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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사법심사는 법한 행정행 에 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가장 고 이고, 기본 이며, 그만큼 요하다. 특히 소송유형의 문

제는 법한 행정행 를 다투려는 국민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련된 것으로 사법심사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기능

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송

유형은 독일, 랑스, 국, 미국 등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

당히 제한 이고, 이러한 에 해서는 학계, 실무의 다수가 인정

하고 있다. 2000년 반부터 이루어지는 개정논의도 결국 소송유형

을 다양화하기 하여 의무이행소송 는 방  지소송을 도입

할지 여부를 주된 쟁 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법원의 개정의

견, 법무부의 개정시안을 거쳐, 2013년도에 이루어진 입법 고까지 

그 제도 개정의 폭은  축소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입법 고 후 

3년이 지난 지 까지 실질 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행정법은 사법이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에 이었

던 뉴딜시 의 사법소극주의와 행정에 해 회의 인 입장에서 사

법통제는 법치행정의 실 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법 극주의

가 서로 부딪히며 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발 하 다. 즉 공

익실 을 한 행정의 기능과 책임을 존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

리구제와 련하여 사법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념이 행정

법 발 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행정법의 발 과정

은 행정 구제수단의 제도  고안에 있어서도 반 되었다. 미국 행정

법의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은 행정청을 설립하고 권

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통제방법을 설정해둔 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주가 되면서도,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그 공백을 보충하고 있고, 법

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실 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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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을 근거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발 시켜 결과 으

로 법한 행정행 에 하여 촘촘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을 다양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와 발 된 법치행정의 실 에 있음을 

제로, 미국 행정법상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에 한 

연구를 통해 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유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미국 행정법, 행정구제수단, 항고소송의 유형, 특별법에 기

한 심사, 일반법에 기한 심사, 불문법에 기한 심사

학번 : 2009-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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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사회에서 행정은 과거에 비해 용범 , 상, 내용 등에 있

어 질 ·양 으로 확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행 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행정구제제도는 이러한 

행정행 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

권 보장과 법치행정의 실 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행정

구제제도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은 권력분립원칙 

는 실질  법치주의원칙의 에서 가장 고 이고 기본 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 소송  기 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민 소송과 기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어 그 범 가 한정 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 행정소송의 주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지만, 당사자소

송도 례, 실무상 제한 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항고소

송, 구체 으로는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

송, 부작 법확인소송이 행정소송의 주된 구제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송유형이 법률에 열거되어 있고, 법원은 례로 그 외

의 소송유형을 허용하지 않아, 법한 행정행 로 인한 권익침해에 

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제한된다는 비 이 지속 으로 제

기되었고, 이에 한 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2013

년도에 신속하고 실질 인 권익구제를 도모하기 하여 행정소송법 

부개정안을 입법 고하 고, 그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도 정되

어 있었으나 재까지 이에 따른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국가성립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순수한 자유주의의 산물인 보통법을 극복하면서 공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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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조정하고 행정기 의 자율성 인정과 행정기 에 한 

한 통제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행정법이 발 하 고, 이러한 특징은 

행정소송제도에 반 되어 있다.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

단’(remedies)은 결국 사법심사에서 소송유형을 의미하는데, 특별법, 

일반법에 기한 심사를 주된 구제수단을 하면서도, 그 외에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인정하여, 법한 행정행 에 하여 사법부의 공백 없

는 권익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소송유형이 가진 한계  이로 

인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의 개

념, 소송유형으로서 특별법에 기한 심사, 일반법에 기한 심사  불

문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살펴본 후, 이를 기 로 우리나라 행정

소송 제도의 황과 문제 을 지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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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미국 행정법에서의 ‘구제수단’, 구체 으로 법한 행정

행 를 다투려는 당사자가 어떤 차로 어떠한 소송유형을 선택하

여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로서, 특별법에 기한 심

사, 일반법에 기한 심사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심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소송유형에 하여 검토한 뒤, 

행 제도가 가진 문제 과 이를 개선하기 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다.

  이를 해 제1장에서는 비  고찰로서, 제1 에서 본 논문의 연

구 상인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구제수

단이 법한 행정행 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소송유형에 한 것임

을 확인하고, 제2 에서는 미국 행정법의 발 과정에 한 검토를 

통해 구제수단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3 에서는 구제수단의 

개 을 통해 본 논문에서의 연구범 가 특별법에 기한 심사, 일반법

에 기한 심사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한정되는 것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설명한다. 제1 에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의 의의에 하여 개념, 특징을 심으로 밝히

고, 제2 에서는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이 가지는 심사방식의 차이를 

기 로 특별법에 기한 심사의 할  련 규정에 한 례의 해

석에 하여 설명하며, 제3 에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용

결의 내용에 하여, 제4 에서는 그 효력에 하여 차례로 검토한

다. 

  제3장에서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설명한다. 제1 에서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의 의의에 하여 개념, 할과 특징을 심으로 

설명하고, 제2 에서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용되는 범 에 하

여 미국 연방행정 차법의 규정과 이에 한 례의 해석을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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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능성  상 격에 하여 본다. 제3 에서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용 결의 내용  효력에 하여 살피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설명한다. 제1 에서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하고, 제2 에서는 불

문법에 기한 심사의 연 에 한 검토를 통해 그 논의의 근거가 어

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발 과정을 밝히며, 제3 에서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용 결의 내용과 효력에 하여 고찰한다. 

  제5장은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소송 유형에의 

시사 을 검토한다. 먼  제1 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유형을 

법률을 심으로 검토하고, 제2 에서는 이에 한 개정논의를 살펴

본 후, 재의 행정소송 유형이 가지는 문제 을 지 하고 개선방안

을 모색한다. 

  제6장에서는 에서의 모든 논의를 요약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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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국 행정법상 ‘구제수단’의 의의

  ‘구제수단’(remedies)의 사  의미는 권리침해에 한 법  구제

방법으로, 미국(연방에 한정한다. 이하 특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논

의는 연방에 한정한다)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제

제도라는 용어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행정법에서 구

제수단은 행정구제제도  사법심사에 한 것으로, 구체 으로, 당

사자가 행정 련 분쟁을 법원에서 다투려 할 때, 어떠한 법원에 어

떠한 차를 거쳐 어떠한 유형의 소를 통해야 하는지 여부에 한 

것이다.  

  미국 행정법의 발 에 있어 역사 , 정치 , 사회  배경은 구제

수단에 반 되어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비교되는 특징을 형성하

고, 이러한 에서 미국 행정법의 발 과정에 한 검토 없이는 미

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을 제 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수단에 한 구체 인 고찰에 앞서, 구제수단의 개념, 

미국 행정법의 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특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구제수단의 개 을 통해 본 논문의 연구 범

를 특정하기로 한다. 

  

제1절 구제수단의 개념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행정구제제도는 행정작용으로 자신의 권익

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 이나 법원

에 손해 보·원상회복 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

나, 기타 피해구제 는 방을 청구하고, 이에 하여 행정기  

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한 정을 내리는 제도 일

반을 말한다.1) 행정구제제도는 사 , 사후  구제제도를 포 하나, 



- 6 -

통상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이를 다투거나 손해 보를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후  

구제제도를 지칭하고, 여기에는 법한 행정작용을 제로 하는 행

정쟁송제도, 손해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법한 행정작용이라도 이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한 손실보상

제도도 포함된다.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의 사  정의는 이러한 행정구제제도 

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에 한정되고, 구체 으로는 당사자가 사법심사로써 권익구제를 받고

자 할 때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지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용어

이다. 아래에서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의 개념  징표에 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사법심사로서 구제수단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에 하여 일정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청 는 사인의 행정 련 법규의 반행 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

음을 제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통하여 당해 행 의 취

소, 변경이나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하여 단 

받는 제도를 포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성이 제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제제도  하나로서 

설명되고 있는 손실보상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한 법원에 의한 구제에 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심 도 

행정구제제도  주요 역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심 과 행정소송

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헌법상 법 차원칙에 

1) 김동희, 행정법(Ⅰ), 박 사, 2014, 5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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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사법 차에 하여 행정 차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우리나라에

서의 행정심  요소들이 행정 차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술하면, 미국의 행정 차는 크게 공식  결정 차(공식  개

별결정과 공식  규칙제정 차)와 비공식  결정 차(비공식  개별

결정 차와 비공식  규칙제정 차)로 나 어지는데, 공식  결정

차의 경우 행정법 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주 하는 재

차와 유사한 형태의 심구조의 청문 차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

고, 비공식  결정 차의 경우 약식 차를 통해 이루어지나 이에 당

사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법 사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법

사의 결정에 해 불복하는 경우, 부분 같은 행정청 안에 있는 

‘불복심사 원회’(Appeals Council)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불복

심사 원회에서 행정법 사의 결정에 한 심사가 이루어진다.2) 약

식 차에서의 결정에 한 행정법 사의 심사나, 행정법 사의 심사

에 한 불복심사 원회의 심사 등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정결정

에 한 불복과 구제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심 과 유사하나, 

당해 행정행 가 발령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행정행

에 한 구제수단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법원을 통한 구제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유사한 것

처럼 보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공법과 사법

을 구분하지 않고, 할과 차의 면에서 민사소송과 독립된 독자  

의미로서의 ‘행정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구제수단에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형의 구제들도 포함되

어 있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이란 행정법 계에 있어서의 분쟁

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법기 이 심리· 정하는 차, 즉, ‘사

2) 추효진, 미국 행정법상 ‘실질  증거 심사’에 한 연구 – 행정에 한 

‘존 ’을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3,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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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에 한 것이다.  

Ⅱ. 소송유형으로서 구제수단

  법한 행정행  는 군가의 행정법률 반행 로 피해를 입

은 자 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상되는 자가 이로 인한 분쟁에 

하여 사법심사를 구하고자 할 때, 어떠한 할  차에 의해, 

어떠한 유형의 소송으로, 어떠한 사람이, 어떤 행 에 하여, 구

에 하여, 어떠한 때에 제소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본

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구제수단은 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 련 분쟁에 한 ‘사

법심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구체 으로는 사법심사를 받기 해 

어떠한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 즉 ‘소송유형’에 해당

하는 개념이고, 어떠한 할  차를 거칠지에 한 연구가 소송

유형에 한 연구에 결부되어 함께 이루어진다.

  소송유형을 결정하는 요한 기 은 소송의 상과 인용 결의 

내용인데, 양자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만이 문

제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과 같이 소송유형을 결정할 때 양자가 동

시에 문제되는 경우 소송의 상이 결정 인 기 으로 이에 따라 

인용 결의 내용이 결정되게 되지만, 미국은 소송의 상에 따라 인

용 결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유형은 결의 내용 내

지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된다.3)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행정행

가 문제되지 않는 사  소권에 기한 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

에서 그 상인 법한 행정행 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 (agency 

action)로서 동일하다. 결국 미국 행정법에서의 구제수단은 행정 

3) 박정훈, 인류의 보편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 다원  법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상과 발 방향, 재 할과 소송유형을 심

으로 -, 2011, 84면, 각주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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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분쟁을 다투려는 당사자가 어떠한 결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떠

한 내용의 인용 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정리하면,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이란 넓게는 당사자가 법한 

행정행  는 개인·법인의 행정 련 법률 반행 로 인하여 피해

를 입었거나 그 피해가 임박한 경우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심사 제도를 의미하고, 구체 으로는 사법심사 제도 내에

서 어떠한 내용  종류의 결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본 논문에서

는 후자 즉, 소송유형으로서의 구제수단에 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2절 구제수단의 특징

Ⅰ. 미국 행정법의 발 과정 

 

  미국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지 않은 국의 보통법 체계 통을 

계승하여, 독자  법 역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개념의 출 은 상

으로 늦은 19세기 후반에서야 이루어졌다. 미국은 국가성립 단계

에서부터 포 인 국가권력을 가진 군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의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나 어 법제정작용은 의회의 권한으로, 

법 용작용은 법원의 권한으로 배정하 다. 한 ‘비 임원

칙’(non-delegation doctrine)에 의해 행정에 법제정권한이 인정되지 

않았고, 법을 용하여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  행 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4)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은 주간 통상

에 한 규제권한을 제외한 부분 내정에 한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 고,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자유방임  경제철학의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 사, 2005, 1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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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회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특별한 행정청이 존재하지 않은 채, 행정부는 통령 외에 국무

(state), 재무(treasury), 국방(war) 등의 3개의 각료와 체신청(The 

Post Office), 검찰청(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으로 단순

하게 구성되어 있었다.5) 

  그러다가 시장실패  각종 사회, 경제  변화로 연방정부의 역할

이 필요해졌고, 특히 철도산업의 발달로 국을 달리는 철도를 규제

하기 해 연방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면서, 1887년 주간통상법

(Interstate Commerce Act)이 제정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간통

상 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6) 이후 

각종 독립 원회들이 여러 행정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 는 정

부 내에 자신들의 이익을 변하는 기 을 두려는 이익단체들의 로

비 등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원회들에 기업  개인의 경제활

동 등에 하여 각종 처분을 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의 규

제권한이 부여되었다. 특히 1930년  세계 공황을 극복하기 해 

채택된 뉴딜정책의 결과 해당 산업 혹은 경제 반에 걸쳐 입법, 행

정, 사법을 포함하는 포 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활동을 법 으로 규율하여 공익과 

사익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제정

되었다.7)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 원회를 포함한 행정청의 권한

의 내용, 권한행사의 차  이에 한 사법  통제에 한 법규를 

심으로 독자  법 역으로서의 ‘행정법’이 탄생하 다. 

  특히 이러한 행정청이 하는 각종 처분이나 결정이 기업과 개인의 

5) 최정열, 미국 연방 행정 차법 개 , 외국사법연수논집 80집, 1998, 357

면 참조.

6) 란시스 휘트니 외 지음, 미국의 역사, 미국 국무부, 2004, p. 241, p. 

269 참조.

7) Walter Gellhor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Beginning, 

72 Va.L.Rev. 219, p.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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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재산권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기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정당한 행정 차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 미국변호사 회(AB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행정

차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1933년  행정 차법에 한 특별 원

회를 만들었고, 1934년부터 매년 행정 차의 문제 등에 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 차법의 제정을 한 노력을 개하 다. 루

즈벨트 통령은 1939년 법무부장 에게 실무가, 사, 교수 등 

련 문가들로 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법 분야에서의 행정 차 개

의 필요성을 연구·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 고, 1941년 474 페이

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는 행정 차법의 제정을 

한 청문회를 개최하 다. 그러나 제2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입

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가 그 후인 1946년 6월 11일에야 공

정한 행정 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정의를 증진하기 한 법률

로서 「행정 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공법 제404

호(Pub. L. 404)로  제정되었고,  법률은 1966년  미합 국법

(United States Code) 제5편 정부조직  공무원(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의 제5장  제7장에 편입8)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제4장까지 

미국의 행정 차법을 ‘행정 차법’이라 약칭한다).9) 

  미국에서 행정법은 행정 원회들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이

에 한 차 , 사법  통제들을 규정한 특별법, 일반법으로서의 

8) 미국은 단행 법률이 제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법률을 미합 국

법 (United States Code)에 편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행 법률로서 가

지고 있던 조문 번호는 모두 없어지고 각 주제별로 새로운 조문번호

(section number)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 차법은 미합 국법 에 편입

되면서 형식 으로 폐지된 것이나, 실질 으로는 제1조(The Act may 

be cited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 법률은 행정 차법

이라고 인용될 수 있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문이 미합 국법  제5편

에 편입되어 제5편에 있는 규정을 총칭하여 행정 차법이라 한다.

9) 최정열, 게 논문, 357-3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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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차법, 례 등을 통해 행정 반에 한 하나의 포 인 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10)

Ⅱ. 구제수단의 특징

  이러한 행정법의 발 과정이 반 되어,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  사법심사의 측면에서, 첫째, 행

정재 권이 랑스와 달리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속한다. 둘째, 

개별법이 특별한 할과 차를 규정하지 않는 한, 애 에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법한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는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 일반 할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지방법

원에 제기되고,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의한 민사소송 차로 진행된다. 행정 차법이 1946년

에 제정되면서 행정소송 특유의 문제들 - 상·원고 격·심사기  

등 - 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할, 차의 면에서 민사소송과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11) 한 소송유형의 측면에서, 셋째, 독립된 

역의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행정법에서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포 인 구제수단으로서 설명되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사  소권에 기한 심사도 포함된다. 넷째, 독자  법

역으로서의 ‘행정법’ 없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각종 독립된 행정 원

회를 설치하고, 당해 법률로 이러한 행정 원회에 사법부, 입법부가 

가진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와 같은 권한을 통제하기 한 제

10) 따라서 미국에서의 행정법학은, ‘행정’에 한 법만을 연구 상으로 하

지 않고, “국가제도와 행정작용, 공공의 제도에 한 법”을 상으로 

하는 법학이론체계라는 에서 그 연구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행정

법학의  체계에 한 연구와 련하여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

과 그 외연 - 제도 심의 공법학방법론을 한 시론-, 2008.

11) 박정훈, 게 논문, 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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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마련하여, 법한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의 부분은 당해 

행정기 을 설치한 특별법을 심으로 ‘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주가 

되어 이루어진다. 다섯째, 특별법, 일반법에 기한 심사로 다툴 수 없

는 행정행 에 하여도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유형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법상 구제수단

을 사용하게 되어 다양한 소송유형이 존재한다.

