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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行爲의 觀念에 대한 一考*

1)

金 東 熙**

Ⅰ. 序論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는 학설상 최협의의 관념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

에 하여는 현재 異見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는 行政法學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行政法 교과서는 行政法 I․II 또는 行政法 上․下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행정법 I 또는 행정법 上卷은 행정관념이나 행정법의 法源에 관한 序論的 

고찰부분을 제외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관한 고찰부분과 행정작용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行政强制 및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

민의 권리침해에 한 권리구제의 수단에 관한 고찰부분인 行政救濟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행정작용에 관한 고찰부분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행정행위이고 보면, 행정법 상권은 기본적으로는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부과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강제․행정벌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

를 위한 행정구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2년 이후부터 법원에 설치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에 의한 행정소송법의 改定作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004년 8월에 그 개정안이 

일단 마련되었던 바, 이 개정안에서는 행정행위의 관념은 현재의 학설상의 관념

과는 달리 광의로 정의되고 있어서, 현재의 협의의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일정 한

도에 있어서의 법규명령 및 사실행위도 그에 포함되고 있다.

새 행정소송법이 이 개정안 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다른 면에서도 그러하거니

* 본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2004학년도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
구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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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기한 새로운 행정행위의 관념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격렬

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그에 한 일반적 견해가 정착하려

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행정법에도 행정행위(actes administratifs)라는 관념은 존재하는 것으로

서, 이 관념은 학설․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기본

적으로는 실정법상의 행위 유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행정

법상의 행정행위의 관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동안 별다른 관심의 상이 되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위의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에 있어 프랑

스법상의 월권소송제도가 중요한 준거자료로서 검토되면서 이러한 월권소송의 

상이 되고 있는 행정행위의 관념도 학설상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고찰 상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법리나 법제가 그러한지도 모르겠으나, 프랑스의 행정행위의 관념 

또는 제도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것이어서 프랑스 행정법에 어느 정도 익

숙하지 아니한 법학자 또는 법학도들에게는 그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쉽지 아니

한 것이어서, 그 상당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소지도 적지 아니하

다. 필자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프랑스 행정법을 접하고 있어서 적어도 그 기

본적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행정

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여기서는 먼저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

행위의 관념에 하여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

위의 관념은 매우 광범하고 그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서, 제한된 지면으로 이들 문제점을 전부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는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 관념이나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은 아니고, 장차 우리나라의 항고소송의 실제 운 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에서 월권소송의 상으로서의 행정행위 관념

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만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려고 한

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에서는 먼저 행정행위의 관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행정행위의 종류에 하여 개관한 후,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에 있어 중심

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行政立法制度에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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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행위의 意義

1. 행정행위의 觀念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현

으로서의 법률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행위는 그 이전의 준비

행위 또는 그 집행행위 등과 같은 事實作用 또는 事實行爲와는 다르다. 사실행위

에도 법적 효과가 결부될 수 있는 것이나(예컨  손해배상책임), 그것은 간접적

인 데 그치는 것이다. 이에 하여 행정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行爲時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관계(rapports de droit)에 변화를 가져오는, 환언하

면 기존의 법적 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에 변동을 야기하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법률행위로서의 행정행위에는 다른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一方的 行爲(actes 

unilatéraux)와 2개 이상의 意思의 合致에 의하여 성립하는 雙方的 또는 多邊的 

行爲(예컨  契約)가 포함된다. 따라서 광의의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一方的 行

爲 뿐만 아니라 행정계약도 그에 포함되어 있다.1) 그럼에도 행정행위는 행정청

의 一方的, 權力的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2) 실제 

월권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행위도 일방적 행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여

기서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검토하

기로 한다.

2. 執行決定 및 기타 行政決定

일방적 행위로서의 행정행위는 학설상으로는 이를 執行決定(décisions 

exécutoires)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판례상으로는 집행결정 

외에도 賦課的 決定(décisions faisant grief)으로 직역될 수 있는 행위에 하여도 

월권소송의 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서는 이들 두 가지 행위 유

형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Jean. Rivero/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000, p.96.
2) Rivero/Waline, op. cit., p.98; Georges Vedel/Pierre Delvolvé, “Droit administratif,” 

PUF, 1990, pp.233-245; André de Laubadère/Jean-Claude Benezia/Yves Gaudemet, 
Traité e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1999., p.617 e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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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執行決定(décisions exécutoires)

집행결정이라는 용어 또는 관념은 오리우에 의하여 처음 제창된 것으로서, 그

는 이를 “국민에 하여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즉 그것이 職權的 

執行의 상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모든 의사행위”로 정

의하고 있다.3) 오리우의 집행결정의 관념의 定義에 있어 “직권적 집행의 상이 

될 수 있는”이라는 기술 부분은 執行決定은 모두 行政上 强制執行의 상이 될 

수 있다는 誤解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오리우는 집행결정은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국민에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으

로 보는 것이 부분의 학자의 견해이다.4) 이러한 의미의 집행결정은 그에 의하

여 기존의 법적 질서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의사행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집행결정의 관념에 하여는 이를 광의의 행정행위 중에서 의사합치행

위로서의 행정계약을 제외한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행정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5)

(2) 여타의 行政廳의 一方的 行爲

집행결정은 기존의 법적 질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월

권소송의 상이 된다. 이러한 집행결정 외에도,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 그것

이 집행결정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

니나, 그럼에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일정한 향을 미치고 있어서 판례상 월권

소송의 상성이 인정되고 있는6) 일정 행위유형에 하여 일부 학설은 그 행정

행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표적인 것으로서는 인가, 허가 등의 신청에 

한 拒否行爲를 들 수 있다.7) 이러한 인가, 허가 등의 신청에 한 거부행위의 경

우, 그 신청인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

거니와,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도 여전히 당해 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임은 물

론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거부행위는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도 야기

3)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tif, 11e éd., p.358.
4) Vedel/Delvovlvé, op. cit., p.244.
5) J. Rivero/J.Waline, op. cit., p.97 et s.
6) C.E., 23 janvier 1970, Ministre d'Etat chargé des affaires sociales.
7) Vedel/Delvolvé, op. cit., pp.246-247.



金 東 熙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238∼277242

하지 아니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違法한 拒否決定에 의하여 

당해 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결정은 관계인의 법적 지

위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한 거부결정에 하여는 마땅히 

이를 월권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부결정은 관계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판례가 이러한 거부

결정에 하여도 월권소송의 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논거에 따른 

것으로 본다.

판례상으로는 집행결정이라는 용어 외에도 附課的 決定(actes faisant grief)이라

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 바, 이 용어는 월권소송에서 다툼의 상인 행위의 受

理可能性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관념은 기

본적으로 소송법상의 관념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관념은 당해 행위

의 성질 그 자체에 따라 정립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속성과는 일단 구분되는 관

념으로서의 訴益 등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입장이다. 

이러한 부과적 결정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당해 행위의 對外的 效力과 관련

하여 사용되고 있는 관념으로서, 그것이 기존의 법적 질서에 향을 미치는 것인 

때에는 그에는 부과적 결정성이 인정되고 있다.8) 이 관념을 이처럼 기존의 법적 

질서에 향을 미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침익적인 행위뿐만 아

니라 수익적인 결정도 그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관념을 부과적 

결정으로 直譯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상으로는 이 관념은 당해 행위에 한 월권소송의 受理可能性의 관련

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익적 행위를 관계인이 적법하게 다툴 수는 없다는 점

에서 이 용어를 일단 原語에 충실하게 부과적 결정으로 번역하여 두기로 한다.

전술한 의미의 부과적 결정에는 집행결정 외에도 허가의 거부 등과 같은 엄격

한 의미의 집행결정과는 구분되는 일방적 행위도 그것이 법적 질서에 향을 미

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에 포함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집행결정도 법적 질서(ordonnancement juridique)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월권소송의 상이 되고 있고 학설상으로는 그에 행정행위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보면, 그러한 그것은 집행결정과 기본적 차이는 없

다. 그러나 집행결정과는 달리 비집행적 결정은 원칙적으로 執行停止決定의 상

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양자를 구별한 實益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9) 즉, 

8) Vedel/Delvolvé, op. cit, p.242; Delvové, op. cit.,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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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집행결정으로서의 거부결정은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집행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10) 이에 

하여 行政法院에 있어서의 仮處分에 관한 2000. 6. 30.자의 법률은 거부결정도 

집행정지의 상이 될 수 있고, 그에 있어서는 법원은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거부처분에 하여도 집행정지에 의한 仮救濟의 수단을 마련하여 

놓았다.11)

3. 행정행위의 分類

행정행위는 여러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으나, 그 기본적인 것은 형식적 및 실

질적 관점에서의 분류 방법이다.

