불복기구인 정

보접근위원회에서 그 예외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그 투명

성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개선

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의견청취절차 - 인도 뭄바이 Urban Transport Project 사례

1. 사안

세계은행 조사패널(World Bank Inspection Panel, 이하 ‘패널’)은 세계은행

(이하 ‘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의하여 불리한 향을 받거

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독립적인 불복체계이다. 패

널은 1993년 집행이사회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패널은 은행이 그 정책과 절

차를 준수하는지, 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작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고, 사람과 환경에 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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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패널은 국제금융기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래로부터’(bottom-up)의 

접근을 통해 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이후 많은 다자간 내

지 지역 금융기구의 책임증진 시스템에도 향을 주었다.96) 

뭄바이 Urban Transport Project는 2002년 6월 18일 은행 이사회의 승인

을 받은 사업으로, 인도 뭄바이 지역의 교통체계에 한 근본적인 개선을 의

도한 것이었고, 총 945만 달러의 자금이 투여되어 당시로서는 은행 사상 6

번째로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77,000명

의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했고, 많은 집과 상점들이 철거되

어야 했다는 점이었다. 패널에 조사를 청구한 NGO와 일반 시민들은 원래 

철거현장에서의 건물 실제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25㎡의 이주면적을 

부여받은 재정착, 재이주 계획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들은 이주 장소가 슬

럼으로 분류되거나, 주요시립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정해지는 것을 반

하 다. 패널은 위 청구들을 받아들이고 조사활동을 수행한 끝에, 2005년 

12월 21일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 이사회에 제출하 는데 위 조

사보고서는 먼저 은행이 이주에 의해서 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협의(또는 

의견청취)하지 않은 점에서 은행의 정책에 위반한 점, 또한 패널은 위 사업

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점, 이주

절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거의 부분 이를 제 로 감당할 수 없는 NGO

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 다. 2006년 2월 27일에는 은행 사무국

이 패널의 위 조사보고서에 한 응답으로 자체보고서와 권고안을 이사회에 

전달하고, 위 사업을 은행의 절차에 부합하도록 하는 행동계획을 제안하

다. 이사회는 패널의 조사보고서 및 사무국이 제안한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 다. 

2009년 5월 29일 보상을 받기 전에 자산에 한 철거를 통지받아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불복청구를 접수한 패널은 2009년 6월 9일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 고, 사무국이 2009년 7월 13일 이에 한 답변을 제출한 

끝에 2009년 9월 15일 집행이사회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불복사항에 한 보

96) www.inspectionpanel.org, http://en.wikipedia.org/wiki/World_Bank's_Inspection_Pane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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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모두 받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패널의 권고안을 받

아들임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미 2009년 6월 27일경 보

상을 모두 받고 철거를 하 기 때문에 법원 등에 낸 다른 법적 조치도 모두 

철회하기로 한다는 뜻을 패널에 전달하 던 것이다.97) 이와 같이 패널은 위 

사업에 관한 뭄바이 주민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이를 은행 사무국에 전달하

여 은행이 당사자들의 불만사항에 하여 소통하고 화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위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 끝에 종래 2008년 

6월 30일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을 2011년 6월 15일에 마칠 수 있었

다.

2. 평가

뭄바이 Urban Transport Project 사례는 세계행정절차에서의 시민 내지 사

적 당사자의 참여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보장에 있어서 세

계은행 조사패널의 기능과 역할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세계은행 조사패

널 설치에 따른 절차적 보장의 수준은 패널설치 결의안(Resolution 

Establishing the Panel)과 운 절차(Operating Procedure)에 규정되어 있는 내

용을 살핌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결의안은 패널의 구성, 권한, 의사결정 

방식과 함께 조사절차에 해서도 개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패널이 

청구를 접수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를 시행하여 그 조사보고서 및 

권고안을 집행위원회와 총재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운 절차는 조사단계에서 조사청구인, 은행사무국(Management), 은행으로부

터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협의 내지 의견청취절차(consultation)를 규정함으

로써 이해관계인의 광범위한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사청구인

(Requesters)에 하여는 조사절차 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 등 절차 전반에 