제3절 구제수단의 개관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은 ① 특별법, 일반법  불문법에 기한 

심사, ② 집행소송에서의 방어, ③ 손해배상소송  ④ 사  소권에 

기한 심사로 개 할 수 있다. 형 인 구제수단은 법한 행정행

를 제로 하는데, 법한 행정행 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

해를 입을 것이 임박한 당사자는 그 법성을 확인하고, 취소, 지 

는 변경 등을 구하거나(①의 경우), 행정집행단계에서 그 법성

을 주장하여 이를 지할 수 있고(②의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도 있다(③의 경우). 한 미국에서는 개인 는 법인의 행정규제법

률을 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개인 는 법인을 상 로 일정

한 요건을 갖추어 법한 행 의 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데(④의 경우), 이러한 

소송도 구제수단의 하나로 설명된다. 이하 차례로 검토한다.   

Ⅰ. 특별법, 일반법  불문법에 기한 심사

  연방헌법 제3조에 따라,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려면 의회가 구체

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12) 따라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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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행정행 를 다투기 해서는 당해 행정행 의 근거 법률에

서 사법심사 규정을 찾아 이에 따라 제소하거나, 법원의 일반  

할권 혹은 특별 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할에 한 법률(미합 국

법  28편 제1331조13). 제1337조14))에 근거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특

별법으로 행정청을 설립하고, 행정청의 행 에 한 사법심사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특별법에 따라 법률에 정한 차, 방

식으로 문제되는 행정행 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특별법에 기한 

심사’(special statutory review)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없는 경우, 

행정 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따

른 차, 방식으로 행정행 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를 '일반법에 

기한 심사'(general statutory review)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존재

하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소송이 행정 차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문법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향유하고 싶은 경우, 형평

법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불문법에 기한 심사

'(nonstatutory review)라 한다.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다투고자 하

12) Stephen G. Breyer, Richard B. Stewart, Cass R. Sunstein, Adrian 

Vermeule, Michael E. 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Wolters Kluwer, 2011, p. 789 참조.

13) 28 U.S.C §1331 :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ll civil actions arising under the Constitution, 

laws, or treaties of the United States.

14) 28 U.S.C §1337 (a) :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under any Act of 

Congress regulating commerce or 

protecting trade and commerce against 

restraints and monopolies: Provided, 

however, That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 action 

brought under section 11706 or 14706 of 

title 49, only if the matter in controversy 

for each receipt or bill of lading exceeds 

$10,000, exclusive of interest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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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행 에 한 특별법상, 일반법상의 사법심사 규정이 없는 경

우이고, 이 경우에도 법원의 일반  할권 혹은 특별 할권을 규정

하고 있는 할에 한 법률에 기하여 심사를 구하여야 한다.  

Ⅱ. 집행소송에서의 방어 

  독일, 랑스와 같은 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행 가 자력집행력

을 가지는 반면, 국, 미국과 같이 미법계 국가에서는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사인에게 부과한 작 ․부작 의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법원에 '집행소송'(enforcement 

proceeding)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미국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차 내에서 당사자가 제되는 행정행

가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변하는 것을 구제수단의 종류로 설

명하고 있다.15) 련 법률이 당해 행정행 에 한 행정구제 차를 

거칠 것을 의무 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행정행 를 다투는 소

송을 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등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16) 

부분의 집행소송에서 사인은 방어수단으로 문제된 행정행 의 

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당해 행정행 의 

법성에 하여 심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행정입법 혹은 재결에 의

하여 부과된 의무의 배에 기하여 법원에서 기소 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형사재 차내에서도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가 이루

어진다.17)    

15) Kenneth Culp Davis, Administrative law text, 3rd ed., West 

Publishing co. 1972. p. 446 참조.

16) Schwartz, Administrative law, 3r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p. 593 참조.

17) Schwartz, 게서, p. 594-5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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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손해배상소송

  미국은 국의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리를 계승하

고, 주권면제 원리에 의해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에 기하여 일

반지방법원에 정부를 상 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행정

차법이 1976년에 개정되면서 제702조, 제703조로 법한 행정행 에 

하여 주권면제를 포기하 으나, 이는  손해를 구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 한 것으로,  손해를 구하는 소송에는 여 히 

주권면제가 용된다. 다만, 법원은 이때의  손해에 원래 지

받아야 할 원의 지 을 구하는 의미로서의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하고 있다. Bowen v. Massachusetts18) 결에서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원조를 받아 빈곤자에 

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부조(Medicaid) 제도가 문제되었다. 보

건복지부는 Massachusetts가 정신지체시설에 주의 교육부 인력을 

견하여 의료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의료부조제도에 의하여 연방정

부의 지원(reimbursement)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 다. 

Massachusetts는 지방법원에 보건복지부장 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 다. 5인의 법 은  소송은 손해의 배상(money damages)

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법원에 할권이 있다고 시

하 다. 그 이유로 첫째, 원고가 선언 결  명령 결을 구한 것이

어서, 인용 결의 결과 결국 정부가 주정부에게 원을 지 하게 된

다 하더라도, ‘ 의 배상’을 구한 것은 아니고, 둘째, 원고는 권리

가 있는 에 한 형평법상의 구제를 구한 것이지, 행 로 인한 

피해에 한 배상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을 들었다.

  일반  할권 규정에 의해 지방법원에 정부를 상 로 하는 손해

배상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한 

18) 487 U.S. 87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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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불법행 청구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에 정한 요

건에 따라 연방청구법원(Claims Court)에 정부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법원도 첩 으로 할권을 가진다.19) 

그러나 연방불법행 청구법은 크게 세 가지 외를 인정하고 있는

데, 첫째로, 외국에서 제기되는 모든 청구를 포함하여, 특정 행정작

용이나 행정청에 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공갈(assault), 폭행(battery), 불법감 (false imprisonment), 불법체

포(false arrest), 악의  기소(malicious prosecution), 차의 남용

(abuse of process), 서면에 의한 명 훼손(libel), 구두에 의한 명

훼손(slander), 허 표시(misrepresentation), 고의에 의한 허 표시

(deceit), 는 계약 침해(interference with contract right) 등 부

분의 의도  불법행 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이 면제된다. 셋째로, 

연방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 작  는 부작 는 그 행 가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재량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 한 외가 인정된다. 

그 외에 정부가 상 방인 계약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세 환 을 구

하는 소송 등에 한 「터커법」(Tucker Act)에 정한 요건에 따라 

연방청구법원(Claims Court)에 정부를 상 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20)21)

Ⅳ. 사  소권에 기한 심사 

  행정청에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이 행정청의 규제권한 

범  내에 있는 행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당해 법률을 

반한 개인 는 법인을 상 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

19) 미합 국법  28편 제1346조 (b)항 참조.

20) 미합 국법  28편 제1436조 (a)항, 제1491조 참조.

21) Schwartz, 게서, p. 607-6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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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기 하여 원고가 법한 행 를 한 개인 는 

법인을 상 로 소를 제기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심사를 '사  소권

'(private rights of action)에 기한 심사라 한다.22) 를 들어, 허가

를 받아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자가 허가요건을 반하여 폐기물

을 처리한 경우 개인에게 사  소권을 인정하여 개인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사업자를 상 로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  소권은 원칙 으로 법률에서 사  소권

에 기한 심사를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나, 

법원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의회가 묵시 으로 행정법률 반 행

에 하여 이러한 사  소권을 부여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23)  

  사  소권은 개별 당사자가 행정청의 법률 집행권한을 보충할 수 

있어 행정규제법률의 효과 인 집행을 도모하고, 행정청이 부 한 

이유로, 가령 반행 자에 한 정치 , 개인  특혜 등으로 행정

규제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 

법원은 행정청과의 계에서 사법자제를 통해 행정청의 자율성을 

존 하고, 국가 정책집행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등의 요한 목 을 

수행하는데, 사  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동일한 행정법률 반행

22) Richard J. Pierce, Jr. Administrative Law Treatise. 3.Vols., 5ed., 

2010, p. 1711 참조.

23) Hallstrom v. Tillamook County 493 U.S. 20, 23 (1989) 결에서, 법

원은 「자원의 보존과 회복에 한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합 국법  제42편 제6972조)을 포함하여 사  소권

을 규정하고 있는 14개의 연방 환경법률을 열거하 다. 미합 국법  

제42편 제6972조에 의하면, 구든지 자원의 보존과 회복에 한 법률

에 의하여 인정된 허가, 기 , 요건 등을 반한 자 는 폐기물처리업

자 는 과거에 폐기물처리업자 던 자가 환경 등에 즉각 이고 상당

한 험을 래하는 폐기물처리행 를 한 경우 그 자를 상 로 민사소

송으로서 그 행 의 지 등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서는 문제된 행 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시민소송(citizen suit)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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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행정청의 법률집행권과 사법구제방법을 공존하게 함으로

써 큰 틀에서 사법자제가 가지는 효과를 해할 수 있다. 수백 명의 

지방법원 법 들이 수혜 ·제재  정책을 일 되게 실행하기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사  소권으로 다투어지는 행정행

에 하여 법 들에게 행정청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

한 목  실 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4) 

  사  소권이 개별법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입법자는 

이러한 사  소권의 장·단 을 고려하여 사  소권의 행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 사  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원의 보

존과 회복에 한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하면 원고는 사  소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기 60일 에 반행

자  행정청에 하여 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 사  

소권을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법원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사  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입법취지가 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사  소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는 J.I. Case v. Borak25) 결에서 정에 

24) Pierce, 게서, p. 1712-1713 참조.

25) 377 U.S. 426 (1964), J.I. Case Company의 주주는 경 진이 허 의 

락시 스테이트먼트(proxy statement,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

보의 검토 이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속 서류  하나

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서류이다. 이사회 충원  

선임에 한 계획, 경 진의 약력, 료, 보 스 등에 한 세부내역과 

기타 경 진 련 신고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공시하여 

American Tractor Corporation과 합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

의 신주인수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병의 무효 선언과 손해

의 배상을 구하 다. 법원은 회사가 허 의 락시 스테이트먼트를 

공시한 것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s14(a)를 반한 것에 해당하는데,  법 s27 규정에 기하여 주주들이 

그 행 의 무효를 선언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즉 사기업의 

행정법률 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에게 사  소권이 

인정되는지-에 하여 단하 다. 연방 법원은 첫째,  법률의 입법

취지가 투자자 보호에 있고, 둘째, 개인에게 사  소권을 부여하는 것

이 행정청이  법률의 집행하는데 있어 좀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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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 다가 차 축소되어 재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26)

  이상과 같이,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으로는 특별법, 일반법, 불

문법에 기한 심사, 집행소송에서의 방어, 손해배상소송  사  소

권에 기한 심사 등이 있으나, 본 논문의 목 은 우리나라 행정소송

에서의 소송유형에 한 문제  인식  개선방향의 모색을 해 

미국 행정법에서의 소송유형을 연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하, 이에 

응하는 특별법, 일반법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구체 으

로 살펴보기로 하고, 나머지 구제수단은 연구범 에서 제외한다. 

유로  법률에서 묵시 으로 사  소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단하

다. 구체 인 법률 규정이 아닌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에서 사  소권

을 인정한  법원의 태도는 사  소권에 기한 소의 남용과 법률 집

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권한이 무시되는 결과를 래하 을 뿐 아니라, 

의회가 기업경 과 사법구제에 하여 구체 으로 고안한 입법까지 무

용하게 되었다는 비 을 받았다. 

26) Pierce, 게서, p. 17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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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별법에 기한 심사

제1절 의의

Ⅰ. 개념

  미국에서 행정행 의 법성을 다투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일 먼

 행정행 의 근거가 된 법률에 사법심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행정법은 특별법을 심으로 

발 하 고, 각종 독립 원회 등의 행정청을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

한 특별법에는 체로 그 권한을 통제하기 한 사법심사에 하여

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기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당해 행정행 를 다투고, 이에 따

라 이루어지는 사법심사를 특별법에 기한 심사라 한다.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 차의 형태에 하여 일반 인 규정인 행정 차법 

제703조 단은 "의회가 개별 인 법률에 의하여 그 법률에 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사법  해결에 하여 특별한 차 규정을 두었다

면 당사자는 그 법률에 정한 법원에 정해진 형식의 소송을 제기하

여야"27)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 부분의 행정청이 특별법에 따라 창설되어 이에 근거하여 

행정행 를 하고, 이러한 특별법에는 개 사법심사에 한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는 거의 특별법에 기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27) 5 U.S.C. §703 : The form of proceeding for judicial review is the 

special statutory review proceeding relevant to the 

subject matter in a court specified by statute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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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제3 의 구제수단의 개 에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와 집

행소송에서의 방어를 구분하여 검토하 으나,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

는 행정행 의 상 방이 행정청을 상 로 당해 행정행 를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특별법  이에 따라 제정

한 규칙을 집행하기 하여 사인을 상 로 제기하는 집행소송도 포

함하는 개념이다.28) 1906년 까지만 하더라도, 주간통상 원회는 

명령의 상 방에 하여 명령을 집행하기 하여 그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까지 어떠한 제재도 부과할 수 없었고, 

재에도 국노동 계 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그 

명령을 집행하기 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29) 이와 같이 

특별법에서 행정청에게 행정법규 반행 에 하여 조사, 결정, 제

재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그 제재를 집행하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자발 으로 행정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집행명령을 구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당해 행정행 를 다투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행 의 법성에 하여 심사하게 된다. 이

듯 미국 행정법에서는 원칙 으로 공  주체도 사인과 동일한 지

에 있음을 제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인

을 상 로 집행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행정행 의 법성에 

하여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특별법에 기한 심사로 설명된

다. 

Ⅱ. 특징

  특별법에서 사법심사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체로 할

28) Strauss, 게서, p. 1195, Schwartz, 게서, p. 472 참조.

29) Schwartz, 게서, p. 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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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원인, 주권면제의 포기여부, 재 , 법률상 제한, 보충성 

요건, 원고 격, 심사기  등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그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특별법

에 기한 심사를 구하는 당사자는 특히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

원에,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정해진 형태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

다.30) 할에 하여는 제2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체로 항

소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재 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게 형성된 할은 배타 이다. 한 특별법에 제소기간이 규정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반드시 수하여야 하고, 제소시간

을 수하지 못한 소는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각

하된다.31) 특별법에서 ‘심사청구의 형태’(form of action)도 규정하고 

있다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 사법심사를 구하여야 한다. 특별법에서

는 ‘심사청원’(filing a petition for review)의 형태32)로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사건이송명령’(proceeding in the nature of certiorari)의 

형태로 차를 진행하여야 한다33)거나, ‘직무집행명령’(mandamus)을 

구하여야 한다34)는 등의 심사청구의 형태를 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법에서는 심사법원이 어떠한 형태의 결을 내릴 수 있는 지까

지 정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제3  인용 결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  

  특별법에 기한 심사 규정으로 표 인 「연방거래 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방거

래 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연방거래 원회법의 사법심사 규정은 

30) Schwartz, 게서, p. 471 참조.

31) Sunnyview Village v. State Dept.of Administration, 311 N.W. 

2d632,634 (Wis, 1981) 참조.

32) 「연방거래 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미합 국법  

15편 제45조 (C).

33) N.Y. Civ. Prac. L.&R. art. 78.

34) Cal. Govt. Code §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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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Securities Act),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 국노동 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연방발

법」(Federal Power Act), 「연방항공법」(Federal Aviation Act),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 「식료약품법」(Food and Drug 

Act) 등에 차용되어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었다.35)

  연방거래 원회법 제45조 (c)에 의하면 원회로부터 경쟁, 행  

는 업을 지하는 명령을 발령받은 자는 미국의 항소법원에 이

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은 할에 하여 “문제

가 된 경쟁, 행  는 업이 이루어지거나, 행 자 등이 거주하거

나, 업을 하는 곳의 항소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소기간에 

하여 “그 명령을 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소 형태에 하여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원(petition 

for review)의 서면을 제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가 제

기 되면 법원은 원회에게 이를 알려 원회가 련 기록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은 와 같은 소에서 원회의 명령

을 인용(affirm)하거나, 수정(modify)하거나 취소(set aside)할 수 있

다.

  와 같이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당해 법률은 할, 재 , 원

고 격, 제소기간, 심사청구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에 기

한 심사를 구하려는 당사자는 법률에 정해진 차를 거쳐, 정해진 

형식으로, 사법심사를 구하여야 한다.  

     

제2절 관할

  

Ⅰ. 특별법에 기한 심사의 할

35) Schwartz, 게서, p. 4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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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특별법은 체로 할권을 가지는 법원

에 하여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 제소하여야 한다. 특

별법에 따른 행정행 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하지만, 할에 

하여 체로 항소법원에 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로, 앞서 본 

연방무역 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제기하는, 혹은 연방

무역 원회에 하여 제기하는 소송36), 연방통상 원회(Federal 

Commerce Commission), 주간통상 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원자력 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연방해상

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등이 제기하는, 혹은 이들 

원회에 하여 제기하는 소송37), 국노동 계 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제기하는, 혹은 동 원회에 하여 제기

하는 소송38), 「 기오염법」(Clean Air Act)에 따라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제기하는, 혹은 동 원회에 

하여 제기하는 소송39) 등을 항소법원이 할하고 있다.  법률들

에서는 체로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행 가 공식  결정

차를 거쳐 발령되고, 행정청은  차를 통해 기록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가 인 증거를 제출받지 않은 채  기록에 근

거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항소법원은 행정청의 상 심처럼 최

종  행정행 에 하여 사법심사를 하게 된다.40) 항소법원이 법률

에 의해 사법심사에 하여 할권을 가지게 되면, 이는 배타 41)이

다. 그러나 기록이 부 하거나, 사실 계의 문제가 요한 사안에

36) 미합 국법  제15편 제45조 제(c)항. 