(1) 形式的 觀點

이것은 행정행위의 발령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먼저 행

정행위의 정점에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서 통령과 수상의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들 최고 행정기관의 행위는 그것이 개별결정이던 행정입법이던 모두 데크레

(décret)로 불린다. 각부 장관도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개별처분 또는 행정

입법을 발할 수 있는 바, 이들은 모두 아레떼(arrêté)로 불린다. 각부 장관은 개별

법에 의하여 특별히 수권된 경우에만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서의 시장, 도의회의장․레지옹의회 의장12)이 발하는 개별처분 및 행정입법도 

아레떼로 불리고 있다. 이에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결

정은 議決(délibération)로 불린다. 통령 또는 수상의 데크레는 행정상 상급기관

의 행위로서 장관 또는 시장 등의 아레떼에 하여 우월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의 행정행위의 형식적 분류는 당해 행위의 권한의 소재나 그 형식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의 점에서의 통제의 관점에서는 나름 로의 의의가 없

9) Vedel/Delvolvé, ibid., p.242.
10) C.E., 23 janvier 1970, Amoros et autres.
11) R.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2001, p.1202, 1228;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 서울 학교 학원 석사논문, 2005.
12) 프랑스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commune), 도(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3 

가지 종류가 있다. 레지옹은 일정수의 도를 그 구성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1982
년에 신설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시에서는 시장이 이를 수행하고 도
나 레지옹의 경우는 그 의결기관인 도의회 또는 레지옹의희의 의장이 이들 자치단체
의 집행기관의 장의 직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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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분류방법으로서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

음에서 검토하는 실질적 관점의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형식적 분류는 보

충적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친다.

(2) 實質的 觀點

1) 法規行爲 또는 行政立法과 個別處分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행위 또는 행정

입법(actes réglementaires)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것으

로서의 個別處分 또는 非法規行爲(acte non réglementaire)로 구분되는 바, 이 점

에서 프랑스의 행정행위의 법제는 우리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와 기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로 정의되어 행정입법은 그에 포함되지 아

니하고 있다. 이에 하여 프랑스법상으로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는 형식적 관

점에서 파악되어, 개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입법도 그것이 행정청의 행위라는 점

에서 행정행위로 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처분 또는 비법규행위는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특정 사건․사안에 

한 규율행위인 바, 전자를 개별행위라고 하고, 후자를 특별행위(actes 

particuliers)라고 한다. 이에 하여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그 내용으

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구분에 있어 그 수범자의 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受範者가 다수인인 경우에도 이들이 특정되면 당해 행위

는 개별행위인데 하여, 수범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것이 그 자격이나 직책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행정입법의 성질을 가

지는 것이다.13)

2) 行政立法과 個別處分의 구별의 實益

일반적으로 개별처분에는 특정인에 한 처분으로서의 개별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 사안 등과 관련된 결정으로서의 특별행위도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특별행위라는 관념은 학설이나 판례상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은 

13)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9e éd., p.468;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하여
는 참조: 김수정,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사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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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프랑스의 부분의 행정법 기본서 또는 전문서적 등에서도 이 문제는 행

정입법과 개별처분의 구별의 實益이라는 項目 하에서 검토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체로 행정입법과 개별행위의 구별의 實益의 문

제에 관한 검토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행정입법과 개별

행위의 구별의 실익의 문제로서 다루기로 한다.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법률과 共通性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설상으로는 행정입법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보는 입장도 상당 기간 유력설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에 하여 꽁세유데

따는 1907. 12. 6.의 동부철도회사사건에서 행정입법도 행정행위로서 월권소송의 

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 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은 개

별행위와는 달리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법률

과 상당 부분에 있어 공통성이 있는 것임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입법의 이러한 속성에 따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정제도상 행정입법

과 개별행위와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점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차이가 인정되고 

있다.

(i) 행정법의 淵源으로서의 行政立法     행정입법도 법률과 같이 일반적․추

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입법은 법률과 함께 행정법의 연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개별행위에 있어서는 상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은 물론이거니와 

하급행정청의 명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ii) 公示方法     행정입법과 개별행위의 공시방법은 다른 것으로서, 행정입법

의 공시는 관보, 게시판 또는 신문에 의한 公表의 방식에 의하는 데 하여, 개

별행위는 수범자에 한 通知의 형식에 의한다.

(iii) 效力의 發生     행정입법의 공포는 그 효력발생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14) C.E., 6 décembre 1907, Compagnie des chemins de fer de l'Est et autres. 이것은 공
행정명령(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의 위법을 이유로 월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정부측은 공행정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은 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월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하여 이 사건의 논고담당관은 프랑스 실
정법상 행정입법에 법률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공행
정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여전히 행정행위의 성질
을 가진다는 의견을 개진하 던 바, 재판부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 들여 당해 공행정
명령은 월권소송의 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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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공포 이전에는 행정청은 물론이고 사인도 이를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별행위의 경우에도 그 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가 상 방에 

通知된 때가 된다. 행정청은 개별행위가 상 방에 통지되기 이전에는 이를 援用

할 수 없다. 이에 하여 그 수혜자로서의 수범자가 그 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을 

때에는 자신에 한 通知 이전에도 이를 援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知得行爲理論이 그 이론적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나, 그에 

따라 예컨  월권소송의 제기기간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상 방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iv) 행정행위의 解釋 및 適法性 審査     사법재판소의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

건에 한 재판과정에 있어 행정행위의 의미․내용 또는 위법성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  민사소송에서 그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상 방이 

원용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상 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든지 또는 형사소송에서 그 위반을 이유로 고발된 사인이 당해 행정행위는 위법

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제는 본안과의 관계에서는 附隨問

題(questions accessoires)에 그치는 것이나,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이들 문제가 먼

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부수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행정소송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수문제의 해결에 하여는 本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그 반 로 이들 부수

문제에 하여는 본안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없고 그에 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비로소 본안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제를 취할 수도 있다. 앞의 법

제를 취하는 경우에는 부수문제는 先定問題(qustions préalable)에 그치는 것인데 

하여, 뒤의 경우에는 그것은 先決問題(questions préjudicielles)가 된다.

행정행위의 해석 및 그 위법성 심사의 문제에 하여 프랑스법상의 제도는 위

의 어느 하나의 법제에 의한 해결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서, 프랑스

의 제도는 부수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행위가 개별행위인지 행정입법인지 

및 당해 문제가 제기된 법원이 민사법원인가 형사법원인지에 따라 그 내용을 달

리 하고 있다.

⒜ 民事法院의 경우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해석문제가 본안판단의 부

수문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부수문제의 내용으로 되고 있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법원의 판단권은 달라지는 것으로서, 당해 행위가 행정입법인 경우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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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은 형사법원과 마찬가지로 당해 행위에 한 해석권을 가지나, 개별행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입법에 한 사법재판소의 해석권은 1923. 6. 16.

의 관할재판소의 Septfonds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관할재판소는 행

정입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나 그것은 또한 법률과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서, 사법재판소는 법률에 한 해석권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입법에 하여도 그 

해석권이 인정된다고 하 다.

이에 하여 개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은 그에 한 해

석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에서 개별행위로서의 행정행위의 내

용이 부수문제로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

사법원은 이 문제에 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재판을 중단하여야 한

다.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하여는 그것이 개별행위이던 행정입법이던지 간

에 민사법원은 그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부수문제에 한 본안법원으로서의 민사법원의 판단 

또는 심사권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權力分立原則에 따른 고려가 우선하여, 민사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부수문제로서의 행정행위의 내용이나 그 적법성 여부에 

한 판단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刑事法院의 경우     민사법원의 경우와는 달리 형사법원의 경우에는 ｢본

안 재판소는 抗辯 재판소이기도 하다｣라는 법리가 보다 충실하게 적용되어 부

분의 부수문제에 하여는 형사법원 스스로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입법에 하여는 형사법원은 그 의미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적법성 여부에 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하여 개별행위에 하여

는 형사법원에는 그 적법성 심사권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1951. 7. 5의 관

할재판소의 Avranches et Desmartes 판결 이전에는 이 문제에 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었으나, 이 판결에서 관할재판소는 개별법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명

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법원에는 개별행위의 적법성에 한 심사권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 다. 이러한 판례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실효

적 구제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학설은 이러한 판례에 하

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문제점은 결국 입법조치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었다. 즉, 1992년의 새 형사법전 제111-5조는 “형사법원은 행정입법과 개별행

위의 해석권을 가지며 그에 계속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해결이 그에 달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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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적법성 심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형사법