97)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7368-17373). IRPA-IILJ. 
Kindl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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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98) 

패널에 한 제 규정과 위와 같은 사례에 따르면, 패널은 직접적으로 분

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은행의 정책수행이 규정에 맞게 수행

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이 내부 정책과 규정에 

맞게 개발 원조에 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심사기구

(reviewing body)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패널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내부

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핵심적인 가치인바, 세계은행 조사패널의 경우에는 

위 결의안 제1조 및 운 절차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에 그 독립성을 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 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이유제시절차- 미국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 사례

1. 사안

앞서 본바와 같이 세계행정법에서의 이유제시의무는 WTO의 분쟁해결기

구인 상소기구의 결정례에서 설시되고 있다. 2002. 3. 5. 미국의 통령이 미

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EU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 10개 품목에 하여 3년

간의 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취하자, EU는 이에 반발하여 협의절차를 거

쳐 패널설치를 요구하 다. 패널은 위와 같은 미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전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98) http://ewebapps.worldbank.org/apps/ip/Pages/Panel-Mandate.aspx, Panel Operating 
Procedures (2014 updated) 55, 56, 5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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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결

론을 지었다.99) 즉, 패널은 미국이 ‘조리있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 다고 하 는데, 구체적으로는 GATT 규정 상 수입제한조치의 요건

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정’, ‘수입의 증가’, ‘관련 국내 생산자들에 한 심

각한 피해’가 어떤 인과관계 내지 관련성을 가지는지, 다시 말하면 조사결과

(investigation)가 어떻게 수입제한조치로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한 합당한 

이유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패널의 결정에 하여 위와 같

은 ‘조리있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는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UR 협정

에만 규정된 것이어서 GATT 19조 상 ‘예상치 못한 사정’의 요건에 한 이

유제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 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

는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유제시의무는 일반적으로 

위 UR 협정과 GATT 규정에 따른 의무에 해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조

리있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는 출판된 보고서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시하 다.

2. 평가

이 사안은 GATT 규정 상에는 명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의 요건이 되는 

사항에 한 이유제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99)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예견하지 

못하 던 사정으로, 어느 상품의 수입이 자국 내의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손해

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미리 정해지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회원국의 관할관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서만 취해질 수 

있다. 특히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여부가 공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조사

(investigation)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한 합리적인 공개 고지와 의견청취 내지 

수입업자, 수출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증거와 견해를 제시할 수 있

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관할관청은 사실과 법에 한 모든 쟁점

들에 하여 결론과 이유를 설시한 보고서를 출판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다. WTO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에 관해서는,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int.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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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하 음을 드러낸 WTO 결정례로서, 이것이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UR 협정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행정의 일

반원리로서 이유제시의무를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WTO 체제 하에서 무역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이유제시의무를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위 WTO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으로 국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적당사자들에 하여도 그 참여권을 인정하는 등 세계규칙(Global 

Rules)을 통한 국내행정결정의 감시자로서의 세계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사례이다.

제6절 불복절차

Ⅰ.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례

1. 사안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 1983년 세계

스포츠계의 법원 격인 스포츠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사법심사를 담당하

게 하 다. 스포츠경기와 관련된 분쟁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필요함

과 동시에 개별국가 내지 스포츠 관련 각종 협회 등 기관들로부터 독립된 

사법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중재재판소

가 IOC로부터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하여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

되어왔고, 1992년 단거리 육상선수인 Harry Reynolds가 도핑테스트에 적발

되어 국제육상연맹(the International Athletic Amateur Federation, IAA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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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하는 2년간의 모든 경기에 한 출장정지처분이 내려졌을 때도, 

Reynolds는 몇 개의 중재절차를 거쳐 IAAF를 미국 오하이호 법원에 제소하

다. 그러나 제6순회항소법원은 미국법원이 런던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IAAF에 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Reynolds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2001년이 되어서야 IAAF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국내적으로 발생되는 스포츠관련 분쟁을 관할하기도 

한다. Carlos Queiroz v. Autoritade Antidopgem de Portugal 사례가 그 예인

데, 위 사례는 포르투갈 축구 표팀 코치인 Queiroz가 포르투갈의 반도핑기

구인 Autoritade Antidopgem de Portugal(이하 'ADoP)를 제소한 사건이다. 