37) 미합 국법  제28편 제2341조 이하.

38) 미합 국법  제29편 제160조 제(f)항.

39) 미합 국법  제42편 제7607조 제(b)항. 

40) Breyer, 게서, p. 794 참조.

41) Whitney National Bank v. Bank of New Orleans ＆ Trust Co. 379, 

U.S. 411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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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항소법원이, 법률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 다면, 지방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42)

  특별법에 기한 심사라도, 경우에 따라 분쟁해결에 있어 사실 계

의 확정이 요하고, 법원의 증거수집 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

방법원에 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를 들어,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42 U.S.C. §§ 405(g), 421(d)}은 보장 여 등의 

거부  단행 에 하여 “원고의 거주지나, 사업의 주소재지를 

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Ⅱ. 할권 규정의 해석

1. 문제

    특별법은 와 같이 당해 행정행 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다

투는 소송의 할을 항소법원 는 지방법원에 부여하고 있고, 항소

법원에서 다툴지, 지방법원에서 다툴지 여부에 따라 심사방식, 심사

강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특별법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령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 에 하여 할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해석이 문제가 된다. 특히 특별법이 당해 행정

청에 명령(order)을 발령하고 규칙(rule)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할에 하여 행정청이 내린 명령을 다투는 소송은 항소

법원이 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규칙에 한 소송에 하여는 아

무런 규정도 하지 않은 경우, 이하 살펴 볼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특징, 규칙의 성격과 그 효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규정이 없는 이

상 규칙을 다투는 소송은 지방법원이 할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다.43) 

42) Breyer, 게서, p. 7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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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특징에 하여 먼  살펴보

고, 할권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에 한 법원의 

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특징

    사실 계의 인정이 아닌, 법률 는 정책에 한 주요 쟁 들이 

문제되는 사건 는 행정청이 만든 기록만에 기 하여 심사가 가능

한 사건들은 항소법원이 할하는 것이 하다. 왜냐하면 먼  행

정행 에 한 항소법원에서의 사법심사는 원칙 으로 행정청이 만

든 기록에만 기 하여 이루어지고,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 계, 수집

한 증거자료  이에 기 한 행정행 의 법성에 하여 사후심으

로서 단하기 때문이다. 한 항소법원의 사수는 상 으로 소

수인데다가 3인의 합의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  는 정치  

문제에 해 상치 못한 결이 이루어지거나, 동일 쟁 에 하여 

일 되지 않은 단을 할 험성을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소

법원 사이에 다른 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법원의 단

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쟁 에 한 상이한 단으로 발생하는 문제

들이 해결될 수 있다.44) 

    반면 매년 수천 개의 재결이 이루어져 그 결과 발령되는 명령

과 같이 사건 수가 많거나, 법과 정책보다는 사실 계의 인정에 따

라 결론이 달라져서 사실 계의 확정이 요하고, 이러한 사실 계

의 확정을 해 증거의 제출과 채택이 필요한 사건들은 지방법원이 

할하는 것이 하다.45) 

43) Pierce, 게서, p. 1682 참조.

44) Pierce, 게서, p. 1681 참조.

45) Pierce, 게서, p. 16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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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권 규정의 해석에 한 례의 태도

가. 명령과 규칙에 관한 관할권 규정 해석

      특별법에서 행정청에게 명령(orders)을 발령하거나 규칙

(rules)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청의 명령에 해

서만 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제정한 규칙에 

해서는 지방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법원의 시를 살펴보면, 기의 례들은 법률문

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률에서 항소법원에 규칙에 한 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지방법원이 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다. 

United Gas Pipeline Co. v. Federal Power Commission46) 결에서 

D.C 항소법원은 법률이 행정청에 명령을 발령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행정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의 규칙에 

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은 당해 법

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제정한 규칙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하

여 할권이 없다고 시하 고, 이에 한 상고는 심리불속행되었

다. 이러한 시는 1967년을 기 으로 변하기 시작하 는데, 

Investment Co. Institute v.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47) 결에서 D.C 항소법원은  결을 기하고, 

행정청의 명령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을 부여한 법률에 따라 항

소법원은 행정청이 제정한 규칙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에 해서

도 할권을 가진다고 시하 다.

      이는 법원의 법률해석 방법이 문언 , 형식 에서 실 , 기

46) 181 F.2d 796 (D.C. Cir.), cert. denied, 340 U.S. 827 (1950).

47) 551 F.2d 1270 (D.C. Ci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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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으로 변화하 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건의 

‘성숙성 요건’(ripeness)에 한 요한 례인 Abbot Laboratories 

v. Gardner48) 결 이 까지 법원은 집행  단계의 규칙에 하여 

사건의 성숙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법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당사

자들은 행정청이 그 규칙을 집행하면서 행한 처분 등을 다투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는 쟁 이 제한 이어서 당해 규칙의 헌· 법성에 

한 의미 있는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Abbott 

48) 387 U.S. 136 (1967) 의회는 1950년  후반부터 1960년  반까지 의

사들의 약 처방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에 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제

약회사들이 의약품을 고하면서 약효 성분의 정확한 일반 명칭

(generic name)을 표기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은 같은 성분의 약을 

형 슈퍼마켓 등에서 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제약회사의 상표

가 붙어 있는 것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의

회는 「식료약품법」(Food and Drug and Cosmetics Act)을 개정하여 

모든 제약회사들은 약품을 고하거나 포장을 할 때 상품명 에 

호를 하고 일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 다. 이에 따라 미연방식품

의약청(FDA)은 처방의약품생산자들로 하여  의약품라벨, 고, 기타 

인쇄물에서는 당해 제품의 상표명(proprietary name 는 brand 

name) 뿐 아니라 물질명(established name)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

칙을 제정하고 공표하 다. 원고는 미연방식품의약청의  규칙은 

련 법률에 의하여 임된 규칙 제정권의 범 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 고, 정부는 당해 규칙의 집행을 해 원고에게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성숙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법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지 까지의 성숙성 요건에 

한 태도를 변경하고, 성숙성 요건의 단에 있어 ① 사건의 쟁 이 

즉시 사법  단을 받기에 합한지 여부(fitness of the issues for 

immediate review), ② 법원이 사법심사를 거 하 을 때 당사자가 감

당해야 할 어려움의 정도(hardship to the parties that would result if 

the court withheld review)를 심사기 으로 삼아, ① 이 사건의 쟁

은 연방식품의약청의 규칙이 임의 한계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로 법

률 인 것으로 사법심사에 합하고, ② 원고는  규칙에 따라 막

한 비용을 들여 새롭게 약품을 포장하거나,  규칙을 반하여 벌

을 물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성숙성 요건을 갖추

었다고 시하 다. 규칙이 일단 채택되고 나면 행정 차법상의 최종

인 행정행 가 되며, 한 그러한 규칙은 심사가능성의 강한 추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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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서 법원이 집행  단계의 규칙에 한 사법심사도 가능하다

고 단하면서, 행정청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송에서 규칙의 효

력을 유지하기 하여, 그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만들기 

시작하 고, 1977년  D.C 항소법원에서 행정청이 제정한 규칙의 효

력이 다투어질 땐, 규칙의 법률  쟁 에 하여 심사할 수 있을 만

큼 행정청이 기록을 만드는 행이 확립되어 있었다. D.C 항소법원

의 와 같이 변화한 태도는 이러한 행정청의 실무 변화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49) 

      그 후 항소법원들은 법률이 항소법원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심사할 수 있는 할권을 부여하면서 규칙에 하여는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Investment Co. 시에 따라 규칙에 한 

항소법원의 할권을 인정하 다.50)

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행정행위에 관한 관할권 규정 해석

      법원은 법률이 일정한 행정행 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

을 부여한 경우 기능 으로 련된 행정행 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을 인정하고 있다.51)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v. NRC52) 결에서, D.C 항소심법원은 법률이 허

가 신청 차에서 발령되는 명령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을 부

49) Pierce, 게서, p. 1683 참조.

50) Airlines v. Goldschmidt, 645 F.2d 1390, 1313-1314(8th Cir. 1981); 규

칙이 ‘완성된 기록’에 근거하여 발령되었다면, 항소법원은 ‘명령’에 

한 심사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을 부여한 법률에 근거하여 역시 

할권을 가진다고 시한 City of Chicago v. FPC, 458 F.2d 731, 

740-741(D.C.Cir. 1971), cert. denied, 405 U.S. 1074 (1972); ‘규제에 있

어 요한 목 인 국가  통일성은 항소법원이 최 할권을 가질 때 

가장 잘 구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항소법원에 규칙에 한 할권을 

인정한 NRDC v. EPA, 673 F.2d 400(D.C. Cirt. 1982) 등 참조.

51) Pierce, 게서, p. 1684-1685 참조.

52) 606 F.de 1261 (D.C. Ci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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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경우, 지방법원은 핵폐기장이 NRC가 허가를  수 있

는 권한 범  내에 있는지 문제에 하여 확인 결을 할 할권이 

없다고 단하면서, 그 이유로 “이러한 명령에 한 항소심법원에 

배타  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복 심사나 그로 인한 

지연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시하 다.    

      한 Crown Simpson Pulp Co. v. Costle53) 결에서 「연방

환경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은 환경청의 

“허가 발령 는 거부”에 하여 항소법원의 심사를 인정하고 있었

는데,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행정청이 그 고유의 권한으로 허가발

령을 하고, 환경청은 이에 한 반려권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청의 반려행 가 ‘허가 발령 는 거부’가 아니라고 보아 할

권이 없다고 시하 다. 법원은 항소 결을 기·환송하면서 환

경청의 반려행 의 종국 인 효과는 ‘허가 거부’와 동일하고, 다른 

방식의 허가 거부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은 분쟁해결에 지연을 가져올 뿐이므로, “입법자의 명시 인 표 이 

없는 이 사건에서,  법률이 와 같이 비합리 으로 고안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시하 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이 행정행 의 발령 등과 같은 작 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작 의 법성

을 다툴 때에도 항소법원에 할권이 있다고 인정한다.54) 

Telecommunications Research and Action Center v. FCC55) 결에

서, D.C 항소법원은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는 행정행 를 강제하는 

소송은 그 문제된 행정행 를 심사하는 법원에 배타 인 할권이 

있다고 시하면서,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로 첫째, 행정행 가 

일단 이루어지면 항소법원에 배타  할권이 있고, 법원은 행정행

53) 445 U.S. 193 (1980).

54) Pierce, 게서, p. 1688 참조.

55) 750 F.2d 70 (D.C. C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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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령되기 에도 행정 차법 제706조 제1항에 따라 법하게 

취소되거나 비합리 으로 지연된 행 를 강제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할 내에서 모든 필요한 는 한 장을 발령’할 권한을 부

여하고 하고 있는 「모든 장법」(All Writs Act, 28 U.S.C. §1651)

을 근거로 항소법원은 행정부작 에 해서 할이 있다고 보았고 

한, 둘째, 정책 으로도 당해 행정행 를 심사하여 그 작용에 익

숙한 항소법원에 그 부작 의 법성을 다투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부작 의 법 여부에 한 사법심사와 

련하여 특별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에서의 법원

의 사법심사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로 분류된다.56)  

4. 검토

    법원은 법률규정을 해석한 결과 의회가 의도 , 명시 으로 

할권을 분배하 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입법을 존 한다. 그러

나 법률의 공백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심사 기능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하여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심사가 가지는 특징을 고

려하여 법률문언을 해석한 뒤 이를 용하고 있다.57) 

제3절 인용판결의 내용

Ⅰ. 결형식 개

56) Strauss, 게서, p. 1196 참조.

57) Pierce, 게서, p. 16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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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은 다양한 유형의 결형식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

별법에 따라 법원이 문제의 행정행 를 인용하거나(affirm), 집행하

거나(enforce), 취소하거나(set aside), 무효화하거나(annul), 기하거

나(reverse), 변경하거나(modify), 환송하거나(remand), 어떤 행 를 

할 것을 명하거나(compel), 지하거나(restrain), 정지(suspend) 등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부분은 동의어이고, 특

별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결형식은 략 행정청의 행정행 를 인

용(affirm)하거나, 취소(reverse)하거나, 환송(remand)하거나, 의무를 

강제(compel)하거나, 행 를 지(restrain)하는 것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58) 

  그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인용 결의 유형은 문제의 행정행

를 취소(set aside 는 reverse)하고 다시 결정하도록 사안을 행정

청에 환송(remand)하는 것이다.59) 행정청의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

나, 행정청에게 구체 인 행정행 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매우 외

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서 법원이 행정청에게 작 를 명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성숙성

(ripeness), 종국성(finality), 보충성(exhaustion)의 원칙 등에서 알 

수 있는 사법자제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60) 

Ⅱ. ‘취소 후 환송’ 결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법원이 가장 많이 내리는 인용 결의 주

문은 문제된 행정행 를 취소(set aside 는 reverse)하고 행정청에

게 당해 사안을 환송(remand)하여 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행정행

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규칙에 한 심사가 가능한 미국 법

58) Carrow, 58 Columbia L. Rev. 1 (1958), p. 2 참조.

59) Pierce, 게서, p. 1657 참조.

60) Pierce, 게서, p. 16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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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규칙제정 차에서 하자가 있으나 행정청이 그 하자를 치

유할 수 있고 다시 차를 거쳐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동일한 규칙

을 제정할 것으로 단되는 경우에는 그 규칙을 무효(vacating)화하

지 않은 채 환송하기도 한다.61)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결정을 단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차  사유에 기 하여 법, 부당한 경우 원칙 으로 이를 취소

하고, ‘환송’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행정청이 처분사유로 

들지 않은 것까지 면 으로 다시 심사하여 환송하지 않은 채 취

소만을 명할 수는 없다고 시하고 있다.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Ventura62) 결에서 이민귀화국(INS)은 

Fredy Orlando Ventura가 1993년 과테말라를 떠나 미국에 불법입국

할 때 ‘정치  의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망명 청구를 거부하고 추방명령을 내렸다. 원심법원(제

9항소법원)은 이민귀화국의 처분사유(과거에 박해를 받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처분사유가 아닌 부분(앞으로 박해가 있을지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가 과테말라에서 게릴라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 이는 

정치  의견으로 인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박해가 상되며, 이민귀

화국은 국가의 상황이 충분히 변하여 박해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하여 입증하지 못하 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에 하여 환송하지 

않은 채 취소만을 하 고 망명 거부처분에 하여만 환송63)하 다. 

법원은 원심법원이 의회가 속 으로 행정청에게 부여한 역을 

침해하 다고 단하고,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에게 추

가 인 조사를 하고 결정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하

면서 원심 결을 기‧환송하 고, 환송심 법원에서는  결에 따

61) Pierce, 게서, p. 1675 참조.

62) 537 U.S. 12 (2002).

63) 주문은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 for witholding of deportation 

granted and application for asylum r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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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청의 추가 인 심리‧조사를 해 행정청에 추방명령  망

명 거부처분 모두에 해 환송하 다. 법원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Gonzales v. Thomas64)  결이나 Ass'n of Home Builders v. 

Defenders of Wildlife65) 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법원(제9항소

법원)의 결을 기하 다.

  마찬가지로 제3항소법원은 행정청이 원결정에 하여 하나의 증

거 단을 락하 으나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실질 인 증빙

이 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  다시 사실 계를 

검토하고 단하도록 사안을 환송하여야 한다”고 시66)하 고, 제7

항소법원도 행정법 사가 일부 증언을 신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

하지 않고 증거 단을 잘못하여 실질 인 증거에 의하여 원결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안을 행정청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시67)하

다.

  제7항소법원은 Ghebremedhin v. Ashcroft68) 결에서 Ventura 

결에서의 법원 시의 용범   요성에 하여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 다. 이민귀화국은 원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

로 박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여 추방을 명하고 망명 청구

에 하여 거부하 는데, 제7항소법원은 박해를 인정하여 망명권을 

보장하라고 시69)하 다. 이에 법무부장 은 Ventura 사건을 근거

로,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조사나 입

증을 해 행정청에게 사안을 환송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7항

소법원에 결의 경정을 요청하 다. 제7 항소법원은 법원은 기록에 

64) 547 U.S. 183 (2006).

65) 127 S. Ct. 2518 (2007). 

66) Leia v. Ashcroft, 393 F 3.d 427 (3d Cir. 2005).

67) Briscoe ex rel. Taylor v. Barnhart, 425 F.3d 345(7th Cir. 2005).

68) 392 F.3d 241 (7th Cir. 2004).

69) 구체 으로는 “망명권을 부여”하도록 행정청에 사안을 환송한다고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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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행정청의 의무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행정청에 와 같이 행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Ventura 사건이 법무부장 의 주

장처럼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안을 행정청에 환송하여

야 한다고 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 다. 제7항소법원은 “Ventura 

사건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의 사실확정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

제가 되었다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박해의 상이 됨은 분명하기

에 새로운 사실 계를 찾는 것이 쟁 이 되지 않는다”고 단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망명권을 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 이

므로, 다시 한번 차를 거치도록 행정청에 사안을 환송하는 것으로 

원 결을 수정한다”70)고 시하 다.  