원은 그 재판과정에서 행정행위의 내용 또는 그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에는, 당해 행위가 행정입법이던 개별행위이던 그 의미 및 그 적법성 여부를 스

스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v) 행정행위의 取消․撤回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법제는 그 효력 면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법상의 취소․철회 제도와 공통성이 있

다. 즉, 프랑스 행정법상으로도 철회는 행정행위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

는 것인데 하여, 취소는 그 효력을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로 파악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취소․철회 사유, 제한사유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취소․철회의 법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상당

히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

지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바, 그것은 먼저 당해 행위가 適法한 것인지 여부, 다

음에 당해 행위가 개별행위인지 행정입법인지의 문제, 그리고 끝으로 당해 행위

가 設權的 행위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3개 사항을 기본적 고

려사항으로 하여 학설․판례 및 실정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 있는 프랑스법상의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제도에 하여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 행정행위의 撤回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취소제도에 비하여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의 행정입법은 누구에게도 그 유지에 한 旣得權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행위는 어느 때나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철회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15)

이에 하여 적법한 개별행위는 그것이 상 방에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인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권적 행위의 관념은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고려에 따라 행해진 다수의 개별적 판례의 所産이다. 따라

서 어느 행위가 설권적인지 여부에 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

나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적어두기로 한다.

위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는 설권적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하여 개별행위에는 그러한 성격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나,16) 다음의 경

15) C.E., 12 mai 1976, Leb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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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성격이 부인된다. 먼저 당해 행위의 성립과정과의 관련에서 그 설권적 

성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컨  詐欺에 의하여 당해 행위가 발령된 

것인 때에는 그에는 설권적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하자의 중 성으

로 인하여 단순히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不存在로 인정되는 행정행

위(actes inexsitents)에도 설권적 성격이 부인된다. 당해 행위의 성격상 설권적 성

격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경찰허가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있는 바, 그 표적 예로서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들고 있다.17) 

그러나 경찰허가 중에도 설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8) 기존의 사실을 

확인함에 그치고 그에 어떠한 요소도 부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단순한 선언적 

또는 확인적 성격의 것으로서 그에는 설권적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서, 예컨  특정인이 일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함에 그치는 행위가 그러하다.19)

⒝ 행정행위의 取消     그 효과가 소급적인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에서 살펴

본 철회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취소의 법제에 있어 결

정적인 것은 당해 행위가 설권적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非說權的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은 어느 때나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그것

은 또한 당해 행위의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은 그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수

익적 행위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20)

권리설정적 행위는 그것이 適法한 것인 때에는 그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하여 권리설정적 행위라도 그것이 違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취

소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청도 스스로 그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게 하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에 

법원 보다 우월한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고려에 따라 행정청은 당해 행위

에 한 월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기간 내에(처분시부터 2개월) 또는 이미 소가 

제기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16) P. Delvolvé, op. cit., p.240.
17) C.E., 24 janvier 1958, Soc. Laboratoires Geigy.
18) C.E., 10 décembre 1969, Min. Equipement et logement c. Soc. Bel et Verlaque.
19) P. Delvolvé, op. cit., pp.236-238.
20) C.E., 9 avril 1999, M. San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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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행정청은 더 이상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반하는 취소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월권소송상 취소사유가 

된다. 이것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원칙으로서 이 경우 판례는 행정의 適法性 

보다 法的 安定性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1)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정되는 묵시적 허가에 있어서는 꽁세유데따는 

1969. 11. 14.의 Eve판결 이래 행정청은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도 또한 그 묵시적 

허가시부터 2월의 기간 내에서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시적 결정과는 달리 묵시적 결정에는 그 취소가능성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던 것

으로, 2000. 4. 12.의 법률 제23조는 묵시적 허가의 경우도 그것이 위법한 경우

에는 행정청은 그 처분 시부터 2월 이내에, 또는 행정소송이 이미 제기된 때에는 

그 판결시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행정행위의 內容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관점에서 파악되어 그에는 우리나라의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개별처분 뿐만 아니

라 일반적․추상적 규정의 정립작용으로서의 행정입법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법률과 일정 한도에서의 

공통성이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행정법에

서도 행정입법과 개별행위는 다수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법적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임은 기술한 바와 같다.

다음에서는 프랑스법상 행정행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입법과 

그에 비되는 것으로서의 비법규행위(actes non réglementaires) 또는 개별처분에 

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非法規行爲(actes non réglementaires) 또는 個別處分

비법규행위로서는 개별행위, 집합행위 및 특별행위가 검토되는 것이 보통인 

바, 이들 행위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의 정립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입법과

21) C.E., 3 nov. 1922, dame Ca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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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단 구별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별행위는 개별행위나 집합행위와는 그 내

용상 상당히 실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비법규행위는 기본적으로 우

리나라의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는 행정행위는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에 하여는 그 내용, 성립요건, 하자 및 그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구

체적인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하여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 비법규행위 또

는 개별처분은 관련 판례도 많지 아니하고 또한 학설상으로도 그 종류나 내용 

등에 한 비교적 간략한 검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1) 個別行爲(actes individuels)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개인을 상으로 하는 행위로서, 그 예로서는 공무

원의 임명이나 업허가 등을 들 수 있다. 동일한 조치의 상이 복수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 이들 관계인 사이에 법적인 紐帶關係가 없으면, 당해 

조치는 단지 개별행위의 總合에 그치는 것으로서(시험위원회에 의한 다수 응시자

의 합격결정),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개별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다만 이 

경우 관계인이 복수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복수행위(actes pluralistes)라고 부르기

도 한다.

이러한 개별행위와 행정입법의 구별실익에 하여는 위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다.

(2) 集合行爲(actes collectifs)

이 행위도 위의 복수행위와 같이 복수의 수범자의 개별적 지위 등을 규율하는 

것이나, 후자가 각각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일정수의 행위의 단순한 總合에 그치

는 것과는 달리, 집합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행위들은 그 상호 관계

에 있어 그 하나의 행위는 다른 행위에 하여 일정한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紐帶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그 순위결정을 포

함하는 시험위원회의 공개경쟁시험의 결정행위를 들 수 있다. 이 결정에서 시험

위원회에 의한 다수 합격자 사이의 順位決定은 이후의 임명행위에 있어서는 결

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임명권자는 이러한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

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합행위는 공표의 방법에 의하여도 공시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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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행정입법과 공통성이 있다. 다른 한편 이 행위는 개별행위와 같이 그 

상 방에 하여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행정입법과 다르다.22)

(3) 特別行爲(actes particuliers)

특별행위라는 행정행위의 유형은 판례상으로나 학설상으로나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행위는 판례상 행정입법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으면서도, 이 행위는 또한 개별행위나 집합행위와도  상당히 실질적 차이

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설상으로는 이 행위는 다른 비법규행위 또는 개별처

분과는 구별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비법규행위라는 항목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23)

이 행위유형은 행정청의 공익성인정(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 행위와 관련

하여 판례상 정립된 것이다.24) 공익성인정은 공용수용의 1단계로서 행해지는 것

으로, 일정 사업에 공익성이 인정되면 불특정 다수인의 토지 등의 소유권의 강제

이전의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행위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에 미치

는 것이나, 그것은 도로건설사업 등의 구체적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이 행위 자체는 새로운 규범의 정립행위는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이 행위는 그 효

과가 불특정 다수인에 미친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개별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나, 

그것은 또한 구체적 사업이나 사건 등과 관련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고, 특히 이 

행위는 새로운 규범의 정립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행정입법과 기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행위는 구체적 사업, 사건, 사안 등을 그 규율 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효

과는 불특정 다수인에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행위는 그에 의하여 다수의 이

해관계인에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이 행위 자체가 

일반․추상적 규정을 정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 이 행위는 행

정입법과는 구별되고 있다.

전기한 공익성인정 행위 이외에도 토지분할허가(arrêté de lotissement),25) 협의

개발구역의 기간의 연장,26) 특정 지역의 경관지구로의 편입결정27) 등도 특별행위

22) P. Delvolvé, L'acte administratif, op. cit., p.123.
23) A. de Laubadère/J.C. Venezia/Y. Gauudemet, Traité de droti administratif, 15e éd., 

p.628.
24) C.E., 10 mai 1968, commune de Brovès; C.E., 14 février 1975, époux Merlin et 

Association de défense des habitants des quartiers de Super-La Ciotat et de Ceyeste.
25) C.E., 4 mars 1977, min. Equipement c/ S.A. construction Simo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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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행위의 공시는 개별행위와는 달리 공표방법에 의한다. 이 행위는 

개별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은 그 이유제시 의무가 없으며, 그것은 또한 개별행위

와는 달리 그 수범자에 하여 권리설정적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는 이 행위는 행정입법과 공통성이 있는 것이다.