ADoP가 호텔에 투숙 중인 포르투갈 축구 표팀에 하여 도핑테스트를 실

시하려고 도착하 을 때, Queiroz가 테스트 담당자들을 향해 불쾌한 언행과 

욕설을 하 고, 나중에 담당자가 선수들의 테스트 샘플 중 하나를 누락하

다는 것을 발견하고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이를 Queiroz의 행위와 연관시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Queiroz에 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모든 

스포츠 관련 활동을 3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 다. 이어서 ADoP가 소속

된 공적조직인 Instituto de Deporte de Portugal이 위 축구협회의 처분을 취

소하고 Queiroz에게 6개월 간의 출장정지처분을 내리자 Queiroz는 이에 불

복하여 ADoP를 제소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결국 

Queiroz의 행위가 다소 불쾌하고 공격적이긴 하 지만 샘플수집절차를 방해

하 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Queiroz의 손을 들어주어 ADoP의 결정을 

파기하 다.

2. 평가

위 사안은 반도핑이라는 주제에 하여 사적기구와 공적기구가 협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과 동시에100), 스포츠분야에서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100) 포르투갈의 중앙행정기관인 Instituto de Deporte de Portugal의 일부분인 공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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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 개인

과 공적기구 사이의 분쟁이 스포츠의 세계적 성격 및 스포츠중재재판소라는 

불복기구의 존재라는 것을 기화로 초국가적 성격을 띤 사적기구를 통해 해

결되고 있음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

라, 분쟁당사자가 별도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던 위 사안에서 스포츠중재

재판소가 준거법으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포르투갈의 법이었다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Ⅱ.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UN 고등난민판무관의 

난민지위 결정 사례

1. 사안

난민지위에 관한 결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이하 RSD)은 어떠한 

개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강제송환의 금지 등 그에 합당한 국제적 보호를 

할 것인지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RSD는 부분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1951년 협약)과 이에 따른 1967년 의정서(Protocol)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행사되어 왔다. 그리고 UN고등난민판무관(이하, ‘UNHCR’이라 한다) 또한 

1951년 협약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RSD를 실시하여 왔다(mandate RSD). 

기존 협약당사국이 아니거나 RSD에 한 부담을 회피하여왔던 국가들에 

하여 RSD를 시행하는 등 RSD에 있어서 그 비중을 높여가던 UNHCR은, 

UNHCR 하에서의 난민지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절차적 기준(Procedural 

ADoP가 사적기구인 축구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고, 위 공적조직 

ADoP의 결정이 초국가적인 사적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하여 파기되는 

모습이 이를 나타낸다.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5672-15673). IRPA-IILJ. Kindle Edi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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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nder UNHCR’s Mandate)을 수

립하여 2005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UNHCR의 절차적 기준은 잘못

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절차적 보장에도 실패하 다고 

평가받아 왔다.101) UNHCR의 RSD 절차를 모니터하는 NGO인 RSD Watch

의 언급에 따르면 UNHCR은 ‘광범위한 비밀증거’를 사용한다. 위 절차적 기

준에 따르면 ‘일반원칙으로서, UNHCR의 인터뷰기록과 노트들은 공개되지 

않는다(2.1.2.).’ 이러한 규정은 특히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 법적 리인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자가 효과적인 불복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102)

UNHCR이 난민지위신청을 거부할 때 필요한 이유제시절차에 관하여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위 절차적 기준 제6장은 난민지위에 관한 결정의 통지

(notification)에 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후 처음 난민지위에 관한 결정을 받을 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6.1.1.). 그런데 위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그 거부의 이유제시는 ‘가능한 

경우에’(wherever possible)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량에 따라 

이유제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6.2.1.). 위 절차적 기준은 비록 

신청자에게 거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불충분한 증거와 배척된 증거에 

한 요약설명 및 수용된 증거만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없는 이유에 

하여 고지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6.2.2.), 근원적으로 이유제시절차 자

체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이는 결과

101) Cavalieri, Eleonora; Others, And; Carotti, Bruno; Casini, Lorenzo (2012-09-15). Glob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book (Kindle Locations 16842-16843). IRPA-IILJ. 
Kindle Edition. 