Ⅲ. ‘이행’ 결

  결국 법원은 사실 계가 모두 확정되어, 사실 계  용 법률에 

비추어 행정청의 행 가 기속행 라고 단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게 환송하여 다시 결정하게 하면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되어 

히 부당한 결과가 래된다고 단되면, 외 으로 당해 행정청에

게 거부한 행 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시하고 있다.71) 이행

결을 할 때 주문은 문제된 거부처분 등의 취소  환송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문에 환송하는 취지가 특정 행정행 를 하도록 하기 

함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Rivera v. Sullivan72) 결에서 법원은 기록상 원고가 장애보상

을 지 받아야 함이 명백하고, 이미 행정 차, 사법구제 차로 인하

70) we modify our opinion to the extent that we remand the case to 

the Attorney General for further proceeding consistent with that 

opinion.

71) Pierce, 게서, p. 1676 참조.

72) 923 F.2d 964, 970(2d Cir. 1991).



- 37 -

여 원고의 권리행사가 과도하게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장

애보상 지 거부결정을 취소하고, 행정청에게 그 지 을 명하

다.73)

  Faucher v.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74)  결에

서
 

원고는 보건복지부장 에게 정신장애와 비만을 이유로 장애보장

수당을 신청하 는데, 보건복지부장 은 원고에게 와 같은 문제가 

있음은 인정되나 신체가 아닌 목소리를 이용하여 상당한 직업군에 

해 선택권을 가지므로 ‘장애’(disabled)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 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은 지방법원에 

할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지방법원에 보건복지부

장 의 거부처분을 다투었는데, 원심법원은 원고의 신청내용에 한 

단이 아닌, 목소리라는 가정  상황에 기 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없다고 단한 보건복지부장 의 처분은 ‘실질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법하다고 시한 다음 

원고에게 장애보장수당의 지 을 명하 다. 보건복지부장 이 이에 

항소하 는데, 항소심법원은 보건복지부장 의 처분은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법하나, 법원은 모든 요건사실이 확정되고, 청구인이 

장애보장을 받을 수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어야만 보건복지

부장 으로 하여  원고에 한 장애보장수당의 지 을 명할 수 있

다고 단하고, 추가 인 증거조사를 하여 사안을 행정청에 환송

되어야 된다고 시한 뒤, 제1심 법원의 단을 일부 기하 다.75) 

  제10항소법원은 Middle Rio Grande Conservancy District v. 

73) 주문에 구체 인 액의 산정  보상 의 지 을 해서만 환송한다

(remand solely for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benefits)는 취지

를 명시하 다.

74) 17 F.3d 171, 176(6th Cir. 1994).

75) 같은 취지의 시로 Abbott v. Sullivan, 905 F.2d 918, 927 (6th Cir 

1990); Varley v.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s., 820 F.2d 

777, 782 (6th Cir 1987); Mowert v, Heckler, 771 F.2d 966, 973 (6th 

Ci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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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on76) 결에서 멸종 기 동물의 주요서식지 여부인지에 한 

행정청의 환경평가가 법하다면, 법원은 행정청에 다시 환경평가를 

하도록 사안을 환송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하면서, 행정청의  “과

도한 지연과 부 한 의사결정”을 지 하 다.

 

Ⅳ. ‘변경’ 결

  특별법에서 심사법원이 행정청의 행정행 , 주로 명령(order)을 변

경(modify)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이러

한 권한을 매우 신 히 사용하고 있다.77) 이하 표 인 법원의 

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Jacob Siegel Co. v. FTC78) 결에서 원고는 ‘Alpacuna’라는 상표

로 코트를 매하고 있었는데, 연방거래 원회는 원고가 매하는 

코트가 알 카(alpaca) 섬유를 함유하고 있을 뿐 라마의 털(vicuna)

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상표가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 소비

자들을 호도 는 기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의 사용을 지

한다는 처분을 하 다. 원고는 항소법원에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고, 원심은 연방거래 원회의 처분이 부당(too harsh)

하나 법원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 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 고, 법원은 먼  법률에서 법원에 

수정권한을 부여하고는 있다고 단한 다음, 다만 연방거래 원회는 

상거래의 법한 행 에 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 사법심사는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법원의 권한은 연방거래 원회가 선택지 내에서 허용되는 

단을 내렸는지, 그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 는지 여부를 확인

76) 294 F. 3d 1220 (10th Cir. 2002). 

77) Carrow, 게 논문, p. 3 참조.

78) 327 U.S. 6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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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그친다고 시하 다. 결론 으로 법원은 연방거래 원회

가  상표를 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하여 단하

지 않았으므로, 연방거래 원회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기하 다. 다시 말해, 법원은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에 행정청의 처분을 변경할 권한이 있음은 인정하 으나, 처분에 있

어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경권한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FPC v. Idaho Power Co.79) 결에서 연방 력 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는 원고 회사에 Idaho 남부에 수력발 소 건설

을 허가하면서 일부 조건을 부가하 다. 원고 회사는 항소법원에  

조건과 련하여 연방 력 원회의 허가처분을 다투었고, 원심은 연

방 력 원회의 처분에서 조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시하 다. 이에 연방 력 원회가 항소하 고, 법원

은 수력발 소의 건축을 허가하는 연방 력 원회의 처분에 조건을 

부가할지 여부는 ‘본질 으로 행정 (administrative in nature)’인 것

이고 수정권한은 본질 으로 행정 인 기능을 행사하는 데 용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시하 다.  

제4절 인용판결의 효력

  법원에서 행정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결의 취지에 어 나지 않

도록 다시 결정하라고 사건을 환송하게 되면, 행정청은 환송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을 하게 된다. 구체 으로 행정행 가 필수 인 차

79) 344 U.S.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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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지 않은 법으로 취소되었다면, 다시 차 규정을 수하여 

새로운 규칙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사실확정에 기 가 된 증거

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사실 계 조사  보완을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사유의 시가 부 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새로운 증거 수집 차를 거치거나, 새로

운 증거 조사 없이 이유를 보완할 수 있다. 법률 용에 법이 있

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면, 행정청은 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이

유를 설시하여 재처분을 하게 된다. 행정청은 행정행 로 향을 받

게 될 제3자가 없다면, 법원의 시 로 처분하게 되지만, 새로운 

처분으로 부정 인 향을 받게 될 제3자가 있다면, 그를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한다.80) 이와 같이 법원에서 행정청에게 특정 의무의 이

행을 명하지 않은 채, 기존의 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한 경우라면, 

부분의 경우, 심사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행정청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새로운 결정을 할 때까지 그 결정을 결론을 측하기가 

어렵다. 환송받은 행정청의 새로운 행정행 에 한 연구를 보면, 

1984년부터 1985년까지, 20-25%의 경우 행정청은 기존의 결정을 동

일하게 하 고, 10%의 경우 기존의 결정에서 사소한 변경이 있었으

며, 10%의 경우 사인과 행정청 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35-40%의 경우에만 주된 변경이 있었다.81) 

  다만, 법원이 행정청에 의무이행을 명한 경우 즉, 의무이행을 명

하는 취지를 주문에 명시하여 환송한 경우 행정청은 이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한다. 

80) Pierce, 게서, p. 1679 참조.

81) Schuck & Elliot, To the Chevron Station: An Empirical Study of 

Federal Administrative Law, 1990 Duke L J. 984, p. 1044-10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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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법에 기한 심사 

제1절 의의

Ⅰ. 개념

  1946년에 행정 차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재 행

정 차법 제7장은 사법심사에 하여 일반 인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 차법 제702조 단은 "심사를 받을 권리"(right of review)라

는 표제로 단에서 "행정행 로 인하여 법률 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a person suffering legal wrong because of agency action) 

는 계 법률의 의미 내에서 "행정행 로 인하여 반사 으로 향을 

받거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a person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agency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a relevant 

statute)는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 차법 

제701조 (b), 제551조는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정행

’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 차법 제704조 단에 따라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원을 통한 한 구제방법이 없는 최종 인 행정

청의 행 는 사법심사의 상이 된다.

  사법심사를 구할 특별법이 없는 경우 는 이러한 심사가 부

하고, 배타 이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행정 차법의 규정에 따라 

문제되는 행정행 에 하여 사법심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

반법에 기한 심사라 한다.82) 

  Japan Whaling Ass’n v. American Cetacean Soc.83) 결에서 법

82) Strauss, 게서, p. 1195 참조

83) 478 U.S. 221, 231 n. 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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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행정 차법 제702조에 따라 행정행 로 인하여 반사 으로 

향을 받거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 차법 제704조에서 "개별

법률에 기해 법원에서 한 구제방법을 구할 수 없는 최종  행

정행 는 사법심사의 상이 된다"고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소권(right of action)을 갖는다고 시하 다. 

Ⅱ. 할

  행정 차법은 별도의 할에 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다른 법률

에 의하여 할이 인정된 경우를 제로 심사법원이 어떠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차법 자체

만으로 법원이 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는 

특히 1976년 이 에 의미있는 논의 는데, 일반  할권 규정인 미

합 국법  28편 제1331조가 소송가액이 미화 10,000달러 이상인 경

우에 지방법원이 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차법 자체로 법원에 할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소가의 제한

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Califano v. Sanders84) 결로 행정

차법만에 의해서는 지방법원에 할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시하

여 행정 차법 자체만으로는 할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

다. 그러나 1976년에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가 개정되면서 

연방, 주 정부의 행 에 한 소에서 소송가액 제한을 삭제하 기 

때문에 당사자는 일반 인 연방문제에 한 할권 규정인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서 당사자는  일반  할권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차법에 기

하여 연방법원에 할권이 부여되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

84) 430 U.S. 99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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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일반법에 기한 심사를 구하려는 당사자는 미합 국법  28편 제

1331조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 문제되는 행정행 에 한 심사를 

구하게 된다. 외의 경우도 있는데, 앞서 본 Telecommunications 

Research & Action Center v. FCC85) 결에서 D.C. 항소법원은 특

별법에서 최종 인 행정행 에 하여 항소법원에 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이후의 특별법에 기한 심사 권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하여 할권을 갖는다고 하면

서, 행정 부작 를 다투는 소송에 하여 항소법원의 할을 인정하

고, 이 경우 일반법에 기한 심사라도 항소법원이 1심으로서 할

하게 된다.86) 

Ⅲ. 특징

1. 불문법에 기한 심사와의 차이

 

    행정 차법은 행정행 를 다투는 사법심사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유형의 측면에서, 당사자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행정 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방법도 

부 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구제방법인 

선언 결(declaratory judgement) 는 명령 결(injunctio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법 문헌은 구제방법을 설명할 때 특별법

에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행정행 를 다투는 경우

를 제정법에 기한 심사(statutory review)로, 그 외에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구제방법인 선언 결 는 명령 결을 구하는 경우를 불문

85) 750 F.2d 70 (D.C. Cir 1984).

86) Strauss, 게서, p. 1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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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기한 심사(nonstatutory review)로 이분하여 설명하고, 일반법

에 기한 심사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기도 한다.87) 그러나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서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와 달리 원고 격, 피고가 되는 

행정청,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행 에 한 규정이 있고, 특

히 아래와 같이 1976년 개정을 통해 명시 으로 주권면제를 포기하

기 때문에, 당사자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를 구하는 경우 주권면제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정부를 상 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불문

법에 기한 심사와 차이가 나므로, 일반법에 기한 심사를 별도의 구

제방법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주권면제

    미국은 국의 주권면제를 계승하 다. 따라서 연방정부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하기 해서는 의회가 법률로 주권면제를 포기하

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 차법은 이지는 않지만 이

러한 주권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  입법될 당시에는 주권면

제에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몇 십년간의 혼란과 

학문  비 을 받은 뒤 의회는 1976년에 4개의 조문으로 주권면제

의 포기 여부에 하여 규정하 다.88)

    첫째로,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에서 미합 국, 연방행정청, 

는 공  권한을 가진 연방 피용자 는 공무원에 한 소송에서 

소송가액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 다. 둘째로, 미합 국법  28

편 제1391조의 (e)를 개정하여 정부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 다. 셋째로, 행정 차법 제702조로 손해배상이 아닌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포기하 다.89) 넷째로, 행정 차법 제703조로 

87) Pierce, 게서, Davis, 게서 등 참조.

88) 이하 Strauss, 게서, p. 1197 참조

89) 행정 차법 제702조는 2, 3문은 다음과 같다 : 미국법원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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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법심사를 구하는 소송

은 미합 국, 공식명칭에 의한 행정청 는 격있는 공무원을 상

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의회입법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연방정부, 공무원 등을 상 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기술 인 장애물

을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하 다.90) 

  이러한 입법의 결과, 부분의 일반법에 기한 심사는 주권면제에 

한 염려 없이 행정기 을 상 로 제기된다. 한 법원은 행정

차법 제702조의 ‘손해배상이 아닌 소송’을 해석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제가 된 행정결정 자체가 의 지 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91) 

제2절 적용범위

 

Ⅰ. 심사가능성

1. 심사가능성의 문제

    헌법 제3조에 따라,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려면 의회가 구체 으

로 법원에 사법심사 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회에서 특

정 행정행 에 하여 법률로 사법심사를 배제한 경우 법원은 이에 

배상을 구하는 경우 외의 구제를 구하는 경우  행정청, 공무원 는 

피용자가 공  권한 는 법  권한으로 행 하 다거나 행 하는데 

실패하 다고 주장하는 소는 미합 국에 한 소라거나 미합 국이 

필수  참가 당사자라는 이유로 각하 는 기각되지 않는다. 미합 국

은 피고로서 정해질 수 있고, 미합 국에 하여 결 는 결정이 내

려질 수 있다. 후략.

90) H, Rep. No.94-1656, 94th Cong., 2d Sess. 3 (1976) 참조.

91) Bowen v. Massachusetts, 487 U.S. 879 (1988) 참조. 각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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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사법심사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특별법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하

는 듯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의회가 특정 행 에 하여 사법심

사를 배제하 는지, 즉 언제 ‘연방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가 허용되는

지에 한 논의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도 요한 논의이지만, 행

정 차법 제701조의 (a)는 이에 한 논의를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하

여 명문화하 고92),  법률의 해석에 한 논의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뿐만 아니라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도 용된다. 

    따라서 일반법에 기한 심사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법원

의 심사가능성 문제에 하여 여기에서 행정 차법의 조문을 심

으로 간략하게 살피고, 이를 제로 제4장에서는 심사가능성의 문제

를 별도로 다루지 않은 채 법원이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기본원리

를 구체 으로 어떻게 구성하 는지에 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2. 심사가능성의 추정

    행정내부 으로 최종 인 행정행 는 사법심사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93) 법원은 행정 차법이 제정되기 에도 

사법심사에 하여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의회가 사

법심사에 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반

할권 조항에 기하여 연방법원에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시94)하여 왔다.

92) Strauss, 게서, p. 816 참조.

93) Breyer, 게서, p.816 참조.

94) Stark v. Wickard, 321 U.S. 288 (1944).  결에서는 농무부장

(Secretary of Agriculture)이 법률에 기하여 우유가격을 고정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발령한 명령에 하여 우유생산

업자들이 다투었는데, 정부에서는 법률에 사법심사 련 규정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구하 다. 법원은 법률에서 사법심사에 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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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95) 결에서 법원은 심사받을 

권리에 한 행정 차법 제702조 단과 최종  행정행 는 사법심

사의 상이 된다는 행정 차법 제704조 (a)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행정 차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을 가진다. 즉, 행정 차법은 행정의 자유를 강조하던 뉴딜시

에 행정에 한 회의  시각으로 사법통제가 법의 지배의 실 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았던 입장이 반 되어 탄생된 것이어서, 

사법심사에 하여 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최종  행정행 에 하여 원칙 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고 추정하는 근거를 행정 차법만이 아니라 헌법의 법 차 조항

에 발 된 법의 지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96)   

3. 사법심사 배제 규정의 해석 

    행정 차법 제701조의 (a)는 행정 차법에 기한 법원의 사법심

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법률에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행정행 가 법에 의해 행정

재량에 맡겨진 경우이다. 

 

본안에 하여 단하여 우유생산업자들의 청구를 인용하 다; 같은 

취지로 Ortego v. Weinberger, 516 F.2d 1005, 1009 (5th Cir. 1975) 

참조. 다만 외 으로 법원은 행정청이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에 따라 내린 단체교섭주체에 한 결정이 문제된 Switchmen’s 

Union v. National Mediation Board, 329 U.S. 297 (1943) 결에서 법

률에 명시 인 규정이 없음에도 의회가 묵시 으로 사법심사를 배제

하 다고 시한 바 있고, 퇴역군인에 한 혜택과 같이 의회가 창설

한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privilege cases), Dismuke v. United States, 

297 U.S. 167, 171-172 (1936) 결에서 법률에 최종 (final)이라고 규

정한 경우 사법심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95) 387 U.S. 136 (1967).

96) Breyer, 게서, p.817 참조.



- 48 -

    첫 번째 경우에 하여, 법원은 이를 단할 때 사법심사를 

배제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법률에 “명백(clear)하고 분명

(convincing)한 경우”97)에 한하여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폭넓게 사법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행정행 에 

한 특별법에서 이에 한 행정결정이 “최종 ”(final)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행정 차내에서 최종 이라는 의미일 뿐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으로 혹은 일부라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98)하 고, “최종 ”(final)이고 “종국 ”(conclusive)

이며,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are not subjected to 

judicial review)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 계에 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필수 인 행정 차

상의 권리를 침해하 는지, 법률을 잘못 용하 는지 는 행정결

정에 있어 치명 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하여는 심사할 수 

있다고 시99)하 다. 