2. 行政立法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 제76조에 규

정되어 있는 통령의 緊急財政․經濟命令(동조 ①)과 緊急命令(동조 ②)을 제외

하면, 그것은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그치고 있다(헌법 7

5․95).

이에 하여 프랑스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은 그 범위도 훨씬 넓고, 또한 그 형

식도 보다 다양한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

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행정입법이 있는 외에도,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여지고 있는 獨立命令

(règlement autonome))과 국회의 授權法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法律命令

(ordonnance)이 행정입법의 일반적 법제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통령이 

헌법 제16조상의 非常大權 또는 동 제11조에 따른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법률에 

기하여 발하는 행정입법도 있는 바, 이들도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여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는 독립명령 또는 法律代位命令의 성질을 가진다. 이들 행정입법은 

헌법 제16조에 기하여 발하여지는 일부 입법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행위로서 그것은 월권소송 등의 사법적 통제의 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별

처분과의 기본적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행정입법제도는 법률종속명령은 물론이고, 독립명령이나 법률

위명령 등도 현행 헌법 등의 개혁적 법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3공화국 이

후에 있어서의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에서는 

먼저 행정입법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나서, 이어서 개별적 행정입법제도를 검토

하기로 한다.

26) C.E., 18 février 1998 Clomes.
27) C.E., 4 janvier 1967, Union des chambres syndicales d'affic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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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政立法의 發展

1) 傳統的 行政立法制度

프랑스 혁명기의 제헌론자들은 舊制度 하에서의 국왕의 입법권의 잔재를 일소

하고 동시에 三權分立原則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여 행정권의 입법권을 전적으

로 부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1791년 헌법 제6조는 “행정권은 잠정적인 것을 포

함하여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고 다만 법률의 집행을 명령 또는 촉구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되는 선언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상의 필요에 따라 이미 혁명기부터 행정입법의 관행이 형성되기 시작

한 것으로서, 특히 五執政官制(Directoire) 하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권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共和曆 8年 헌법과 1814年의 헌법은 행정입

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 다. 즉 공화력 8년 헌법 제44조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814년의 헌법 제14조는 “왕은 법률의 집행과 국가의 안전에 필요한 명령과 勅

令(ordonnance)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헌법에는 행정의 

명령제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그럼에도 그것은 國家元首

(1875년 헌법 제3조) 또는 정부의 首班(1945년 헌법 제47조)에 부여되어 있는 법

률의 집행권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8)

전통적으로 행정입법은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발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입법은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

실에 의하여 특징지어 지고 있었다. 먼저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派生되는 것으로 

보아서, 母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행정입법은 법률에 하여 從屬的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행정입법은 법률의 구

체적 적용을 위하여서만 발령될 수 있는 것이다.

2) 傳統的 行政立法制度의 修正 또는 行政立法權의 擴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행정입법은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派生的․

從屬的 지위만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행정입법관념은 제3및 제

4공화국에서의 행정 내지는 헌법적 관행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법률 위명령 또

는 그와 유사한 행정입법제도의 형성으로 그 내용상 매우 실질적인 수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28) Laubadère/Venezia/Couzinet, op. cit., pp.6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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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第3共和國에서의 행정입법제도의 修正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행정입법은 구체적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 집

행을 위하여서만 발령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행정입법제도는 제3공화국에 

이르러서는 독립명령, 법률명령이나 大綱立法 등의 관행의 생성에 따라 매우 실

질적인 수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① 獨立命令制度의 생성     행정입법은 법률의 집행이라는 전통적 원칙에 

한 예외로서 판례는 그에 관한 행정적 관행과 관련하여 일정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권의 독자적인 행정입법권을 인정하 던 것으로, 그 嚆矢를 이룬 것이 꽁세

유데따의 Babin 판결(1904. 5. 4)과 Labonne 판결(1919. 8. 8)이다. Babin 판결은 

행정의 공역무에 한 독자적 내부규율권을, 그리고 Labonne 판결은 경찰분야에 

있어서의 행정의 독자적 규율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다음에서는 후자에 한하여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판결의 내용은 체로 다음과 같다. 통령은 行政首班의 지위에서 행정명

령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던 바, 그에 기하여 Labonne

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하여 Labonne는 통령에게는 이러한 외

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의 발령권이 없다고 하여, 월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 다.

이에 하여 꽁세유데따는 통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고유한 권한에 기하여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경찰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이 판결은 이러한 통령의 권한의 근거

로서 1875년의 헌법을 들고 있는 바, 이 헌법의 관련 조항은 “ 통령은 법률의 

집행을 보장한다”는 제3조이었다. 이에 하여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꽁세유데따

는 동조상의 법률의 집행(exécution des lois)은 개개의 법률의 집행의 범위를 넘

어서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도 그에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서 그러한 점에서 행정

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 다고 보고 있다.29) 어쨌거나 Labonne판례에서 경

찰분야에서는 행정권에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

되었던 바, 이 경우 당해 명령은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를 독립명령(règlement autonome)이라고 하 던 것이다.

전술한 판례상 정립된 독립명령제도 외에도 제3․제4공화국 하에서 통령은 

29) Rivero/Waline, op. cit., pp.55-56; Vedel/Delvolvé, op. cit., pp.29-30; Philiippe, op. cit.,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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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민지 및 해외 토에 하여는 독립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었으나, 이 권한은 전자와는 달리 명문의 법적 근거(1854. 5. 3.의 上院決意

(senatus-consulte) 및 1946 헌법 제72조)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령의 식

민지에 한 독립명령도 다른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월권소송 등의 통제 상이 

되고 있었다.30)

② 法律命令(décret-loi)制度의 生成     제3공화국 헌법에 있어서도 그 이전 

또는 이후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1차

전 이후부터 국회는 소위 授權法(loi de pleins pouvoirs)에 의하여 이 법률에 

규정된 기간 및 사항(통화안정, 국방 등)에 하여는 정부가 명령으로 종전의 법

률을 개정, 폐지 또는 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관행이 생성되기 시

작하 다. 이러한 수권법에 기한 행정권에 의한 법률명령의 제정은 일단 三權分

立原則에 반하는 것임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국가의 기능이나 책무의 질적․양적 증 나 다양화에 따라 종래 보다 

더 훨씬 많은 입법조치가 요청되고 있었으나, 당시의 국회의 비능률적인 업무처

리 방식이나 다수 정파로의 분립 및 립상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적 수

요에 부응할 수 없었다는 점, 국민에 인기가 없는 조치들을 정부의 책임으로 전

가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욕구, 여론에 한 정부의 충격요법의 모색 등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31)

이 당시 수권법에 기하여 제정되는 행정입법은 행정권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은 命令(décret)에 속하나 그것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 폐지 

또는 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법률 체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二重的 성격에 따라 이들 명령은 법률명령(décret-loi)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ii) 第4共和國에서의 행정입법의 修正

① 헌법 제13조에 의한 授權法의 禁止     법률은 이를 국민의 全體意思

(volonté générale)의 표현으로서 국회의 主權的 行爲(acte souverain)로 보는 전통

적 관점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의 본질적 제한의 성질을 가지는 법률명령은 인정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었다. 따라서 제4공화국 헌법 제13조는 “법률의 제

정권은 전적으로 국민의회에 속한다. 의회는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

30) C.E., 1933. 12. 22, Maurel.
31) Vedel/Delvolvé, op. cit.,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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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전의 수권법과 그에 기한 법률명령의 관행을 포함한 일체의 입법권의 위

임을 금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3공화국에서 1926

년에서 1940년에 걸쳐 법률명령의 관행을 형성하게 한 여러 요인들은 제4공화국

에서도 상존 내지는 증 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그에 따라서 제3

공화국에서와 같이 공식적인의 授權法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는 아니 하나, 내용적

으로는 종전의 수권법과 같이 그에 기하여 이전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권에 부여하거나 행정입법권의 자율적 규율권한을 확 하는 내

용의 여러 입법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大綱立法

(lois-cadres)을 들 수 있는 바, 여기서 법률은 관련 사항에 한 개혁의 일반원칙 

또는 그 강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 명령으로 기

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海外領의 개혁에 관한 1956. 6. 23.의 법률이 그 예이다.