102) 신청자는 첫 번째 심사에서 인터뷰를 할 권리를 가지고(4.3.1.), 법적 리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4.3.3.). 그러나 UNHCR은 그 법적 리인이 역할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자인지 여부에 하여 조사를 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만약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서 법적 리인이 자격이 없거나,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4. 3. 3.). 이 때

문에 실제에서는 법적 리인의 참여가 종종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UNHCR, 
“Procedural Standards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under UNHCR’s Mandate” 
(2003) [Procedural Standards] (http://www.unhcr.org/ 4317223c9.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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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난민지위의 인정을 거부당한 신청자가 그 결정에 하여 불복을 함

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작용한다.

2. 평가

UNHCR의 RSD, 특히 난민지위의 인정을 거부하는 결정에 하여 신청자

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인 불복심사기관

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지 위 절차적 기준에는 불복심사에 

한 책임은 최초 결정기관에 있되, ‘최초 결정에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7.1.1.)

위와 같이 UNHCR은 상당한 양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

지만, 정보공개의 불투명성, 이유제시절차의 임의성, 최초결정으로부터 독립

된 불복제도의 부존재 등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는 관련 NGO 등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초결정으로부

터 독립된 불복제도의 도입은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상시적인 패널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UNHCR에서 그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

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그 절차적 권리를 향유하는 자가 국가 내지 집단

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당하며 핍박을 받고 있는 

한 개인인 경우가 많은 점에 있다.

제7절 소결

세계행정법 역에서 적정절차 원리가 작동되는 실제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정절차의 주요내

용으로 논의되는 절차들은 국내법 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특유한 절차라

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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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행정법의 이론과 실제가 국내행정법 역의 논의 수준보다 더 미성

숙한 단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인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당연히 세계행정 

역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수준은 행정절차법이 발전한 선진국가의 법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통일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행정은 분야별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

해 국가 내지 개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절차적 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즉, 세

계행정에 비하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국내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규칙이 부여하는 적정절차의 수준을 통제하기도 하고(Kadi 사례), 개별 

국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집행력을 미치기 힘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

계규칙을 통해 세계행정이 목표로 하는 적정절차의 수준을 제시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게 절차적 보장을 제공한다(오르후스 협약 사례, 미국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사례 등). 또한 세계기관은 적

정절차의 보장에 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절차적 권리를 외부에 제

공함으로써 해당 행정 역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보장한다(세계은행의 투

명성 개혁 사례 및 인도 뭄바이 Urban Transport Project 사례 등).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작동하는 위와 

같은 메커니즘 속에 개인, NGO, 사적회사 등 사적당사자들이 그 중심에 등

장한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세계행정에 의하여 향을 받는 수동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내외적 방법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함으

로써 세계행정의 적정절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당사자의 역할에 감화를 받은 세계기관이 적정절차

의 수준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세계행정에 한 심사적 성

격을 가지는 기구들이 탄생하 고(UN 옴부즈맨, 세계은행 정보접근위원회 

및 조사패널, 스포츠중재재판소 사례 등), 위와 같은 심사기구 내지 불복절

차의 존재는 세계행정의 적정절차 수준 제고에 있어서 사적당사자의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계행정 역에서의 사적당

사자의 전면적 등장은 기존의 국제법 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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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세계행정법 논의의 존재의의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향후 ‘세계행

정에 있어서의 사적 당사자의 지위’에 하여는 다양한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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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세계화의 흐름과 이에 따른 전통적 국가 기능의 변화는 다양한 초국가적 

규제 및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초국가적 규제상황을 규율

하기 위한 새로운 법 역으로서 이른바 ‘세계행정법’의 논의가 나타나게 되

었다. 세계행정법 논의에 하여는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이 기본적으로서 서

구의 논리구조이고, 서구의 이해관계를 변하는 것이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불리한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치적 절차의 사법화’를 초래한다는 이유