97) Bowen v. Michig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476 U.S. 667, 671 

(1986) 참조.

98) Shaughnessy v. Pedreiro, 349 U.S. 48 (1955).  결에서 문제된 

「이민과 국 에 한 법률」(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추

방에 한 행정결정이 최종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결이 내려

진 이후 의회는  법률에 추방명령에 하여 항소법원에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법심사 규정을 마련하 다. 같은 취지로 Johnson v. 

Towsley, 13 Wall. 72, 83 (U.S. 1871) 참조.

99) Lindahl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470 U.S. 768 (1985).  

결에서는 행정청이 내린 ‘장애와 의존상태’에 한 결정은 최종 이

고 종국 이며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공무원 은퇴에 한 법률」(Civil Service Retirement Act)이 문제되

었다.; 하 심에서도 최종 이고 종국 이며,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하여 행정청이 법률상의 권한을 넘었는지 여부에 

하여는 심사할 수 있다고 하거나 Owens v. Hills, 450 F. Supp. 218 

(N.D. Ⅲ. 1978), 나아가 법률에서 당해 행정행 가 “다른 법률에서 달

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모든 목 에 있어 최종 이고 종국 이며, 심사

의 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행정청이 법률이나 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무시하 는지 여부에 한 사법심사를 막

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Ralpho v. Bell, 569 F.2d 607 (D.C.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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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경우에 하여, 행정 차법 제701조의 (a), (2)는 법에 

의해 행정재량에 맡겨진 행정행 에 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행정 차법 제706조의 (2), (A)에서 재량의 

남용에 한 심사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행정 

재량에 맡겨진 행정행 ”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모든 재량

행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법심사를 행할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거나100), 우리나라의 통치행 와 유사하게 정치 , 군사 , 

외교  행 와 같이 고도의 정책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101)에만 한

정된다. 

Ⅱ. 상 격

  당사자는 ‘행정청의 최종  행정행 ’(final agency action)에 하

1977) 참조.

100)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v. Volpe, 401 U. S. 402, 410 

(1971).  결에서는 교통부장 (Secretary of Transportation)이 공

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연방자 을 지원하는 것을 

허가하 는데, 법률에서는 ‘가능(feasible)하고 합당한(prudent)’ 안 

도로가 있는 경우 와 같은 건설을 지하고 있었고, 이런 안이 

없는 경우에는 공원에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장 으로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장 은 

‘가능하고도 합당한’ 안 도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

에 맡겨진 것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의

회는 법률에서 공원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으로 여기고 있고, 이

러한 법률이 의미가 있으려면 ‘장 은 안도로가 실 이고 특별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기 에는 공원을 망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고 시하여 장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결에서는 

‘ 용할 법률(law to apply)’이 있다고 보아 사법심사가 배제되지 않

는다고 하 다. 

101) Heckler v. Chaney, 105 S. Ct. 1649 (1985).  결에서 법원은 검

찰의 불기소결정에 하여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시하 다;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 사, 2007,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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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툴 수 있다. 

  행정 차법의 용을 받는 행정청은 행정 차법 제551조의 (1)에 

따라 미국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 으로, 다른 행정기 의 내부

에 설치되거나 다른 행정기 의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회, 법원, 

주정부(Government of the territories), 속령 정부(Government of 

possessions), D.C. 정부(Government of District of Columbia)는 행

정기 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통령에 하여는 명시 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나, 례는 통령이 행정 차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고 시102)하 다.

  한 이 때의 행정행 는 행정 차법 제551조 (11) (c), (13)에 규

정한 바와 같이 “행정 규칙, 명령, 면허, 허가, 구제 는 이와 비슷

한 행 , 그 거부, 행정부작 ”(rule, order, license, sanction, relief, 

or the equivalent or denial thereof, or failure to act) 그 자체 혹은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와 같은 행정행 라도 당사자는 사법심사 이 에 거쳐야 하는 행정

청 내부의 행정구제 차를 먼  진행해야 하고(①), 완결된, 집행력 

있는 행정행 에 하여 다투어야 하며(②), 추가 인 행정행 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법심사를 하기에 하여야 한다(

③)103). ①을 보충성(exhaustion) 요건이라 하고, ②를 최종성

102) Franklin v. Massachusetts, 505 U.S. 788 (1992) 결 참조.

103) 보충성, 최종성, 성숙성의 요건은 행정소송 남용의 방지, 행정청의 자

율성  행정청에 한 사법자제 등과 같은 유사한 목 으로 례가 

사법심사를 하기 해 용하는 요건으로 주로 사법심사의 개입시

(timing)과 련하여 문제된다. 이와 같은 요건은 불문법에 기한 심사

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세 가지 요건은 실제 용에 있어 그 

구별이 용이하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다음과 같을 차이를 가진다. 보

충성 요건은 사법심사를 구하는 ‘당사자’가 요구되는 행정 차를 거쳤

는지 여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합리 으로 행동하 는지 

여부를 강조하고, 최종성 요건은 ‘행정청’이 그 작용을 완결하 는지 

여부가 요하며, 성숙성 요건은 ‘법원과 행정청의 계’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행정청이 추가 으로 쟁 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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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ity) 요건이라 하며, ③을 성숙성(ripeness) 요건이라 한다. 

제3절 인용판결의 내용 및 효력

Ⅰ. 인용 결의 내용

  행정 차법 제706조의 표제는 '심사의 범 '(scope of review)지

만, 그 조문의 내용을 보면 법원의 심사 권한 즉 어떠한 내용의 인

용 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 체 규정

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706조 심사의 범 (scope of review)

      결정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심사법원은 모든 

련 법률문제를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조문들을 해석하

며, 행정행 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나 용가능성을 결정한

다. 심사법원은-

      (1) 법하게 보류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된 행정행 를 하도

록 강제(compel)할 것이다; 그리고 

      (2) 다음과 같이 단된 행정행 , 정 그리고 결정을 법

하다고 결(hold unlawful)하고 취소(set aside)한다. 

        (A) 자의 이거나, 단 이거나, 재량의 남용 혹은 법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B) 헌법상의 권리, 권한, 특권, 혹은 면제에 반한 경우; 

        (C) 법률상의 할, 권한, 혹은 한계를 유월하거나 혹은 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다. Strauss, 게

서, p. 1347-1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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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 권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D)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차를 수하지 않은 경우; 

        (E) 556조와 557조의 상 사건에 있어 혹은 행정청이 법률

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청문의 기록을 심사함에 있어 

실질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F) 사실 계가 심사법원의 면  재심사 상이 될 정도로 

사실 계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상의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은 그 체 기록이나 일방의 

당사자가 인용한 부분들을 심사하고, 사법 차 이  단계에

서의 오류는 히 설시될 것이다.   

  행정 차법 제706조의 (1), (2)은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 있어서 심

사법원이 내릴 수 있는 인용 결의 형식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행

정 차법 제706조의 (1)에 따라 행정부작 에 하여 그 이행을 명

할 수 있고, 제706조의 (2)에 따라 같은 항 이하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문제되는 행정행  등이 법하다고 확인하고 취소(set 

aside)할 수 있다.104) 

  행정 차법 제703조에 따라, 행정 차법 제706조에 규정된 구제방

법이 부 한 경우 등에서는 당사자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사

용되는 구제방법인 선언 결(declaratory judgement)  명령 결

(injuction)을 구할 수도 있다.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구제방법에 

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Ⅱ. 인용 결의 효력

104) 다만 여기서의 ‘set aside’는 행 의 어떤 법 인 효력을 소 으로 

없앴다는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사실상 이를 폐기하여 다시 행정청

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박정훈, 게서, 131면 참조.



- 53 -

  행정 차법에서는 결의 효력에 해서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은 행정

차법 제706조 (1)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무이행을 명하는 경우, 

당해 행정행 를 발령함에 따라 향을 받게 될 제3자가 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행정행 를 하여야 하고, 행정 차법 제706조 (2)에 

해당하는 경우 결의 이유에 따라, 차부 수를 이유로 취소된 경

우 이를 수하여 행정행 를 하여야 하고, 사실확정 련 증거부족

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조사  보완을 거쳐 다시 행정행 를 

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의 시가 부 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새로운 증거 수집 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 없이 이유를 

보완할 수 있다. 법률 용에 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것이라

면, 행정청은 법원의 법리해석에 따라 이유를 설시하여 재처분을 하

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행정행 를 할 때 그 행정행 로 향을 

받게 될 제3자가 있다면 그를 고려해서 해야하는 것은 행정 차법 

제706조 (1)의 경우와 같다.

  당사자는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서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사용

되는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결의 효력은 다음 

장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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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불문법에 기한 심사

제1절 의의

Ⅰ. 개념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정부는 소송의 상 가 

되지 않는다.105) 헌법 제3조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에 근거

하여, 법원은 헌법, 법률, 조약과 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사건

에 하여 할권을 가지지만,  법률이 법원에 정부를 상으로 

한 소송에 한 할권을 부여한 규정은 아니다.106) 부분의 행정

행 에 하여 특별법에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차법이 1946년 에 제정되고, 1976년  주권면제를 

일반 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부분의 행정행 에 하

여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행정 차법이 제정되기 이나, 

특별법이 없고 행정 차법이 용되지 않는 행정행  등에 해 다

투려는 경우 주권면제의 용을 피하기 해 정부(government)가 

아닌 정부의 공무원(government officer)을 상 로 문제된 행정행

를 다툴 수가 있는데, 이에 한 사법심사를 불문법에 기한 심사라 

한다. 에는 부분 행정청을 창설한 특별법에서 사법심사를 규

정하고 있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 차법에 의하여 주된 행

105) United States v. Testan, 424 U.S. 392, 399(1976); McMahon v. 

United States, 342 U.S. 25, 27 (1951); United States v. Michel, 282 

U.S. 656, 659 (1931); Price v. United States, 174 U.S. 373, 375-76 

(1899) 등 참조.

106) Voluntary Purchasing Groups, Inc. v. Reily, 889 F.2d 1380, 1385 

(5th Cir. 1989); Coggeshall Cev. Corp. v. Diamond, 884 F.2d 1, 

4(1st Cir.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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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 인 행정 규칙  개별 결정에 하여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에,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요성은 많이 감소되었으

나, 그럼에도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의의가 있다.107)

Ⅱ.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의의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하여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로, 특별법 는 행정 차법에 기한 심사가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통령은 행정 차법상의 ‘행정청’

에 해당하지 않고108), 주행정청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반하 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주행정청의 행 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

차법에 근거하여 제기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의 설립 당시부터 

행정행 에 한 사법  통제 도구 던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이러

한 특별법에 기한 심사와 일반법에 기한 심사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다. 둘째로,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불

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정되는 구제방법을 구할 수 있어,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정되는 구제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여 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연   이에 한 례들

을 검토함으로써 법한 행정행 로 인한 권리구제에 있어 미국 사

107) Jonathan R. Siegel, Suing the President : Nonstatutory Review 

Revisited, 97 Columbia Law Review, 1612, 1997, p. 2 참조. Siegel

은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오랫동안 묻 둔 보석”(long-buried 

treasure)이라고 표 하 다. 자는  논문에서 통령은 행정 차

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령을 상 로 일반

법에 기한 심사를 구할 수 없다고 시한 Franklin v. Massachusetts 

505 U.S. 788, 800-01(1992) 결을 비 으로 검토하여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의해 통령도 법한 행정행 를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의 상 방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08) Franklin v. Massachusetts, 505 U.S. 788, 800-0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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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의 기능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 볼 그 유명한 

Marbury v. Madison109) 결과 같은 기의 례에서부터 법원은 

의회의 입법이 없더라도 법한 정부의 행 에 하여 구제수단을 

부여하여 법의 지배 정신에서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가능하다고 선

언해 왔기 때문이다.110) 

  행정 차법 제703조도 “의회가 개별 인 법률에 의하여 그 법률에 

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사법  해결에 하여 특별한 차 규정을 

두었다면 당사자는 그 법률에 정한 법원에 정해진 형식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률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그것이 당해 사

건에 있어서 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 결, 지․명령 결 는 

인신보호 장 등을 포함한 한 형태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통을 인식하고 있다.

 

 

제2절 연혁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인정하게 

된 기의 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문법에 기한 심

사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소송유형을 검토하기 에 그 이 에 

사용되었던 소송유형의 발 과정도 본 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

다. 

Ⅰ. 례에 의한 기본원리의 형성

109) 5 U.S. (1 Cranch) 137 (1803).

110) Jonathan R. Siegel, 게 논문,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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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불문법에 기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에 앞서, 불문법에 기한 심사 련 과거 례들을 살펴 으로서 불

문법에 기한 심사의 기본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1. 주요 례

가. Marbury v. Madison111)

       례의 사실 계를 간단히 말하면 존 아담스 통령은 임

기 종료 하루  워싱턴 D.C. 구역의 사로 Marbury를 임명하 는

데, 새로 통령으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은 새 국무부장 인 

Madison에게 Marbury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말라고 명하 고, 

Madison은 이에 따라 Marbury에게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Marbury는 법원에 Madison을 상 로 자신의 임명장을 교부하라는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구하 다. Marshall 법 은 

Marbury가 그 직 에 임명되어 임 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제한 

다음, “시민  자유의 본질은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의 

보호를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다”고 한뒤, 직무집행명령은 그 

이행의무가 있는 장 에 하여 구할 수 있는 한 구제수단이라

고 시하 다. 다만 법원으로 하여  직무집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

도록 한 법률이 헌이라는 이유로 결국 법원의 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하기는 하 다.  례는 법원이 헌법에 배되는 의회의 

법률을 헌선언할 수 있다고 한 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불문법

에 기한 심사와 련하여도 그 법률  이론을 밝히고 불문법에 기

한 심사의 목 과 그 목 을 실 하는 데 있어 사법부의 요한 역

111) 5 U.S. (1 Cranch) 13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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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하여 시한 결이기도 하다. 

       례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와 련하여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112) 첫째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이론  법  기 를 제공

하 다. 소송에서 면제되는 군주와 유사한 지 에 있는 정부와 주권

면제가 용되지 않는 정부 공무원을 구분하 다. 정부 공무원이 공

 주체로서 행 하 다면 그를 상 로 제기하는 소송이 정부를 상

로 한 소송이나 마찬가지여서 주권면제가 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뒤에 볼 Ex Parte Young에서 

주 공무원이 헌 인 법률에 따라 행 하 다면 “공  성격을 벗게 

된다”(stripped of his official character)고 선언한 것처럼, 이 사건

에서 법원은 Madison에게 주권면제가 용되지 않으며, 그가 따라

야 하는 명령, 새로 취임한 토마스 제퍼슨으로부터의 명령이 법하

다면, 그 명령에 의하여 행 한 것일 뿐이라는 그의 항변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시하 다. 더 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구분한 이유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한 것이었다는 이다. 법한 정부 공무원의 

행 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구제되어야 하고 

정부 공무원은 주권면제의 이론으로 사법심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법원은 와 같이 정부 공무원을 정부

와 구분하여 주권면제를 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례의 

두 번째 의의이다. 세 번째로,  례는 정부가 법에 의해 경계지

워지고 법원은 그 경계를 지키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인식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Marshall 법 은 “권리가 있

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질 으로 사법  문제로, 사법기 이 단하

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무엇인가를 답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

자 의무이다”라고 시하 다. 

      어떠한 법률도 국무부장 으로 하여  통령이 임명한 자에

112) 이하 Jonathan R. Siegel, 게논문, p.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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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명장을 달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임명장을 달하지 않

기로 한 국무부장 의 결정에 하여 사법심사를 규정하지도 않았

으며, 행정 차법은 아직 제정되기도 이었으나, 법원은 Marbury가 

구할 수 있는 사법심사에 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권리구

제가 불가능하다고 시하지 않았다.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법원이 

행정부가 부여받은 한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나. Osborn v. Bank of the United States113)

      Marshall 법 은  례에서 다시 한번 불문법에 기한 심

사를 용하 다.  례에서는 Ohio 정부 공무원인 Osborn이 

Bank of the United States로부터 헌  세 을 징수하여,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주 공무원인 Osborn을 상 로  원의 환

을 구하 다. 법원은 Osborn에 하여 환 명령을 한 하 심 법

원의 단을 그 로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Osborn과 주 정부를 구

분하여 Osborn에 하여는 주권면제가 용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례는 Marbury v. Madison에서 확인한 불문법에 기한 심사

의 기본 원리 즉, 정부와 정부 공무원의 구분, 개인 권리구제의 

요성  이를 한 법원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 는데, 특히 공무원

에게 주권면제를 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하여 행사할 수 없

는 구제유형인 사인간의 소송에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인 

소유권침해배제소송(action of trespass)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the Steel 

113) 22 U.S. (9 wheat) 73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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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ure114)

 

      상무장 (Secretary of Commerce)은 트루먼 통령이 제강회

사를 압류하라는 명에 따라 철강회사를 압류하 고, 철강회사들은 

상무장 을 상 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구하 다. 정부는 1심법원

에서 법원은 미국 통령의 행정행 를 지함으로써 이를 무효화 

시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 으나, 1심법원은 법원이 많은 례에

서 정부의 공무원들의 행 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헌법  

권한을 유월하는 것이거나, 헌  법률에 따른 것일 경우, 지될 

수 있다고 시하 다고 하면서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례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가 매우 한 정부의 행 에도 개

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라. Ex parte Young115)

      수정헌법 제11조는 주 정부를 사인의 소로부터 보호하고 있

어, 주 정부의 법한 행 에 하여 사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례에서는 철도회사가 승객과 화물에 매길 수 있

는 요율을 규제하는 Minnesota의 주 법률이 문제되었다. 철도회사

의 주주들은 Minnesota의 법무장 인 Young을 상 로  법률이 

소유권의 헌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의 시행을 지하는 명령

을 구하 다. 법원은  소송의 할권을 인정하 는데, 반 의견

에서 Harlan 법 은  소송에 주권면제가 용되어 할권을 인

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 공무원의 헌 

는 법  행 가 문제된 기존의 다른 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 

법무장 인 Young은 Minnesota의 법무장 으로서 공  의무를 이

114) 343 U.S. 579 (1952) aff’g 103 F. Supp. 569 (D.D.C. 1952).