② 法律에 의한 행정입법의 固有事項의 規定     전술한 바와 같이 제3공화국

에서의 법률명령이라는 관행을 야기한 제요인은 제4공화국에서도 상존 내지는 

증 되고 있었던 것으로, 그 해결방안으로서 제4공화국에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법률로 행정입법의 고유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이었다. 즉 1948. 8. 17의 법률은 

“그 성질상 행정입법에 속하는”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입

법의 고유한 사항이므로 정부는 명령에 의하여 이전의 법률을 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정입법으로 당해 사항을 독자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1948년의 법률은 상

당히 광범한 사항을 행정입법의 고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

도 일반 법률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그에 열거된 어느 사항에 하여도 국회는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이를 입법사항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 시정방안으

로서 일정 사항에 하여 행정입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그에 한 입법권의 행사

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成案되었으나 실제 입법조치에 까지 이르지는 못

하 다.

③ 1953년의 꽁세유데따의 諮問意見     이것은 수권법 또는 법률명령의 合憲

性 여부에 한 정부의 問議에 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여기서 꽁세유데따는 

입법사항을 고유한 입법사항과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법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었

다. 이 자문의견에서 꽁세유데따는 전자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공화국의 전

통(tradition républicaine)에 따라 입법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하여, 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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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항에 한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입법사항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범주의 입법사항 중에서 전자는 그 성질 자체에 의하여 국

회의 입법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한 입법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

니하는 것이나, 후자는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입법사항으로 된 것이므로, 

국회는 법률로 그 규율권을 행정권에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

와 관련하여서는 授權法 및 그에 기한 법률명령 관행은 합헌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권법상의 목적규정은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행정권에 국민

주권의 행사를 위양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꽁세유데따의 1953년의 자문의견은 수권법의 기준과 한계를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1958년의 헌법에 있어서의 입법

사항과 독립명령사항의 劃定에도 상당히 실질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現行 行政立法制度

위에서 전통적인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행정입법과 그에 한 수정현상으로서

의 제3․4공화국에서의 독립명령이나 법률명령 등의 법제의 생성 등에 하여 

살펴보았거니와, 이러한 행정입법제도들은 현행 제도로서도 존속하고 있다.

1) 法律從屬命令

프랑스에서는 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행정

권이 제정하는 것으로서의 독립명령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헌법 37). 그러나 

이것이 프랑스 행정입법에는 법률종속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의 유형은 존재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임은 물론이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행정권은 법률의 집행을 그 책무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는 법률의 

집행상 필요한 조치로서의 일반적 규정의 정립은 행정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로 

되고 있다.32)

현행 헌법은 정부의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행정입법제정권에 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헌법 제21조는 “수상은 법률의 집행

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수상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

32) C.E., 13 juillet 1962, Kevers Pascalis. 행정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합리적 
기간 내에 정립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것은 위법행위로서 
행정은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V.M. Guibal, “Le retard des textes 
d'application des loi,” R.D.P., 1974, p.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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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로서의 일반적․추상적 규정인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행정입법의 일반적 

제정권은 수상에 속하고 있는 것이나, 당해 행정입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인 때에는 통령이 그 권한을 가진다(헌법 13①). 각부 장관에는 일반적 행정

입법권은 없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 장관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그 傘下機關의 조직에 관한 명령의 제정권은 인정되고 있다.33)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의 행정입법은 근거 법률의 명시적 授權에 따라 

또는 행정권의 스스로의 發議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나, 어느 경우에나 행정입법

은 그 근거법률이나 여타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은 물론

이다.

행정입법이 근거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기술적 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인 때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34)

전통적으로 근거법률의 明示的 授權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보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은 공행정명령(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의 형

식을 취하고 있었던 바. 이것은 꽁세유데따의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던 행정

입법의 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1958년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서의 독립명령도 단

지 꽁세유데따 관련 부의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 법률종속명

령이 보다 더 공식적인 것으로서 그 총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순이라는 문

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 7월 7일 및 21일의 2개의 조직법률은 공행

정명령의 형식은 꽁세유데따의 審議를 거쳐 제정되는 단순 데크레로 체된다고 

규정하 던 것으로, 그에 따라 행정입법의 특유한 공행정명령은 더 이상 존속하

지 않게 되었다.

2) 獨立命令(règlements autonomes)

1) 序說

이것은 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권이 행정입법의 고유사항

에 하여 발하는 행정입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독립명령의 관념 

또는 제도는 제3공화국 하에서의 행정관행과 판례에 따라 생성된 것이나, 이 시

33) C.E., 1936. 2. 20, Jamart.
34) Laubadère/Venezia/Gaudemet, op. cit., p.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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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독립명령은 공역무의 조직에 관한 내부적 규율 및 한정된 경찰분야에서만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하여 제4공화국에서는 법률로 상당히 광범한 사

항을 행정입법의 고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규정한 것이 일반 법률

이었던 결과 의회는 그 일부 내지는 전부에 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하여 현행 1958년 헌법은 입법사항과 행정입법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는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 제37조

는 제34조에 열거된 이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사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의회는 헌법 제34조에 열거된 사항에 하여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입법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立法事項과 獨立命令事項

헌법 제34조는 입법사항을 2개의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제2항

에서는 그에 열거된 사항에 하여는 법률로 그 規範(règles)을 정한다고 하고, 

동 제4항에서는 그에 열거된 사항에 하여 법률로 그 基本原則을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자에 하여는 의회는 법률로 그 세부적 측면까지 규

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률로 그 규범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권 및 공적 자유

의 행사를 위하여 국민에 부여된 기본적 보장, ② 국방상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부과되는 여러 제한, ③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능력, 혼인제도, 상속 및 증여, ④ 

重․輕罪 및 그에 부과되는 刑罰, 형사절차, 赦免, 새로운 법원의 설치 및 법관의 

신분, ⑤ 모든 종류의 조세의 기초 및 징수방법, ⑤ 화폐의 發券, ⑥ 국회 및 지

방의회의 선거제도, ⑦ 새로운 범주의 公共施設法人의 창설, ⑧ 국가의 文․武職 

공무원에 부여되는 기본적 보장 및 ⑨ 기업의 국 화 및 공기업의 사적 부문으

로의 이전에 관한 사항(헌법 34②).

이에 하여, ① 국방의 일반조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그 권한 및 

財源, ③ 교육, ④ 재산, 물권 및 민․상법상의 채권제도, ⑤ 노동법, 노동조합법 

및 사회보장 등의 사항에 하여는 법률은 그 기본원칙만을 정할 수 있다(헌법 

34④).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제2군에 속하는 사항에 하여 법률은 다만 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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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 사안에서는 정부는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

어 상당히 광범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여 제1

군의 사항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행정입법은 당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2개의 범주의 입법사항에서의 법률의 규율권의 범위는 위와 같

은 정도로 차이가 있지는 아니한 것이 그 실제이다. 왜냐하면, 제1군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규범은 당해 문제에 관한 일체의 규율조

치를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예컨  

새로운 범주의 공공시설의 창설에 있어 법률은 결정적 또는 기본구조적인 규율

만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선언하 던 것이다.35) 따라서 제2군에 속하는 사항

은 물론이거니와 제1군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정부는 당해 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단지 그 세부적․기술적 규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 한도에서 그 내

용을 보충하는 규정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이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나, 이 외에도 헌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이 입법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서, 예컨  조직법률(lois 

organiques)의 제정을 요하는 사항, 선전포고(헌법 35), 계엄의 연장승인(헌법 36) 

및 국제조약의 비준(헌법 53) 등이 그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34조는 그 제2항과 제4항에서 입법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하여 헌법 제37조는 이러한 제34조에 열거된 이외의 사항은 행정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34조와 제37조의 규정 자체

만을 보면, 행정입법이 원칙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헌법 규정

은 국회입법원칙에 한 예외를 벗어나 법률과 법규명령의 관계가 倒置되어 있

는 것으로서, 그것은 三權分立原則에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아니하다.

현행 제도상 헌법 자체에서 독자적 행정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혁신적 내지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사항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34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그에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은 거의 망라되어 있다는 사실

과, 특히 헌법 제37조에 따라 제정되는 독립명령도 행정행위로서 월권소송을 포

함한 재판통제의 상이 되고 있고, 실제 그에 한 월권소송에 의한 통제는 매

35) Laubadère/Delvolvé, op. cit., p.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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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실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 제34조 및 제37조상의 

입법사항 및 독립명령에 관한 법제가 이를 一見하여 일응 지적할 수 있는 정도

의 불합리성이나 기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立法事項과 獨立命令事項의 保障制度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입법사항과 독립명령사항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입법사항에 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입법사항에 한 법률의 제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헌법은 입법에 한 독립명령사항의 보장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에 하여 행정입법에 한 입법사항은 기본적으로 월권소송에 의하

여 보장되고 있다.