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론에도 불

구하고, 세계적 규제분야에서 책임성을 증진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절차적 보

장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행정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행정법 논의는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세계행정법의 논의들은 실제로 세계적 규제상황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화된 행정작용에 하여 행정의 주체 및 상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입법 내지 사법기관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세계행

정법의 초기단계에서 적정절차에 관한 논의는 그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세계행정을 구성하는 세계기관, 국가, 사적당사자의 3주체는 참여와 투명성

을 주요 원리로 하여 상호간에 절차적 보장을 향유한다. 그 과정에서 세계기

관은 사적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를 매개로 삼아 

세계규칙에서 마련된 적정절차의 보장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적 수준에서 세계규칙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적 당사자의 참여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적정절차의 개별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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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등 선진국가의 법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차가 논의의 상이 되는데, 그 절차적 보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세계행정은 적정절차 보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교적 더 체계화된 국내 사법시스템을 이용하고, 

국가에게 적정절차의 수준을 제시한 후 국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적당사자에게 간접적으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기도 하며, 세계기관이 투

명성과 참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는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행정의 역에서 적정절차의 원리가 작동하는 체계 

속에 개인, NGO, 회사 등 사적당사자들이 그 중심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적당사자들은 세계기관이나 국가에 하여 절차적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함으로써 세계행정의 적정절차 수준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기관도 세계규칙에서 상정하는 적정절차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

여 사적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일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적 당사자의 전면적 등장은 기존 국제법 역에서 구체적으로 상정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점에서 세계행정법 논의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

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2절 결어

세계행정법 논의가 그 태동 취지에 부합하게 세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다기한 초국가적 규제 내지 행정에 하여 설명, 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행정법이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시간에 이

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체계정립에 있어서 단지 전통적인 행

정법이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세계행정법 고유의 원리들을 찾아나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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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행정법 고유의 실체법적 원리들과는 달리, 절차적 보장에 관해

서는 각국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적정절차의 원

리가 관통하는 공통적인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절차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적인 세계행정절차 규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화 작업을 위해서는 세계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실증적인 연구 및 논쟁을 통하여 세계행정 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의 수준을 탐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세계행정법의 논의가 향후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법

제로부터 검증되고 확립된 법적 규율에 한 아이디어를 얻음과 동시에 현

재 발전 중인 국가의 법적 현실 내지 법제도를 포용하고 반 하는 것에도 

부단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로 좌우될 수 있는 

세계행정의 역에 하여 법적 규율을 통하여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행정법의 존재의의에 한 회의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서로 다른 법제의 연구자들이 세계행정법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국내에 있어서도 세계행정의 

역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논점들에 하여 국내 법제 및 법현실과 결

부하여 보다 능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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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ue Process of 

‘Global Administrative Law’

Dae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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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role of the State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It leads to a need for wide variety of 

transnational regulations as well as cooperation systems between the nations. 

The discussion for the so-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has appeared 

in this background.

Although there is some criticism to it, the discussion for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promotes the accountabilit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guarantees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The significance of the discussion for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is that it prevents global administrations from being governed by the 

logic of the force and secures the interests of the affected parties. 

As there is no global legislature or judiciary which is unified and 

independent from the all nations of the world, the discussion for the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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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is highly significant in the early stages of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Global institution, State and private party, the three 

subjects of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guarantee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of the each side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ccess to information, consultation, duty to give reason, review system 

commonly accepted in the legal systems of the developed countries could be 

discussed as the main thesis of the ‘Due process’ in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But how well those procedures are guaranteed in the 

real globalized world is a different matter. It is not sufficient yet.

What is notable is that private parties such as individuals, NGOs, 

corporations are now demanding the procedural rights and accomplishing 

them in the middle of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system. By doing 

so, the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Due process’ in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Those private parties were not mainly discussed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past. In this respect, significance of the 

‘Global Administrative Law’ could be found and further research would be 

needed.

Key words: Global Administrative Law, Due process, Participation, 

Transparency, Priva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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