115) 209 U.S. 1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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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된 것이므로 주권면제가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다수의견은 “주 공무원의 헌  

행 를 지하는 것이나, 헌  법률을 시행하는 주 공무원을 지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 주의 주권은 양 경우에 모두 용되

지 않는다”고 시하고, 주권면제를 용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주권면제에 우선함을 선언한 것이다.    

2. 검토

     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기본  원

칙은 첫째로 정부와 정부공무원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주권면제

를 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와 같이 정부공무원에 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와 법의 지배를 실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물론 불문법에 기한 심사가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문법에 

기한 심사가 가능하기 해서는 헌법 제3조의 ‘사건과 분쟁’이 문제

되어야 하고, 례가 인정하고 있는 주  소송요건  객  소

송요건 ― 특히 심사가능성과 상 격에 있어 보충성, 최종성, 성

숙성 요건 등 ― 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례들에서 알 수 있

는 것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가 주권면제를 이유로 구제되지 않을 

수는 없고, 사법부는 그 구제 역할을 담당하며, 특별법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 때, 불문법에 기한 심사가 그 수단이 된

다는 것이다.

Ⅱ. 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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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문법에 기한 심사는 법원의 일반  할

권 혹은 특별 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할에 한 법률에 기한 심

사로서, 어떤 소의 형식이 한가 어떤 구제유형이 활용 가능한가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련하여 기에 미국은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국법 통을 계승하여 권  구제수단을 사용하 으나, 

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재는 형평법  구제수단인 선

언 결과 명령 결이 사용되고 있다. 먼  국법에서의 권  구

제수단과 이를 계승한 미국에서의 쇠퇴에 하여 살펴보고, 재 이

용되고 있는 선언 결과 명령 결은 제3  인용 결의 내용  효

력에서 구체 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국법에서의 권  구제

가. 대권적 구제의 의의

      국에서는 국왕의 직속 료인 ‘국왕직속기 ’과 국왕 권에 

의해 설치·운 되는 독립행정기 인 ‘국왕 권기 ’을 포함하는 국왕

행정기 을 제외한 일반행정기 의 경우, 공무원이 권한을 유월하면 

행정기 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사인과 동일하게 된다고 보아 그

에 한 민사소송이 가능하 고,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  구

제방법이 사용되었다.116) 그러나 1947년 「국왕소추법」(Crown 

Proceedings Act)이 제정되기 에는 국왕의 면책특권으로 인하여 

국왕은 물론, 국왕행정기 에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다만, 국왕직속기 이 의회제정법률에 의해 ‘법률상 권한’(statutory 

power)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행사에 하여 ‘ 권  구

제’(prerogative remedies)라는 특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었다. 다만, 

116) 박정훈, 게서, 박 사, 2007, 6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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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국왕소추법이 제정되면서, 민사소송에서 국왕에 하여 국왕 

자신이나 국왕의 모든 ‘ 료 는 리인’의 행 에 기한 불법행

책임 는 계약책임을 선언 결로서 물을 수 있게 되었고, 

1977/1981년 행정소송의 개 을 통하여 사법심사청구소송

(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JR)이 마련되어, 재는 국왕행정

기 과 일반행정기 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 의 행 에 하여 

권  구제  통상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117) 

      권  구제는 그 역사  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  주

체에 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그 종류로는 취소명령

(quashing order; certiorari), 지명령(prohibiting order), 직무집행

명령(mandatory order), 인신보호명령(habeas corpus)이 있다. 

      취소명령은 공  주체가 행한 특정한 행  혹은 결정이 월권

임을 선언하고 당해 결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13세기 후반에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에는 문언의 의미 로 ‘문서송부명령’으로서 국

왕이 하 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

우 사건의 기록 등을 국왕재 부로 송부하도록 명하는 수단이었다. 

17세기 반부터는 국왕재 부가 행정기 에 사건기록의 송부를 명

하고, 이후 문제된 행정행 를 취소하면서 재와 같이 행정결정을 

취소하는 구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지명령은 하 법원

들과 행정심 소들이 할권을 가지지 않은 사건들에 간섭하는 것

을 지하거나 이미 내려진 월권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지하기 

하여 사용된 구제수단이었다. 직무집행 장은 공  주체에게 법에 

정한 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특

정행 를 할 명확하고도 한정된 의무”(clear and qualified duty to 

perform a specific act)가 부과된 경우 발 되는 것이다. 인신보호명

령은 주로 인신구속에 한 것으로 오늘날의 형사소송, 주로 우리나

117) 박정훈, 게서, 박 사, 2007, 644-6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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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구속 부심사와 같은 차에서 사용되었다.118) 

나. 통상적 구제와의 관계

      권  구제수단과 조 으로 통상  구제수단인 선언 결

(declaration)과 명령 결(injunction)은 사  당사자들간의 소송에서 

기원하고 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행정기 의 경우 

공무원이 권한유월을 범한 경우에는 그를 사인과 동일하게 취 하

여 그를 상 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었다. 이러한 통상

 구제수단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국왕행정기 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 의 행 에 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하

다.

      취소명령은 어떠한 행정행 의 법성을 선언한다는 에서 

선언 결과 유사하고, 지명령은 법한 행정행 를 지한다는 

에서 지명령 결(prohibitory injunction)과 유사하며, 직무집행명

령은 공  주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명한다는 에서 이행명

령 결(mandatory injunction)과 유사하지만, 그 역사  통에 비추

어 볼 때, 권  구제수단은 공  주체가 자신의 할 역을 벗어

나지 않도록 한다는 에서 객  통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통상

 구제수단은 개인의 법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마련된 사법  

구제로서 주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119)  

2. 권  구제의 계승과 쇠퇴

118) 박정훈, 게서, 박 사, 2007, 644-645면 참조; 이 수, 행정소송상 

방  구제에 한 연구 – 독일, 랑스, 국, 미국의 다원  법비교

를 통한 행정소송상 방  구제의 제도  정비방안제시를 심으로, 

박사학 논문, 서울 학교, 2002, 45면 참조.

119) 이 수, 게논문,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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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법 통을 계승한 미국에서는,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

와 련하여 제정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권  구제수단이 활용되

었고, 그 종류로는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소명령(certiorari), 직무

집행 장(writ of mandamus), 지명령(prohibition), 인신보호 장

(habeas corpus)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  구제수단은 주차원에서는 그 명맥을 

유지하여, 권  장(prerogative writs)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반면, 연방차원에서는 이제 거의 활용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취소명령에 하여 West v. City Council of Charlesto

n120) 결에서, 법원은 의회가 「모든 장법」(All Writs Act)을 

입법하면서 연방법원에 일반 인 직무집행명령, 지명령, 사건이송

명령에 의하여 할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하 고, 이후 

Degge v. Hitchcock121) 결에서 법원은 사건이송명령은 법원이 

법원에 발령하는 것이지, 법원이 행정청에 발령할 수 없다고 선언함

으로써, 연방법원에서 사건이송명령은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에

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취소명령과 동일한 원리에 기

하여 활용되었던 지명령 역시 연방차원에서 취소명령이 폐기되자 

그와 더불어 쇠락하게 되어 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22)

      반면 직무집행 장은 취소명령과 달리 연방법원에 직무집행

장을 발령한 법률123)의 입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 으나, 원칙

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명백한 의무인 기속  의무(ministerial 

120) 27 U.S. 11 (1829).

121) 229 U.S. 162 (1913).

122) Breyer, 게서, p. 791 참조.

123) 28 U.S.C. §1361 : 지방법원은 미국의 공무원 는 피용자 등의 행정

청에 하여 원고에게 하여야 하는 무를 강제하기 한 직무집행명

령의 성격을 가진 소에 하여 할권을 가진다.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action in the nature of mandamus 

to compel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or any 

agency thereof to perform a duty owed to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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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를 강제할 때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단이나 재량의 성격을 가진 

재량  의무(discretionary act)를 강제할 때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

에 제한 으로 사용되었고, 와 같은 요건의 해석과 련한 불확실

성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 을 받게 되어, 법원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게 되었다.124)

      인신보호 장(Habeas Corpus) 구류의 법성을 심사하기 

한 것으로, 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나, 그 특성상 외국인의 추방

과 이송명명 련 소송에서만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고, 1961년에 

추방명령에 해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 규정이 마련되어 항소법

원의 사법심사를 받게 되었다.125) 

 

제3절 인용판결의 내용 및 효력

Ⅰ. 결형식 개

  이처럼 권  구제가 쇠퇴한 후, 재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형평법상 구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제유형은 선언 결과 명

령 결이다. 특히 명령 결은 형평법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구제형

식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일반 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법

원은 형평법의 용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다

른 한 구제방법이 없을 것  특히 후자를 엄격히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126) 

  법원은 Noble v. Union River Logging Co.127) 결에서 개별법에

124) Davis, 게서, p. 449 참조.

125) 8 U.S.C. §1105(a).

126) Davis, 게서, p. 444 참조.

127) 147 U.S. 165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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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법심사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한 

명령 결이 가능하다고 시한 이래, American school of magnetic 

healing v. McAnnulty128) 결에서 확고하게 개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한 행정행 에 한 형평법상 구제가 가능하다고 

시하 다.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이 육체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제에 기 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체부 장 은  회사가 보

낸 우편물이 기망 는 거짓 약속에 기 하여 을 얻는 우편물

이라고 보아 배달을 지시켰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신이 육체

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견으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워 우체

부 장 의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단한 다음, 이 경우 원고

가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하여 단하 다. 법원은 모

든 공무원(officer)의 행 는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고, 법률

을 반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구제할 재

권이 있다고 한 뒤, 와 같은 행 가 계속된다면 원고는 ‘회복불

가능한 손해’(irreparable injury)를 입게 되고, 이에 하여 개별법에 

의한 한 구제방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우체부 장 의 추가 인 

우편물 압류를 지하는 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913년  

Degge v. Hitchcock 결에서 사건이송명령은 형평법상 구제로 사

용될 수 없게 되면서, 선언 결과 명령  구제가 불문법에 기한 심

사의 주된 구제방법이 되었다.129) 

Ⅱ. 선언 결

1. 개념

128) 187 U.S. 94 (1902).

129) Strauss, 게서, p. 1199-1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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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선언 결과 명령 결은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 가장 일

반 인 구제수단이 되었으나, 그  선언 결은 당해 행정행 의 

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교  최근에 이르러 활용되기 시작하

다. 주차원에서는 이미 1917년 뉴 지주에서 최 의 선언 결법이 

공표되었으나, 연방 차원에서는 1934년 「선언 결법」(Declaratory 

judgement Act, 28 U.S.C. §2201-2)에서  "미연방법원은 연방조세사

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의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 혹은 구

할 수 있는지와 상 없이, 자신의 할권내에 속하는 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해 당사자의 권리 혹은 기타의 법  계를 확

인할 수 있다"130)고 규정함으로써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언 결의 부여 여부에 하여 법원은 재

량을 가지고 있고, 선언 결은 그 형식과 효력에 있어서 극 일 

수도 있고 소극 일 수도 있다. 선언 결은 이미 발 된 최종 인 

행정행 의 법성을 확인하기 해, 통상 인 항소심형 심사에서 

주로 활용되나 차 최종 인 행정행  발  이 에 문제의 행정행

의 법성을 확인하기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령 

특정한 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선언 결을 활용하여 그 허가

130) In a case of actual controversy within its jurisdiction, except with 

respect to Federal taxes,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istrict Court for the Territory of Alaska, upon the filing of an 

appropriate pleading, may declare the rights and other legal 

relations of any interested party seeking such declaration, whether 

of not further relief is or could be sought. Any such declaration 

shall have the force and effect of a final judgement or decree and 

shall be reviewable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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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 여부에 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131). 

    특히 선언 결은 집행되기  단계에서의 법규에 한 사법심

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매우 한 역할을 하 다. 선언 결법

이 제정되기 에 법률과 규칙의 유효성이 불확실하여 개별 당사자

나 정부에 손해를 미칠 수 있음에도 헌법 제3조 상의 '사건성과 분

쟁성'(case and controversy) 규정을 반 한 ‘성숙성'(ripeness) 요건

에 따라 법원은 그 유효성 확인에 소극 인 입장이었다. 의회는 이

러한 실을 고려하여 선언 결법을 제정하 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132) 결에서 기

존의 소극  견해를 배척하고, 당해 사안에서 문제된 행정입법이 당

사자에게 미치는 향이 그 행정입법에 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직 이고 즉각 이라면 행정입법에 한 사법

심사가 가능하고 그 법성을 선언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정부는 

당해 규칙의 집행 차가 개시되어야 비로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규칙이 일단 채택되고 나면 행정 차법상의 

최종 인 행정행 가 되며, 한 그러한 규칙은 심사가능성의 강한 

추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 다.133) 

3. 결의 효력

    선언 결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기 력’(res judicata)  ‘부수  

반언’(collateral estoppel) 이론에 따라 법원이 일단 선언 결을 통

해 시한 쟁 에 해 장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선언

결은 비강제  성격의 구제이기 때문에, 선언 결의 반에 하여 

법정모독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134) 그러나 부분의 행정청이 선언

131) 이 수, 게 논문, 240면 참조.

132) 387 U.S. at 140 (1967).

133) Pierce, 게서, p. 1700-17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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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부합하게 행정행 를 하게 되므로 명령 결만큼 구제에 있

어 효과 이다. 

Ⅲ. 명령 결

1. 개념

    

    Degge v. Hitchcock 결에서 연방법원이 행정청에 하여 취

소명령(certiorari)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한 이후, 명령 결은 선

언 결과 함께 불문법에 기한 심사 유형  하나로 활발히 사용되

게 되었다. 명령 결은 선언 결에 비하여 당사자가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이 과거 행정청의 법한 행정행 에 

비추어 명령 결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인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에서 확인 결에 비해 그 요건이 엄격

하다.135) 명령 결의 하  유형으로는 지명령 결(prohibitory 

injunction), 이행명령 결(mandatory injunction, affirmative 

injunction), 구조  명령 결(structural injunction)이 있다.  

2. 지명령 결과 이행명령 결

    지명령 결(prohibitory injunction)이 행정청으로 하여  특정 

행정행 를 하는 것을 지하는 것이라면, 이행명령 결(mandatory 

injunction, affirmative injunction)은 행정청으로 하여  특정 행정

행 를 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이행명령 결을 받는 것

이 지명령 결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법원

134) 이 수, 게논문, 241면 참조.

135) Pierce, 게서, p. 17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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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행명령 결과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동일시하여 

후자에게 용되던 과거 까다로운 요건들을 용하고, 둘째, 헌법과 

법률에서 행정청으로 하여  구체 인 행정행 를 하도록 하는 의

무규정을 찾는 것보다, 헌법과 법률에서 행정청의 권한에 구체 이

고 정당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쉬우며, 셋째, 행정청에게 재량

권의 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행정청에게 특정 행 를 하도

록 하는 것이 더 개입 이고, 헌법 으로 부 하다고 여겨지기 때

문이다.136) 

    이행명령은 사법부의 통치가 아니냐, 민주  통치에 이 되

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고, 이행명령이 아닌 지명

령으로도 기능 으로 유사한 효과를 지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실무 으로 가능한 한 ‘이행명령’ 는 '직무집행명령'이라는 

표 을 사용하여 사법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피하곤 한다.137) 를 

들어, 앞서본 American School of Magnetic Healing v. McAnnult

y138) 결에서 법원은 우체부 장 에게 메일을 압류하는 것을 지

하는 명령 결을 내렸으나, 이는 실질 으로 메일을 배달하라는 이

행명령 결을 받은 것과 효과가 동일하다.

3. 구조  명령 결

 
  

 구조  명령 결(structural injunction)은 법원이 행정청이 제도

으로 법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단한 경우 행정청에 하

여 특정행 를 하게 하도록 하는 이행명령 결의 일종으로, 행정청

에 하여 몇 년 혹은 몇 십년 동안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찰할 수 있고, 최  명령 결에서 모든 구체 인 의무를 지시할 수

136) Pierce, 게서, p. 1701 참조.

137) Pierce, 게서, p. 1701 참조.