(i) 獨立命令에 한 立法事項의 보장

1958년의 헌법 시기에 있어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법률과 공통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의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

서 개별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월권소송 등

의 상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이 원칙은 법률종속명령으로서의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제3․4공화국에서 행정관행과 판례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독립명령이나 

국가원수의 식민입법에도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1958년의 헌법에 따라 행정입법에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고유 역이 인정된 결

과 행정입법권은 국회의 전통적인 입법권과 병존하는 제2의 立法權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즉 헌법이 입법사항과 행정입법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국회의 입법권을 의회와 정부 사이에 

兩分한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독립명령도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

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36) 이에 하여 꽁세유데따는 Eky 회사판결

(1960. 2. 12)에서 독립명령도 다른 행정입법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로서 월권소

송의 상이 된다고 판시하 다.37) 이 판결에 따라 현행의 독립명령도 월권소송

36) Laubadère/Dlevolvé, op. cit., p.664.
37) Eky회사판결은 1958년의 헌법 제37조상의 독립명령에 관한 것이나, 꽁세유데따는 이 

판결에 앞서 顧問技師組合 판결(C.E., 26 juin 1959, Syndicat général des ingénieurs 
-conseils)에서 통령이 식민지에서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고 있던 식민입법에 
한 판결에서 이러한 식민입법도 행정행위로서 월권소송의 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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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으로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월권소송에서는 입법사항을 침범한 독립명령

은 기본적으로 無權限의 행위로서 그것은 월권소송에서의 취소사유로 된다.

(ii) 立法에 한 獨立命令事項의 보장

법률에 의한 독립명령사항의 침범에 하여는 헌법은 매우 구체적인 보장수단

을 마련하고 있다.

① 현행 헌법의 공포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독립명령사항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정부는 꽁세유데따에 한 자문절차를 거쳐 이 법률을 명령으로 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은 명령에 의하여 非法律化(délégalisée)되는 셈

이다.

② 의회에 제출된 (議員發議의) 법률안 또는 그 수정안이 입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는 이 안건의 不受理抗辯을 제출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 의회의 의장과의 사이에 의견이 립하는 경우에

는, 그 어느 일방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일 이내에 이 문제를 결정한다

(헌법 41).

③ 전술한 법률안의 심의 중에 정부가 위의 절차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

여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그 공포 이전에는 통령 또는 수상

(양원의장 및 60명의 상․하원의원도 또한 같다)은 그 합헌성심사를 위하여 이 

법률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1974. 10. 20의 헌법개정법률).

④ 끝으로 관계 법률이 공포된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이 행

정입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명령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는 바(헌법 37②), 이 경우에도 위의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률은 

非法律化되는 것이다.

4) 獨立命令에 한 裁判統制: 法의 一般原則(principes généraux du droit)에 기

한 統制

(i) 槪說

독립명령은 고유한 행정입법사항에서 발령된 것임에도 그 발령주체는 수상 또

는 통령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히 월권소송에 의한 통제

이후 1958년 헌법상의 독립명령도 월권소송의 통제 상으로 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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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이러한 월권소송에서 독립명령이 입법사항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

는 때에는 그것은 無權限의 행위로서 취소되게 된다. 그러나 독립명령이 그 고유

사항에서 발령된 것인 때에는, 법률의 위반에 따른 통제는 배제되거나 매우 한정

되게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독립명령은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독립명령의 재판통제에 있어서는 違憲事由에 기한 통제

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그 前文 이외의 

本論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여러 公權力의 組織 또는 相互關係에 관한 규

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사유에 기한 독립명령의 통제 가능성 또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있어서는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헌법 전문의 일부를 이루는 1789년의 인권선언과 

1946년의 헌법전문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이들은 헌법 본문과 함께 입법자 

또는 행정권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憲法規範群(bloc de constitutionnalité)을 이

루고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789년의 인권선언이나 1946년의 

헌법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법의 기본원칙(principes fondamentaux)은 그 상당부분

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고 보면, 이들은 월권소송에서의 독립명령의 통

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는 독

립명령 내지는 법률명령에 한 가장 실질적인 통제의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은 法

의 一般原則으로서 다음에 그 내용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ii) 法의 一般原則의 意義

법의 일반원칙은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행정에 관한 구속적인 

불문법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원리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특히 

월권소송에서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것이 전통적 의미의 법의 일반원칙인데 하

여 현행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헌법재판소도 또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의 

일반원칙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은 오늘날에는 행정의 중요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

이나, 이들 원칙에 의한 통제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서 이를 최초로 인정한 

것은 1945년의 Aramu사건인 바, 이 시기부터 꽁세유데따는 “기본적 자유의 退潮 

현상에 당면하여 … 종전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정립

하기 시작한 것이다.”38)

38) M. Letourneur,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dans la jurisprudence du Cons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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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의 법리를 창출한 것은 꽁세유데따로서 또한 이들 원칙은 그 판

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기는 하나 현재는 꽁세유데따가 그 정립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1958년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도 법

의 일반원칙의 위반을 법률의 위헌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현재는 법의 일반원칙은 전통적인 행정의 適法性統制를 위한 法源뿐만 아니

라 合憲性統制라는 法源도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꽁세유데따뿐만 아니라 헌

법재판소도 법의 일반원칙의 관념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 원칙은 그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것임은 물론이다. 타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특정 원칙

에 한 이들 양  사법기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노정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원칙의 성격이나 법적 지위 등의 불확실성을 加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꽁세유데따의 판례상 법의 일반원칙에는 행정에 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으

나, 이 구속력은 실정법적 근거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서, 꽁세유데따는 이들 

원칙은 “成文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

문이다.39)

법의 일반원칙에는 관습법적 성격도 부인되고 있는바, 그것은 이들 원칙의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 정립 또는 확인된 것이고, 꽁세유데따에 의한 이들 

원칙의 발견 또는 정립에 있어서는 관행이나 그에 따른 법적 확신의 문제는 검

토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40)

꽁세유데따는 이들 원칙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원은 다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하여, 그 판례법적 성격도 일단 부인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점에서 법의 일반원

칙의 판례법적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정원리에는 

법원에 의하여 법의 원칙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는 법적 구속력

이 인정되고 또한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高次的인 衡平理念에 기하여 정립되

는 것으로서의 판례의 창조적 소산”41)이라는 부판도 재판장의 주장은 기본적으

d'Etat,” Etude et documents du Conseil d'Etat, 1951.
39) C.E., 26 juin 1959, Syndicat géngéral des ingénieurs-conseils.
40) Rivero/Waline, op. cit., p.72.
41) 꽁세유데따 창립 150주년 기념식에 행한 Bouffandeau 재판장의 연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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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꽁세유데따는 다수의 법의 일반원칙을 1789년의 인권선언과 1946

년의 헌법전문을 기초로 하여 이를 발견 또는 확인하고 있었다. 1789년의 인권

선언 및 1946년의 헌법전문은 현행 헌법의 전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나, 

초기에는 이들 헌법전문에는 그 규범적 성격이 부인되고 있었다. 꽁세유데따는 

이러한 인권선언이나 1946년의 헌법전문은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전통이나 정

치․경제․사회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국민의 熱望이나 確信이 반 되어 있는 

紀念碑적 존재로서,42) 이들은 법의 일반원칙의 정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789년의 인권선언이나 1946년의 헌법전문은 법의 일반

원칙의 정립에 있어 그 중요한 연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1960년의 Eky 판결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에 헌법규범으

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하 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789년 인권선언이나 

1946년의 헌법전문은 법의 일반원칙의 정립을 위한 연원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꽁세유데따의 판례상으로는 법의 일반원칙은 “특히 

헌법전문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라는 전통적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비 교수와 드라고 교수는 헌법 전문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그 내용상 구체적인 규정은 1960년 이후에는 헌법규범으로 직접 적용되는 것이

나, 법규범으로서 인정될 정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

지로 법의 일반원칙의 발견을 위한 주요 연원이 되는 것으로서, 앞의 꽁세유데따

의 판례상의 표현은 이를 반 한 것으로 보고 있다.43) 이러한 두 교수의 견해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판례와 완전히 부합하는 지에 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法的 效力

1958년의 헌법 이전에는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과 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

로서, 행정은 특히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과 등한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결과 법률에 의하여 법의 일반원칙이 배제될 수도 있는 것으로 

42) B. Jeanneau, 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dnas al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1954, 137.

43) J.M. Auby et R. Drago, Traité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vol.1, pp.33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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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었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특정 원칙에 하여는 그 비중이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와 저촉되는 법률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떤 의미에

서는 법률에 한 법의 일반원칙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44)

1958년의 헌법 이후에는 법의 일반원칙의 지위 또는 효력의 문제는 헌법 제37

조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명령과의 관련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다. 왜냐

하면 독립명령은 헌법상 인정되어 있는 고유사항에 하여 발하여지는 행정입법

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성격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라는 견해가 주창되었던 것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법률적 효력만을 인정하면 독

립명령은 이 원칙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하여 꽁세유데따는 현행 헌법상의 독립명령과 같은 법제에 속하

고 있던 것으로서 제4공화국에서 통령이 식민지에 하여 법률과는 독자적으

로 발하고 있던 植民立法의 효력이 문제로 되고 있던 1959년의 顧問技士組合事

件에서, 당해 식민입법은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행정입법(권)을 구속한다”고 하여, 법

의 일반원칙이 독립명령이나 기타 법률 위명령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법률의 위헌통제와 관련하여 법의 일반원칙의 관념

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의 관계에서 법의 일반

원칙의 효력 또는 그 지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견해는 1958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헌법적 효력이 인

정되거나, 적어도 헌법 전문 등의 헌법 규정과의 관련에서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

칙에는 헌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45)

이에 하여 샤퓌 교수는 독립명령의 통제와 관련하여 법의 일반원칙에 법률

상위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서, 이들 원칙은 법적으로는 法律下位

的이나 命令上位的 지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샤퓌 교수

44) 꽁세유데따는 Lamotte부인판결(1950. 2. 17)에서 일정 행정행위에 한 모든 행정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 규정에 하여, “이 법률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정의 적법성 보장수단으로서 법률상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행정행
위에 하여 허용되는 월권소송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하 던 것
이다.

45) G. Braibant, “L.arrêt Syndicat général des ingénieurs-conseils et la théorie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E.D.C.E 1962,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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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은 독립명령을 포함하는 모든 행정입법의 취소 등의 통제권을 가지나, 법

률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법원의 행정명령 등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정립된 법의 일반원칙도 행정입법에는 上位的이나 법률에 하여는 下

位的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46)

독립명령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독자적 행정입법사항에 하여 제정되는 것

이기는 하나, 그것은 여전히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

장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러한 독립명령의 통제와의 관련에서는 법의 일반원칙

에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또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또는 샤퓌와 같이 

법하위적․명령상위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간에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독립명령은 위법한 것으

로서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효력 또는 

지위의 문제는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임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에 의

하여 정립되는 법의 일반원칙은 내용적으로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과 단

순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전자는 현행 헌법 전문의 일부를 이루는 인권선언이나 제4공화국 헌법전문 등을 

기초로 하여 정립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의 일반원칙의 

경우는 의회는 입법상 당연히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법률적 효력

을 가지는 법의 일반원칙은 종래와 같이 보통 법률로 이를 수정 내지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47)

3) 法律命令(ordonnance)

1) 序說

법률명령이란 특정 입법사항에 하여 의회가 제정한 授權法에 기하여 제정되

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명령은 제3공화국에서 행정 또는 입법적 관행

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행정권의 행위(décret)이나 내용적으

로는 법률(loi)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décret-loi로 호칭되고 

있었던 것임은 기술한 바와 같다. 현행 헌법 제38조는 이러한 종전의 관행상 생

46) R. Chapus, “De la valeur juridique d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et des autres 
règles jurisprudentielles du droit administratif,” Recueil Dalloz, 1966, p.66.

47) C.C., 26 juin 1969, Protection des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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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법률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décret-loi가 아니라 

ordonnace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의 décret-loi

와 다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현행의 orodonnance도 이를 법률명령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실에 하여 특히 유의하여

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현행 헌법은 제38조 뿐만 아니라 제92조에서도 

orodonnance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는 제38조상의 orodonnace와는 기본

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제92조는 “모든 제도의 설치에 필요한 입법조치 및 

그 설치시까지의 제공권력의 운 에 필요한 입법조치는 꽁세유데따의 자문을 거

쳐 국무회의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ordonnance)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92조는 연혁적으로는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로

의 이행 과정에 있어 제5공화국의 헌법의 공포 이후 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여

러 제도의 정착시까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여

도 헌법은 제38조와 같이 ordon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후자에 하

여는 헌법 제92조 자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 그것은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 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에 한 국회의 승인 이전에는 행정

행위로서 월권소송 등의 상이 되는 제38조상의 orodonnance와는 그 성격을 달

리하는 것이다.

2) 법률명령의 制定

(i) 授權法

법률명령은 의회에서 의결된 授權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정부는 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법률명령으로 원칙적으로 입법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헌법 38①).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하여 국회는 법률의 형식으로 그에 부응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授權法(loi d'habilitation)이라 한다. 제3․

4공화국에서는 이 법률은 全權委任法(loi de pleins pouvoirs)으로 되어 있었으나,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에는 수권법은 프랑스 

행정법의 발의에 의해서도 제정되었던 것이나, 현행 헌법 하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만 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일정 한도의 차이가 인정된다.

수권법은 정부의 구체적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정부에 일정 입법사항에 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수



金 東 熙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238∼277270

권법에서는 관련 조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당해 조치가 적용되는 입

법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제5공화국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에 관한 제3․4공화국에서의 전통에 따라 관련 목적은 상당

히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던 바, 예컨  1960. 2. 4의 수권법은 정부는 “질서

의 유지, 국가와 헌법의 보전, 알제리의 평온과 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1967. 6. 22의 수권법은 이 관련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 던 것으로, 이에 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명령으로 규

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수권법은 위헌으로 판정될 것

이라고 선언하 다(C.C. 12 janvier 1977).

수권법에 따라 정부는 그에 규정된 기간 동안에는 명령으로 당해 입법사항에 

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임은 물론이나, 이러한 수권

법의 다른 하나의 효과로서는 그에 규정된 사항에 하여는 수권기간 동안에는 

국회의 입법권은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헌법 제41조와의 관련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즉 정부는 국회 발의의 법률안이 수권법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프랑스 행정법에 그 不受理抗辯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권법이 정하는 사항에 하여는 동법에 정

한 기간 내에서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이를 체할 수도 있으며, 국회는 

이 기간 내에서는 당해 법률명령을 법률로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정부에 의한 법률명령의 제정권은 헌법 

제38조에 따른 수권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수권법이 헌법 제

11조상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될 수는 없는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 제11

조는 “ 통령은 … 공권력의 조직, 공동체의 승인 또는 그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

은 아니나 공화국의 제제도의 운 에 향을 미치는 조약의 비준에 동의하는 법

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1조에는 법

률명령의 수권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에비앙협정 및 그 부수적 

정책과 관련하여 1962. 4. 8에 국민투표에 부의되어 채택된 법률은 1962. 3. 19

에 천명된 정부의 정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입법조치를 오르도낭스로 정할 수 있

는 권한을 통령에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수권법의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그 위헌

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나, 이에 하여 꽁세유데따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없다고 하고, 헌법위원회는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법률에 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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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 던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의 그 합헌성 

여부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실제로는 정부는 헌법 제38조 뿐만 아니라 제11조

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도 법률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따라 채택되는 법률에 기하여 제정되는 법률명령은 국민

주권의 직접적 행사에 따른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들 법률명령도 법

률로서의 성질이 인정되어 행정소송 등에 의한 재판통제에서 배제된다는 이론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꽁세유데따는 이러한 법률명령도 그 

내용상으로는 수권법에 기하여 행정권이 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명령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월권

소송 등의 상이 되는 것이라고 결정하 던 것이다.48)

(ii) 법률명령의 制定

특정 입법사항에 한 수권법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당해 사항에 한 법률명

령이 꽁세유데따에의 자문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통령이 서명하고 수상

과 관계 장관이 副署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한다.

(iii) 국회의 承認

위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명령은 그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

나 이러한 법률명령의 승인법안을 수권법에 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승인법안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해 법률

명령은 무효로 된다.

법률명령에 한 국회의 승인에 있어서는 그 기간 상의 제한은 없다. 이에 관

한 종전의 관행에 있어서는 국회가 당해 법률명령의 승인에 한 어떠한 적극적 

48) C.E., 19 octobre 1962, Canal, Rubin et Godot.이 판결에서 꽁세유데따는 전기한 국민
투표에서 채택된 1962. 4. 13의 법률에 따라 제정된 單審制의 군사재판소에 설치에 
관한 통령령은 모든 불복절차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형사법상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 다. 이러한 꽁세유데따의 결정은 정
부의 상당한 격렬한 반발을 야기하여 꽁세유데따의 권한의 폭적 축소문제가 심각하
게 거론되었던 것이다. 타면에 있어 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앞의 통
령령에 소급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이 판결은 국민
의 기본권의 보장기구로서의 꽁세유데따의 법률명령에 한 통제에 있어서의 적극적 
자세나 그 과감성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타면에 있어서는 정
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적절한 예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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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있었다.