138) 187 U.S. 9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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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나, 최  명령 결에서 추상 으로 의무를 규정한 다음 이후 

구체 인 지침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구조  명령 결은 학교의 분

리가 문제된 Adams v. Richardson139); 주의 정신병원 환경이 문제

된 New York State Ass'n for Retarded Children v. Carey140) ; 교

도소 환경이 문제된 Inmates of Suffolk County Jail v. Eisenstad

t141) ; 인종차별이 문제된 NAACP v. HUD142) 등에서 사용되었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143) 결은 표 인 구조  명령

결이 사용된 표 인 인데, 결에서 인종분리가 평등의 원칙

을 침해한다고 시한 이후 수백 개의 학교와 주 학이 몇 십년 동

안 연방법원의 감시 하에 있게 되었다. Missouri v. Jenkins144) 결

에서도, 5인의 법 들은 흑인학생들이 다수인 공립학교에 백인학

생들의 수를 늘리기 하여 Kansas City에 하여 시설개선을 한 

수백만 달러의 세 을 걷으라고 명한 지방법원의 단을 유지하

다. 

     두 사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의 해결을 해 구

조  명령 결이 내려지기는 하 으나,  결의 이행을 해 드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

만 아니라 업무 으로도 법원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로 법원은 심사가능성145), 성숙성146) 등 소송요건을 통해 한계를 

139) 480 F.2d 1159 (D.C Cir. 1937).

140) 706 F.2d 956 (2d Cir) cert. denied, 464 U.S. 915 (1983).

141) 360 F. Supp. 676 (D. Mass. 1973).

142) 817 F.2d 149 (1st Cir. 1987).

143) 347 U.S. 483 (1954).

144) 495 U.S. 33 (1990).

145) 불기소결정은 일반 으로 행정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심

사불가능성이 추정된다는 Hackler v. Chancy, 470 U.S. 821 (1985) 

결 참조.

146) 행정계획(agency program)은 심사를 할 만큼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1990) 결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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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구조  명령 결을 발할 수 있는 연방 사들의 권한을 제

한하 다. 그 이후로도 다수의 결로 연방 법원은 법원의 구조  

명령 결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 오고 있다.147)148)  

4. 결의 효력

    지명령 결이 선고된 경우, 결이 소송당사자만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

게도 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피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보호하는 결에 명시  는 묵시 으로 동의한다면 지명

령 결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용될 수 있다.149) 

    한 피고로 된 행정청이 법원의 명령 결을 반하는 경우 ‘민

사  법정모독’(civil contempt)을 구성하고, 고의로 이를 반한 경

우에는 ‘형사  법정모독’(criminal contempt)을 구성하게 되며, 이러

한 법정모독은 벌 (fine) 는 구 (imprisonment)의 결과가 될 수 

있다.150)

147) 흑인학생들이 주로 많은 학교 구역의 환경개선을 해 주에게 상당한 

원을 쓰라고 명한 지방법원의 결을 기한 Missouri v. Jenkins, 

515 U.S. 70 (1995); 교도소의 환경 개선에 하여 법원이 구조 명령

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Sandin v. Conner, 515 U.S. 472 

(1995), Lewis v. Casey, 518 U.S. 343 (1996) ; 사회보장법이 주정부

는 아동지원 의 집행을 한 구체 인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아리조나의 아동지원  정책이 아주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주 정부에게 폭넓은 명령  구제를 발령할 

수는 없다고 시한 Blessing v. Freestone, 520 U.S. 329 (1997) 등.

148) Pierce, 게서, p. 1702 참조.

149) Catanzano v. Dowling, 847 F.Supp. 1070 (W.D.N.Y. 1994) ; 이 수, 

게논문, 243면에서 재인용.

150) Note, Developments – Injunctions, 78 Harvard. L. Rev., 996, 1086 

(1965); 이 수, 게논문, 244면에서 재인용.



- 74 -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

제1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이

래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하여 규정하고,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 법확인소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행정소

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일명 ‘무명항고소

송’151)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하여 권력분립  행정의 선결권 침

해가능성 측면, 헌법상의 재 을 받을 권리  행정구제제도의 실질

화 측면 등과 련하여 학설상의 찬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례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송유형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결을 구하는 소송152)이나, 법원으로 하

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

정처분을 직  행하도록 하는 형성 결을 구하는 소송153), 행정청의 

작 의무가 있음에 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154)이나, 행정청이 일정

151) 무명항고소송의 유형에 하여 통일 인 견해는 없으나 일설은 의무

화소송(의무확인소송, 부소송, 극  형성소송), 방  부작 소송

( 지소송, 부작 법확인소송, 권한부존재확인소송), 불이익배제소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행정구제법, 2003, 10면 참조.

152) 법원 1995. 3. 10. 선고 94 14018 결(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

행하라고 청구한 소를 각하); 법원 1990. 10. 23. 선고 90 5467 

결(구청에 비치된 가옥 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한 소에 하여 허

용되지 않는 유형의 소이고, 가옥 장의 등재행 는 처분도 아니라고 

단하여 소를 각하) 등 참조.

153) 법원 1997. 9. 30. 선고 97 3200 결(공동어업면허의 면허면 에 

청구에 첨부한 도면표시부분을 편입해달라는 취지의 청구 부분을 각

하) 참조.

154) 법원 1990. 11. 23. 선고 90 3553 결(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서훈추

천권의 행사가 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추천하고, 잘못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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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 를 구하는 청구155) 등은 인정하

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무에서, 법원이 와 같은 례를 변경하

지 않는 이상, 무명항고소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하 행정소송법의 조문을 심으로 각 소송유형에 하여, 특히 

항고소송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 에 하여 제기하는 소

송”으로(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행정청의 

법한 공권력의 행사 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

우, 그 법상태를 배제하여 권익구제를 받기 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다음과 같이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소송, 부작 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법 제4조).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법한 처분 는 그 후에 이루어진 재결

의 취소 는 변경156)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법 제4조 제1호). 

다만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상에 하여 원처분주의를 용하

여, 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법이 있음을 이유로 할 때만 

술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고쳐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

찬, 보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 하여 확인을 구한 소를 각하) 참

조.

155) 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결(국민보험공단이 문제된 고

시를 용하여 요양 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

청구의 소를 각하) 참조.

156) 례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때의 변경이란, 학설상

의 논의는 있으나, 재 례상으로는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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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단서). 이때의 처분에 하여 행

정소송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에 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하는 행정작용”이라

고 정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하고157), 원고 격에 하여 “처분등

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법 제12조 문)

하고 있으며, 다만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

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

12조 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제소기간(법 제20조 제1, 2

항)을 수하여 제기되어야 하고, 제소기간 내라면 무효인 처분등에 

해서도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인정된다. 

    당해 결의 효력과 련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이 확정되

면, 결의 일반  효력인 기 력 외에,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소 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

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법 제29조 제1

항),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계행정청은 그 결의 내용에 기

속되어(법 제30조 제1항) 동일한 당사자에 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

분을 반복할 수 없다. 기속력은 결에 시된 구체  법사유에 

157) 례는 ‘권리의 설정 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

과를 발생  하는 등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직 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 ’로 정의하면서( 법원 1993. 10. 26. 선고 93 6331 

결 참조), 원칙 으로 지 공부의 등재,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행 , 행

정청 내부행  는 간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한다. 다만 최근에 지목변경의 거

부행 를 국민의 권리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하여 처분성

을 인정하 고( 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결), 특정 공립

학교를 폐지하는 조례( 법원 1996. 9. 20. 선고 95 8003 결),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요양 여 고시

( 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에 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례는 특히 거부처분에 하여신청의 상이 처분에 해당하고,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

야 한다고 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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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기는 것으로 차상 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 

실체  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와 다른 사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

용의 처분을 할 수는 있다.158) 취소된 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 당해 

행정청은 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의 신청에 한 처분을 하

여야 하는데(법 제30조 제2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

은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거나159), 거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160) 한 제3자효  행

정처분에 하여 그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서 차상 법을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한 규정이 용된다(법 제30조 제3항). 거부처분 취소 결

에 해서는 간 강제를 구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법 제4조 제2호), 처분등의 무

효·유효확인소송, 부존재·존재확인소송을 의미하나, 법성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는 의미에서 무효확인소송 는 부존재확인소송이 형

인 항고소송이다.161) 취소소송이 처분의 단순 법을 이유로 하는 

것임에 반해, 법성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효

확인소송으로, 그 하자가 더욱 심하거나 처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

음을 주장하는 경우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제기된다. 처분의 법성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소송유형이 달라

158) 차상 법사유에 한 례로 법원 1992. 5. 26. 선고 91 5242 

결, 실체상 법사유에 한 례로 법원 1992. 9. 25. 선고 92

704 결 등 참조.

159) 법원 1991. 8. 9. 선고 90 7026 결 참조.

160) 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결 참조.

161) 박정훈, 게서, 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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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유한 이다.162) 행정소송법은 

원고 격에 하여 “처분등의 효력 유무 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5조). 종래 

례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 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한 

수단”일 것을 요구163)하 으나,  결을 변경164)하여 재는 무효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효등확인 결의 효력에 하여는 취소 결의 효력  기속력

에 한 규정이 용된다(법 제3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3. 부작 법확인소송

    부작 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 가 법하다는 것을 확

인하는 소송”으로, 이때의 부작 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

2호). 례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거부처분과 

같이 “법규상 는 조리상 신청권”에 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165) 행정소송법은 원고 격에 하여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 의 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6조). 부작 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가부

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법하다는 확인

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법하다는 확

162) 박정훈, 게서, 134면 참조.

163) 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결 참조.

164) 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결 참조.

165) 법원 1993. 4. 23. 선고 92 17099 결. 례가 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권과 이에 따른 행정청의 응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작

법확인소송의 상 격을 인정하고 있어 상 격을 충족하면 본안

에서도 승소 결이 된다는 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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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소송은 아니다.166) 

    부작 법확인 결의 효력에 하여는 취소 결의 재처분의무 

 간 강제 규정이 용된다(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34조). 따

라서 부작 법확인소송에서 결시167)를 기 으로 법성을 단

하여, 인용 결이 선고·확정되면 행정청은 결의 취지에 따라 상

방의 신청에 하여 이를 인용 는 거부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

야 하고, 당사자는 부작 법확인소송을 구하여 그 확인을 받았는

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 강제제도에 의하

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Ⅱ.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계에 

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계에 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서의 차  규정과, 결의 효력에 한 

규정등이 용된다(법 제44조).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단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계에 한 소송”인 형식  당사자소송과 “공법상의 법률 계

에 한 소송”인 실질  당사자소송으로 구별하여 설명되고 있

다.168) 자는 형식 으로 당사자소송이지만 실질 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으로, 그 로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 증감

청구소송(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제

166) 법원 1992. 6. 9. 선고 91 11278 결; 1993. 4. 23. 선고 92 17099 

결; 1995. 9. 15. 선고 95 7345 결 등 참조.

167) 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결(부작 의 법 여부의 단 

기 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참조.

168) 김동희, 게서, 725면 참조,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 사, 2014, 103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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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제2항), 특허무효심 심결에 한 불복소송(특허법 제187조) 등

을 들 수 있다. 후자는 형식 , 실질 으로 공법상 법률 계가 다툼

이 상이 되는 것으로 로 공무원의 지 확인소송, 공법상 계약에 

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와 공법상 부

당이득반환청구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소

송이 인정되는 범 는 극히 제한 이다. 

Ⅲ. 민 소송·기 소송

  민 소송과 기 소송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하여 외 으

로 인정되는 소송이다(법 제45조).

  민 소송은 “국가 는 공공단체의 기 이 법률에 반되는 행

를 한 때에 직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법 제3조 제3호), 통령선고 는 국회

의원선거의 효력에 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

송(공직선서법 제222조), 국민투표의 효력에 하여 일반 투효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법한 재무행  시정을 하여 그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등이 있다.

  기 소송은 “국가 는 공공단체의 기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는 그 행사에 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헌법재 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 소의 권장

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이 배되는 것임을 이유로 의

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3항, 자치사무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하여 감독청이 그것이 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는 정지를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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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 등이 그 이다.

제2절 행정소송법의 개정 노력

  행 행정소송법에 하여 특히 소송유형과 련된 소송요건  

측면에서 비 이 계속되어 왔고, 법원, 법무무의 개정노력이 이어

져 왔으며, 법무부는 2013. 3. 20. 행정소송법의 면개정안을 입법

고하 다. 이하 본 소송유형과 련된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Ⅰ. 법원의 개정작업

  법원은 2002. 4. 1. 법원행정청에 의해 행정소송법개정 원회를 

만들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으로 2006. 9. 8. 국회에 행정

소송법 개정의견을 제출하 는데, 그  항고소송의 유형에 련된 

사항으로서 ① ‘처분등’의 개념에 처분(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

에 한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이에 하는 행정작용), 명령등(국

가기 의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을 포

함하고, 그 거부와 재결 등을 포 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상을 

확 하고(개정의견 제2조 제1, 2, 3호)169), ② 항고소송의 개념  정

의는 그 로 유지하면서 항고소송의 종류에서 부작 법확인소송

을 제외하고 의무이행소송(개정의견 제4조 제3호, 제48 내지 54

169) 다만 개정의견 제36조 내지 제40조에서 명령 등의 취소소송에 하여 

재 할(1심을 피고의 소재지를 할하는 고등법원이 할), 소송

차의 지, 제소기간, 계기 의 의견제출, 취소 결의 효력 등에 

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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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70)  방  지소송(개정의견 제4조 제4호, 제55 내지 58

조)171)을 각 신설하 다. 한 ③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에 한 규

정을 신설하 다(개정의견 제26조).

Ⅱ. 정부의 개정작업

  법무부는 2006. 4. 행정소송법개정특별분과 원회를 발족하여, 

2007. 11. 19.국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배출하 고, 그  항고소

송의 유형에 한 사항으로, 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개정안 제4조 

제3호, 제43조부터 제47조)172), ② 방  지소송의 도입(개정안 

170) 개정의견 제4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이하 ‘거부처분 등’이라 한다) 는 부작 에 하여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개

정의견 제51조는 의무이행 결에 하여,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이나 부작 가 법한 때에는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등을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처분이나 명령등을 하도

록 선고하고,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결의 추지에 따라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선고하며, 이때 거부

처분 등은 함께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1) 개정의견 제4조 제4호는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명령 등

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지하는 소송”으

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의견 제57조는 지 결에 하여, “법원은 행

정청의 장래의 처분이나 명령 등이 법하고,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2) 개정안 제4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한 행정청의 법한 거부

처분 는 부작 에 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은 행정청의 선결권을 보장하기 해 - 가령 

거부행 가 처분시에 법했는데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법하게 되었

을 때 법원이 의무이행 결을 선고하게 되면 행정청의 선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 의무이행소송에 거부처분 취소소송 는 무효확인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도록 하고, 의무이행 결시 처분시를 기 으

로 거부처분의 법성을, 결시를 기 으로 부작 의 법성이 인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 제46조는 의무이행 결에 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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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호, 제48조 내지 제50조)173),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 으나, 2008. 5. 29. 제17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개정안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Ⅲ. 2013. 3. 20. 입법 고안

  법무부는 2011. 11. 15. 행정소송법 개정 원회를 다시 발족하여, 

“신속하고 실질 인 권익구제의 도모”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의 마련”을 목 으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

출하고 입법 고하 다.  입법 고안에 의하면 2007. 11. 19. 국회

에 제출한 개정안과 달리 방  지소송을 제외하고, 의무이행소

송174)만을 도입하고,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법무부를 심으로 개정노력이 진행되어왔고, 

원은 병합제기된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는 무효등확인청구가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청의 부작 가 법한 경우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하고,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연태, 의무이행소송과 방  지소소송의 쟁  검토 - 법무부 행

정소송법 개정시안을 심으로, 고려법학 2007 Vol 49, 305면 참조. 

173) 개정안 제4조 제4호는 “행정청이 장래에 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

한 경우에 그 처분을 지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소송

요건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발 할 것이 임박하 고, 사후에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하여야 하고, 본안요건으로는 임박한 처분의 법성, 행정청이 그 처

분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김연태, 게 논문, 

318면 참조.

174) 입법 고안 제44조 제2호, 법원은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지 않는 것

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

정청에게 결의 취지를 존 하여 처분을 이행하도록 선고”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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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행정소송법 문개정안에 하여 입법 고까지 되었음

에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3절 소송유형의 다양화에 있어 개선방안의 제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은 소송유형에 하여 열거하고 있

고, 그 외의 소송유형은 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

된 구제수단이 되는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이 제한 이라는 문제는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고, 소송유형의 다양화 필요성에 해서는 

학계, 실무 다수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논의도 이

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이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 에서, 왜 소송유형을 다양화하여야 하는지에 하여, 

미국 법원이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인정한 이유를 돌이켜 볼 필요

가 있다. 즉, 미국 법원이 법한 행 를 한 공무원은 ‘정부’가 아니

므로 주권면제를 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불문법에 기한 심사

를 인정한 이유는, 법한 행정행 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구제되어야 하고, 법원은 법치를 실 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행정부나 헌법재 소나

와의 계에 있어 사법부의 권한을 확 하여야 한다거나, 행정부에 

한 극  통제가 필요하다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 제

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발 된 법치행정을 실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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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우리나라 행정소송 유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어떠

한 시사 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Ⅰ. 항고소송 상의 확 와 소송유형의 다양화 

  항고소송의 상에 한 확  문제는 독자 으로도 요한 논의

이지만, 소송유형의 다양성과 결부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  재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의 상을 보면, 행정소송법에서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에 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 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

의되어 있고, ‘구체  사실’, ‘법집행’  ‘그밖에 이에 하는 행정작

용’의 해석  용에 따라 일부 행정입법  권력  사실행 를 처

분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175) 앞서 본 바와 

같이 례는 ‘처분’을 “권리의 설정 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

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하는 등 국민의 구체 인 권리의무에 

직 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 ”로 매우 좁게 보아, 권력  사실행

나 행정입법은 극히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소송의 

상 격이 없다고 시해 왔다. 헌법재 소가 ‘처분등’에 포함되지 않

는 권력  사실행 나 행정입법에 하여 헌법소원심 176)을 인정하

175)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 의 과제, 서울  법학 제45권 제3호, 2004. 