당해 법률명령의 승인에 한 국회의 명시적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명령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명령은 행정행

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에 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당해 법률명령은 법률로 인정되어 월권소송을 포함한 사법통제에서 제외된다.

국회에 의한 법률명령의 승인은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나, 그에 관한 국회의 의

도가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묵시적 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49)

국회가 그에 제출된 법률명령의 승인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명령

은 이때부터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수권법상의 수권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부는 법률명령으로 당해 입법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수권

기간 이후에 제정된 법률명령은 無權限의 행위로서 특히 월권소송에서의 취소사

유가 된다. 또한 수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정부는 관계 법률명령은 법률로써

만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률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이것은 행정입법에 의한 관계 법률명령의 개정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권법상의 수권기간을 우회적으로 연장하는 결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헌법 제16조에 기한 대통령의 措置로서의 行政立法

현행 헌법은 제16조에서 통령의 非常措置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은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토의 온전성 또는 국제조약의 이행이 중 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헌법적 제공권력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되는 때에는, 

통령은 국무총리, 국회 양원의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한 공식적 자문을 

거쳐 이러한 상황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

는 국가의 중 한 위기사태에 비한 非常大權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조

에 따라 통령은 당해 사태에 따라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고, 행정입법 내지는 입법사항에 하여 이전의 명령 또는 법률의 

개정 또는 보완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50)

49) C.E., 10 juillet 1972, Cie Air-Inter; C,C., 29 février 1972,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50) Rivero/Waline, op. ci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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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에 기한 통령의 조치 또는 결정의 법적 성질에 하여는 다수 

학설은 일반적으로 이들 조치는 예외적인 주권적 권한(pouvoir souverain)의 행사

로서 그러한 점에서 행정권의 개별처분이나 다른 행정입법과는 달리 그것은 행

정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런 점에서 이들 조치는 사법적 통

제의 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었다.51) 이에 하여 꽁세유데따는 Rubin 

de Servens et autres 판결(1962. 3. 2)에서 위의 학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 던 

바, 내용적으로는 꽁세유데따는 헌법 제16조상의 조치를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

여 각각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① 헌법 제16조의 적용 결정 자체는 統治行爲(acte de gouvernement)로서 재판

통제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프랑스의 판례상 

통치행위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 판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② 헌법 제16조의 적용결정에 따라 통령은 “상황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는 행정사항에 한 구체적 결정 또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입법사항에 한 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다. 통령이 입법사항에 

한 조치를 취하는 한도에서는 통령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들 조치

는 법률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사항에 한 통령의 조

치는 예컨  헌법 제92조에 기한 통령의 입법조치와 마찬가지로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③ 이에 하여 통령의 조치가 행정입법사항에 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독

립명령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월권소송 등의 재판통

제의 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Rubin de Servens et autres판결은 일단 그 통제 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16조에 기한 통령의 非常大權의 행사를 월권소송에 의한 합법

성통제의 상으로 하려는 꽁세유데따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점에서는 

이 판결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실질적 의의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

본적 자유에 한 기존의 법률 또는 법의 일반원칙에 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

는 제16조상의 조치는 그 부분의 경우는 입법사항에 한 것으로서 재판통제

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조에 기한 조치가 행정입법에 한 것인 

때에도 판례상으로 정립된 例外的 狀況(circonstances exceptionnelles)의 이론의 

51) Vedel/ Delvolvé, op. cit., p.46; Laubadère/Venezia/Gaudemet, op. cit., p.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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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따라 그에 한 재판통제는 매우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Ⅳ. 結語

위에서 프랑스 행정법에 있어서의 행정행위 관념에 하여 개관하여 보았거니

와 다음에 이와 관련된 필자 나름 로의 소견 또는 소감을 간단히 밝히고 이 글

을 마치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는 이를 최협의로 ｢행정청이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보는 것이 

현재의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요컨  학문상의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하여 프랑스에서 행정행위는 이러한 개별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도 그에 포

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행위의 관념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행정입법에

는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입법의 일반적 법제로서의 法律從屬的 命令 뿐만 아니라, 

법률과는 독자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으로서의 獨立命令(헌법 37) 또는 法律代替的 

명령이라고 할 法律命令(헌법 38), 또는 헌법 제16조에 기한 통령의 非常大權

의 발동에 따라 행정입법사항에 하여 발하여지는 명령이나 헌법 제11조에 따

라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授權法에 기하여 발하여지는 명령도 모두 그에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특히 독립명령은 헌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

유한 행정입법사항에 하여 발하여지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은 헌

법 제34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행정입법사

항으로 되어 있는 결과, 三權分立原則의 관점에서는 그 타당성에 하여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거의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특히 이러한 독립명령도 

행정행위로서 월권소송 등의 재판통제의 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명령에 한 현행 헌법의 규정은 기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프랑스의 월권소송이나 행정행위 등의 법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현재 상당한 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행정행

위의 관념이나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려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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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프랑스의 행정행위를 개별처분 또는 비법규행위와 행정입법으로 나누어 그 

내용이나 법제를 살펴보았으나 그 내용은 결국 피상적인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

다.

기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행정법상으로는 개별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도 

행정행위로서 특히 월권소송에 의한 통제의 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종속

명령인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독립명령이나 법률 체적 명령으로서의 법률명령도 

당연히 월권소송의 상이 되고 있는 바, 독립명령이나 법률 체적 명령의 통제

에 있어서는 꽁세유데따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법의 일반원칙이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은 기술한 바와 같다.

현재의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과의 관련에서는 프랑스의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어떠한 논거나 과정을 거쳐 독립명령이나 법률 체적 명령 등도 월

권소송의 상이 되었는가의 문제와 어떠한 논거 또는 과정을 거쳐 이러한 행정

입법에 하여도 국민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소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는

지의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행정법일반서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

도의 전문서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것은 필자의 과문한 탓인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여 보려고 하는 필자의 연구과제로 하여 두고,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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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 étude sur les actes administratif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52)

Donghi Kim*

Un des sujets qui attirent beaucoup d'attentions des professeurs de droit public 

ces jours-ci, c'est l'amendement de la loi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On pense 

en général que la présente loi adoptée en 1984 est insuffisante pour la protection 

des individus lésés de leurs droits par les actes illégaux dans plusieurs points; 

d'où la nécessité de son amendement. Par conséquent, l'effort se porte 

essentiellement sur l'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des individus dans le projet de 

l'amendement de la loi. On essaie notamment d'élargir objets de recours pour 

annulation de même que l'intérêt pour agir. C'est bien naturel dans ce contexte 

que le recours pour excès du droit français ainsi que les actes administratifs qui 

font objets de ce recours attirent l'attention vive des professeurs et des praticiens.

Cet article a pour but de donner une idée précise et concrète du régime des 

actes administratifs en droit français.

Nous avons d'abord procédé à l'étude de l'économie générale des actes 

administratifs en droit français. Dans cette optique, nous avons examiné la notion 

générale de l'acte administratif, les actes individuels et règlementaires comme 

deux catégories de l'acte administratif de même que l'intérêt de leurs distinctions.

Nous avons ensuite procédé à l'étude concrète de l'acte administratif. Nous 

avons d'abord examiné les actes non règlementaires ou individuels au sens large; 

nous avons examiné les actes individuels stricto sensu, les actes collectifs et les 

actes particuliers comme les actes individuels.

Notre étude porte principalement sur les actes règlementaires, parce que ces 

actes constituent un aspect original dans le régime des actes administratifs p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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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ls font partie des actes administratifs tandis qu'en droit coréen ces actes sont 

considérés comme une loi au sens matériel.

Nous avons d'abord examiné l'évolution du régime des règlements sous les IIIe 

et IVe Républiques; nous avons étudié ici notamment l'apparition et son 

évolution du règlement autonome et celui de décret-loi.

Nous avons enfin examiné les règlements sous le régime actuel; nous avons 

d'abord examiné le régime du règlement d'application comme la forme 

traditionnelle du règlement. Nous avons ensuite examiné le règlement autonome; 

nous avons examiné cette question bien en détail, parce que ce règlement 

constitue un aspect original en droit français. Nous avons ensuite analysé 

l'ordonnance qui correspond aux décrets-lois sous les IIIe et IVe Républiques. 

Nous avons enfin examiné brièvement le règlement pris dans le cadre 

d'application de l'article 16 de la présente Co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