385면 참조.

176) 권력  사실행 인 국립 학교의 입시요강 발표행 (헌법재 소 1992. 

10. 1. 선고 92헌바68 등 결정), 지 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거부한 

행 (헌법재 소 1999. 6. 24. 선고 89헌마31 결정), 경찰서 유치장 수

용시 흉기등 험물 소지 확인을 한 신체수색행 (헌법재 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등이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었고, 

집행행  매개 없이 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된 행정입

법으로 제 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  비율을 정한 제

군인지원에 한법률시행령(헌법재 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 차보증 의 상한액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한 주택임 차보호법시행령(헌법재 소 2000. 6.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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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법원의 례변경의 부담  헌법재 소와의 계 등으

로 행법을 존치하면서 항고소송의 상을 확 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물론 헌법재 소가 항고소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하

여 헌법소원심 을 인정한 것은 헌법소원심 의 발 , 법한 행정

행 로부터의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 있어 요한 공 이지만, 헌

법소원심 에서는 구두변론이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단심이라는 

, 각  법원의 치  규모를 고려해보면 국에서의 근이 용

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넓게 행정행 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권리구제는 법원을 통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177) 

  항고소송의 상 확  논의와 더불어 이를 다룰 소송유형에 하

여 어떻게 제도를 정비할지에 하여는 견해가 나 어지는데, 크게

는 최 의의 행정행 와, 사실행 , 행정입법을 나 어 최 의의 행

정행 에 해서는 취소소송을 인정하되, 사실행 에 해서는 지

소송으로, 행정입법에 해서는 규범폐지소송으로 세분화하여야 한

다는 견해178)가 있고, 재의 처분개념을 사실행 와 행정입법을 포

함하는 것으로 확 하면서 행정작용의 법  성질에 따라 다른 소송

유형들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179)가 있다. 항고소송의 상을 

사실행 와 행정입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법원의 

개정의견은 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구제수단에 하여 살펴보면, 미국 행정

98헌마36 결정), 응시회수 제산한 「사법시험령」(헌법재 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등이 헌법소원심 의 상이 되었다.  

177) 이원우, 행정입법에 한 사법  통제방식의 쟁 , 행정법연구, 2009, 

29면 참조; 박정훈, 게논문, 384면 참조.

178) 정하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 11-40

면 참조.

179) 박정훈, 게논문, 383-3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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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에서 사법심사의 상이 되는 ‘행정행 ’(agency action)는 행

정입법과 사실행 도 포 하는 개념이고, 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가

능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로서 다투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각 행정행 별로 소송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체로 문제되는 행정행 에 한 법성의 선언과 이에 따른 

집행의 지 는 그 이행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먼 , 항고소송

의 상이 되는 행정행 의 개념을 넓게 인정한다고 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계에 있어서 행정을 존 하지 않는다거나 남소의 부작

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소의 가능성에 하여 원고 격과 사법심

사의 개입시  ― 행정행 가 보충성, 성숙성, 최종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 을 단하면서 사안별로 융통성있

게 조정하고, 본안에서 심사구조나 심사기 을 통하여 행정에의 존

(deference)을 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각 행정행 별로 소

송유형이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기한 

심사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요건, 차에 있어 마련된 규정이 있으

므로 이에 따라 문제되는 행정행 를 다투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

는 다양한 소송유형을 청구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사법심사 차

를 밟을 수 있어, 용이하게 사법심사에 근할 수 있다. 

  돌이켜 살피건 ,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은 법성을 선언하여 처음

부터 당해 처분이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

의 특별법에 기한 심사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취소(set 

aside) 결,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서의 선언 결(declaratory 

judgement)과 닮아 있다. 여기에다가 항고소송의 상을 확 하면서 

각 법 성질에 따라 소송유형을 달리 두는 것은 처분, 행정입법, 권

력  사실행 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간 역의 행정행 들이 

존재하는 마당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송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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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분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법원 한 이를 분

류하여 소장심사, 소송요건의 검토 과정을 진행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봤을 때, 항고소송의 상을 확 하면

서 소송유형을 행정작용에 따라 달리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

다.  

Ⅱ. 특별법에 기한 심사의 활용을 통한 소송유형의 다양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행정법은 사법이 행정을 통제하다는 

것에 이었던 뉴딜시 의 사법소극주의와 행정에 해 회의

인 입장에서 사법통제는 법치행정의 실 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법 극주의가 서로 부딪히며 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발

하 다. 즉, 공익실 을 한 행정의 기능과 책임을 존 하면서 동

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와 련하여 사법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는 념이 행정법 발 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

은 특히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두드러진다. 행정청을 설립하고 권

한을 부여한 특별법에서 동시에 사법심사에 하여 규정하면서, 먼

 상세하고 엄격한 행정 차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청 스스로 책임

을 가지고 신 하게 행정행 를 하도록 하고, 법률을 반하여 행정

행 를 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만든 기록에 기 하여 이를 존 하여 

항소법원에서 사후심으로 사법심사를 진행하여 법이 있으면 취소

하고 원칙 으로 이를 환송하여 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결정하도

록 함으로써 행정의 선결권을 존 하며, 다만 거부처분에 있어서는 

사실 계가 모두 확정되어 사실 계  용법률에 비추어 볼 때 

행정행 가 기속행 라고 단되고, 이를 환송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되어 히 부당한 결과가 래

된다고 단되면 원고가 구하는 구체 인 행 의 발령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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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청이 기록을 만든다는 , 법원에서는 그 기록에 기 하여 법

률 사후심으로 기능한다는 , 원칙 으로 행정청은 결취지에 맞

게 다시 행정행 를 하면 되지만, 외 인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

여  특정 행정행 의 발령을 명할 수도 있다는 에다가 특별법은 

특히 당해 행정행 의 특징을 잘 반 하여 입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법심사에 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는  등은 우

리나라에서 소송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때 검토해볼만한 사

항들이다. 다시 말해, 의무이행소송을 면 으로 도입하는 것이 행

정의 선결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등과 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다

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 ― 가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련하

여 항상 시가 되는 건축허가 문제 등 ― 에 먼  특별 심사규정

을 마련하여, 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송유형 외의 의무이

행소송이나 방  부작 청구소송 등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소송유형이 가질 수 있는 문제 들을 고려하여 일반 행정소

송법에 기한 사법심사에의 특례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주문의 활용을 통한 소송유형의 다양화

  미국의 특별법에 기한 심사에서 인용 결의 부분은 취소 후 환

송이고, 환송할 때 원칙 으로 주문에 행정행 를 취소하여 환송하

는 취지, 다시 말해, 차의 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다시 행

정 차를 진행하여 행정행 를 해야한다는 등의 결의 취지를 기

재하지는 않는다. 행정청은 결이유에 나타난 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행정행 를 하면 된다. 반면, 거부행 에 있어서 사실 계  

용 법률에 기해 당해 행정행 의 발 이 기속행 인 경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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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명할 수도 있는데, 그 때에는 주문

에서 이를 명시하여 행정청으로 하여  바로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

다. 가령, 장애보상 의 지 을 명할 때 장애보상  지  거부결정

을 취소하고, 환송하면서 장애보상 의 지   구체  액수의 계산

만을 하여 환송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결국 취소 결에 해당하

나 그 기능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불문법에 기한 심사에

서도 선언 결의 경우 법성을 확인하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의

무이행을 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유형이 제한 일 뿐만 아니라, 주문

의 형태가 정형화되어있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취

소·무효확인하는 처분을 특정하여 취소·무효확인하고, 부작 법확

인소송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작 를 특정하여 법함을 확인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주문에 결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국 결이 취소 결  선언 결의 주문에 결의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은 소

송유형의 다양화를 해 행법상 취소소송  부작 법확인소송

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부처분취소송에서 처분시

를 기 으로 거부처분의 법성을 단하면서, 결시를 기 으로 

그 법성이 존속하는 경우 그 취지를 주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거

나, 부작 법확인소송에서 단지 행정청의 응답의무만을 확정하도

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속행 의 경우 특정 행정행 를 발 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법하다고 주문에 기재함으로

써 의무이행소송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180)는 의무이행소송이라

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 없이 재의 제도를 수정하

여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 

180) 박정훈, 게서, 138면  5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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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미국 행정법에서의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

형이 우리 행정법에 어떠한 시사 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와 같이 미국 행정법을 살핌으로써 종래 독일법의 논의를 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우리 행정법의 여러 당면 과제들에 하여 새로운 시

각으로 검토할 수 있었고, 행정행 에 있어 문제된 사안을 가 더 

잘 알고 있는지 기능 으로 근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에 가혹한 

이 없는지를 논의의 기 로 발 되어온 미국 행정법의 구제수단은 

행정소송유형의 다양화 문제와 련하여 법원과 행정부의 계, 사

법부의 역할에 한 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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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결론

제1절 요약

  미국 행정법에서의 구제수단(remedies)은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여 

법한 행정행 를 다투고 이를 법원이 심리, 정하는 제도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 으로 당사자가 어떤 소송유형을 거쳐 권익

구제를 받을 것인지에 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국가 성립단계에

서부터 포 인 국가권력을 가진 군주 없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가

진 권한을 행정부에 나 어 주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이 

발 하 고,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주된 소송유형은 행정기 을 창

설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통제하는 규율들을 규정한 개

별법이 심이 되었다. 한 애 에 행정의 우월성 념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개인이 개인에 한 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는 원

칙 으로 행정에 한 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 게 다양

한 소송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법한 행정행 로부터 촘촘하게 국

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함이었다.

  특별법에 기한 심사는 특별법에서 개별 행정행 에 한 사법심

사를 규정한 경우 당사자가 그 규정에 따라 법원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심사를 의미한다. 재 부분의 

행정청이 특별법에 따라 창설되어 이에 근거하여 행정행 를 하고, 

이러한 특별법에는 개 사법심사에 한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는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특별법

에 기한 심사에서는 당해 행정행 를 발령하는 차에서 행정기

에서 기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할권이 있는 경우가 

부분이며, 사후심의 성격을 가진다. 본안 결은 개별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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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다양하나, 상소심모델이 용되는 경우, 결은 원칙

으로 취소 후 환송의 형태를 취한다. 다만, 사실 계가 모두 확정되

어 있고, 사실 계  용 법률에 비추어 행정청의 행 가 기속행

라고 단되는 경우 는 당해 행정청에 환송하여 다시 결정하게 

하면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되어 히 부당한 결과가 래된

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거부한 행 를 하도록 명하는 취

지를 명시하여 환송하는 방식으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도 가능

하다.   

  행정 차법이 1946년에 제정되고 사법심사의 상, 원고 격, 심

사범  등 그 허용요건과 본안요건을 규정하면서,  규정에 정한 

차에 따라 사법심사를 구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를 일반법에 

기한 심사라 한다. 그러나 행정 차법 자체가 법원에 할권을 부여

한 법률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시이고, 결국 당사자는 미합

국법  28편 제1331조의 일반 할권 규정에 근거하여 문제가 되는 

행정행 에 하여 다투어야 한다. 이 은 불문법에 기한 심사와 유

사하나, 행정 차법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외에는 주권면제를 

포기하고 있어 주권면제원칙이 문제되는 불문법에 기한 심사와는 

구분된다. 행정 차법 제706조는 결형식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

나,  구제수단이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불문법에 기한 심

사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와 같이 특별법에 기한 심사, 일반법에 기한 심사에 의해 부

분의 행정행 에 하여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요성은 많이 감소하 으나, 제정법상 심사로 해결되지 않

는 행정행 로 인한 개인의 권익구제를 하여 불문법에 기한 심사

는 여 히 주요 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법의 통을 계승

한 미국에서 불문법에 기한 심사의 구제수단으로 기에는 권  

구제수단도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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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상  구제수단으로서 선언 결과 명령 결이 사용된다. 선언

결은 당해 행정행 의 작 , 부작 의 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원이 부작 의 법성을 선언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결 취지

에 따라 행정행 를 하게 되므로 실질 으로 특정한 행 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선언 결은 특히 집행

 단계의 행정입법의 법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하 다. 명령 결로는 세부 으로 지명령 결, 이행명령 결, 

구조  명령 결이 있는데, 이행명령 결과, 구조  명령 결은 행

정에 한 사법자제, 행정존 의 맥락에서 그 사용이 제한 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 듯 미국은 법한 행정행 에 한 사법심사에서 소송유형 

자체는 다양하게 인정하여 국민의 권익구제가 실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본안에서 다양한 제도  고안을 통해 권력분립의 

측면이나, 행정부의 선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례

로 그 외의 소송유형을 허용되지 않아 소송유형이 제한 이다. 이에 

한 비 과 개정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한 법원과 법무부의 개정노력이 계속되었는데도 행정소송법의 실

질 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 시 에서 앞서 본 미국 

행정법에서 항소소송의 소송유형 특징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사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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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도시계획, 교육, 환경 역에서 행정행

가 더욱 확 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참여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

라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높아져 행정소송의 사건수도 비약 으

로 증가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한 통제만을 강조하거나, 

행정의 자유만을 강조하여서는 수 높은 행정과 법치의 발 을 함

께 도모하기 어렵고, 행정 스스로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 함과 동시

에 행정이 이를 넘어섰을 때에는 국민들이 쉽게 사법부에 이에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라는 틀 내에서 행정을 발

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은 사법심사에 들어가는 문에 해당한다. 권

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어떠한 행정행 가 법한지, 법원이 

이에 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단하기도 

에 이를 답하기 한 사법심사의 문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과연 

행정소송이 행정통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기능을 제 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도를 검

토해보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요건, 특히 본 논문의 주제

인 소송유형이 제한 으로 인정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공백이 발

생하고 있고, 이에 한 비 과 개정논의도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

음에도, 아직 실 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변화를 반

하는 주된 논거는 권력분립  행정의 선결권 침해 등이나, 행정

에 한 존 을 시하는 미국 행정법에서도 다양한 소송유형이 인

정되고 있고, 다만 원고 격이나 소의이익 등 소송요건이나, 본안의 

심사강도, 심사기 과 련하여 행정의 선결권을 존 하고, 기능  

권력분립을 실 하기 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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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송유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행정행 의 개념은 포 으로 

인정하고 이에 한 통일 인 소송유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으

로 하여  사법심사에 근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 특별법에 기한 

심사를 통해 개별 행정행 의 특징들을 고려하고, 행정청이 만든 기

록에 기 하여 사법심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 행정청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주문의 형태에 따

라 취소 결  선언 결이나 의무이행을 명하거나 방  부작

를 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은 앞으로 행정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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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 dy  o n  ' remedies'  in  th e U . S .  admin istrativ e l aw

- Focused on special statutory, general statutory and 

nonstatutory review-

Lee, Hae rang

College of law,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sic remedy against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is 

judicial review. A person aggrieved by agency action may 

challenge its legality in the courts. Then the reviewing court, 

before it judges the case on its merits, must answer the 

question, "is judicial review available?". If the answer is no, the 

case should be dismissed and the plaintiff's alleged wrong would 

go unremedied. The questioning in availability of remedies 

functions as a door to the court. In Korea, however, a remedy 

that a court can redress is very limited and a court has denied 

to give other forms of relief which are not list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study was obtained by 

the awareness in limit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court's in 

relation to its role in redressing remedies against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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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U.S. has developed during its 

process of finding a compromise plan as well as facing the 

challenges between New Deal enthusiasts who were hostile to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skeptics about 

agencies who saw judicial control as an indispensable safeguard 

of rule-of-law value. In other word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is based on the idea that 

judicial control must be made with respect to the remedial 

imperative while respecting th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is also reflected in administrative law remedies.

  The most common remedy for unlawful federal agency action 

in the U.S. is a petition for review filed, typically in a circuit 

court, pursuant to a provision of the statute that gives agency its 

authority to take the challenged action. This is called 'special 

statutory review'. If a special statutory review proceeding is 

absent, the cause of action most commonly used is the one 

created b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itself - 'general 

statutory review'. This suit is filed pursuant to the general 

statutory provision conferring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on 

district courts, 28 U.S.C. §1331. Even if there are not statutory 

review provisions or if a statutory review is inadequate, the U.S. 

courts have created remedies based on the notion what may 

called the remedial imperative. This form of judicial control over 

executive action is called 'nonstatutory review'. Nonstatutory 

review is created from the principle of U.S. constitutional system 

that the government is bounded by law, and the courts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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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ole to play in the enforcement of those boundaries. 

  Diversifying the types of relie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ll 

have positive impacts or results on the satisfaction of the 

remedial imperative as well as the enforcement of the 

rule-of-law. Through the study of remedies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I focused on the methods of possibilities to 

improve the relief type in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

  

Keywords : U.S. administrative law, APA(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medies, types of relief, special 

statutory review, general statutory review, 

nonstatutory review.   

Student Number : 2009-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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