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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럽연합법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유형인 무효화소송에 나타나는 원고적격의 특성을 연구하여,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그 

밖의 소송요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마련한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행정소송법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은 그 행정소송법의 목적과 기

능, 나아가 그 행정소송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

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을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 취소소송 제도는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행정법이 발전되어 온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 내에서 인정되는 소송유형이라는 특성상 유럽연합

의 기관과 회원국이 제기하는 소송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유

럽연합법은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의 개인들에게도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유럽연합의 기관의 조치들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개인에게 매우 파격적이고도 강력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우리나라에서 취소소송의 객

관소송적 기능을 강조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

송에서 개인에게 인정되는 원고적격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원고

적격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본래 기관소송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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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현행 행정소송법에 비하여 행정입법에 대하여 보다 넓은 구제 가능성

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인인 개인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연

합법상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에게도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이 본래 유럽연합의 제도 내에서 유럽연

합의 기관과 회원국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이기는 하지만,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들 중에서도 차등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제도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주체는 일정한 범위에서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취소소송의 객관소

송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무효화소송에서의 차등적인 원고적격 등을 참고하여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지평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권한

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취소소송의 규율 범위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법은 현재까지 유럽 내 국가들의 최종적인 타협점으로 볼 수 있

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대륙법계를 계수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

도를 돌아보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의 재판소

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재판소 간의 긴장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특히 무효화

소송은 유럽연합이라는 국제기구 내에서의 소송이라는 측면과 회원국 소속 

개인의 지위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어우러져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기에, 유

럽연합법 고유의 법리와 특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존하며 행정의 행

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무효화소송, 유럽연합법, 개인의 원고적격, 특권적 원고적격, 부분

특권적 원고적격, 행정주체의 원고적격, 행정입법

학  번: 2015-2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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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원고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1)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사소송과 달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의 조치를 다투기 위한 수

단으로 도입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문제

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서, 나아

가 행정소송법의 주된 목적 내지는 기능까지 드러낸다. 

행정소송 제도는 그 형성 배경이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와 같이 

행정의 독립성과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소산으로 시작되어 

그 이후의 권력분립원칙과 실질적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발전된 것이든, 영미

법계 국가와 같이 애초에 사인(私人)의 행위와 같은 보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든 간에, 현재는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판단으로서, 개인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행정의 적법ㆍ타당성 등 공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2) 즉, 각국의 행정소송 제도의 기능과 의미

에 관한 결론은 그 형성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렴하였는바, 각국의 행

정소송 제도의 구체적 형성과정에서의 개별적인 고민은 공통적일 수밖에 없

었고, 행정소송 제도는 세계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만 각국의 행정소송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는 이상, 그 결

론이 위와 같이 수렴하기까지 서로 다른 과정과 형태를 거쳐 변화해 온 것

이다.3)

나아가 행정소송 제도는 이제 한 국가 내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수의 국

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 안에서도 마련되고 있다. 국제기구 내에서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10, 132쪽 참조.
 2) 김동희, 행정법 Ⅰ, 제16판, 박영사, 2010, 659-661쪽 참조.
 3)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105-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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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소송 제도는 그 회원국들이 모여서 마련한 일종의 합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다양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

들은 그 배경이 반영된 서로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일정한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 체

계를 현 단계에서의 일종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제도로서 각 회원국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

구 내에서의 행정소송 제도 역시 각국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

당 국제기구의 발전과 그 내부의 조직들 간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아 차차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현재 강한 결집력과 집행력을 가진 대표적인 국제

기구로는 유럽연합이 있는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거나 회원국이었던 프랑

스, 독일, 영국의 행정법은, 최근 유럽연합법의 발전과 유럽법원 판례의 축적

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접근해가는 경향을 보인다.4)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통하여 

무효화소송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논의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의 원

고적격의 이해, 나아가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는 이미 오랜 기

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판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것

이기는 하나, 유럽 국가들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법과의 

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그 비교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이 계수한 행정소송 제도의 근원은 결국 유럽국

가들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유럽국가들의 법을 만든 주체인 유럽연합 회원

국들의 최종적 합의점인 유럽연합법의 행정소송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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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의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

되는 무효화소송의 구조와 기능을 비롯한 무효화소송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다. 그러므로 우선 무효화소송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이 원고

가 된 경우와, 개인이 원고가 된 경우를 나누어서 살피고 이를 통하여 유럽

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특성과 그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나아가 무효화소

송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우리나라의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운영에 있어

서의 원고적격의 이해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해석론적 측면과 입법론적 측면에서 각 검토

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제1절에서는 우선 유럽연합의 현행 사법제

도와 그 근간이 되는 조약들의 발생 배경, 유럽재판소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지위 등을 개관한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무효화소송을 비롯한 유럽연합법

상의 소송유형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며, 제3절에서는 그 중 무효화소송 일반

론을 좀 더 상세히 다룬다.

제2장에서는 개인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절에서는 비특권적 

원고적격자인 개인의 원고적격의 의미와 기능,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개인의 

범위 등을 다룬다. 제2절에서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에 따른 개인의 원고적격

의 내용을 다루는데, 개인이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의 유형을 제1, 2, 3유형으

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개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유럽재

판소의 판례의 변화 과정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절에서는 특권적 원고적격에 관하여 다루는데, 특권적 원고적격의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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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특권적 원고적격의 주체가 누구이며 왜 그 주체에게 특권적 원고적격

이 부여된 것인지를 밝히고, 그 밖에 부분기관의 원고적격과 보충소송 등 특

수한 부분까지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에 관하여 다

루는데,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의 의미와 기능,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충소송 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의 정리로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과 그 원고

적격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1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관들 및 회원국의 원고

적격에 관한 검토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원고적격 및 무효화소송의 독자적

인 특성을 밝힌다. 제2절에서는 개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원고적격과 무효화소송의 독자적인 특성, 제도의 미흡한 부분과 보

완책 등을 밝힌다. 제3절에서는 제1, 2절의 원고적격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

로 무효화소송 제도의 특성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 

및 그 원고적격의 특성이 우리나라의 취소소송 제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형성소송적, 확인소송

적 성격과 관련하여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를 새로이 정비할 가능

성을 제시한다. 제2절에서는 시민단체 및 행정주체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여,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의 강화를 강조한다. 

제3절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분쟁시 

다양한 소송유형이 이용되고 있는 현재의 실무 대신 소송유형을 취소소송으

로 일원화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본 논문

의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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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럽연합법상 소송절차

제1절 서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설립되면서, 유럽 내에서 경제적 영역

에서의 통합 및 협력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의 위 공동

체들에의 가입이 점차 확대되던 중, 유럽 국가들 간 경제적 영역에서의 통합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 영역, 경찰 및 사법 협력 등 정치적 영역에서의 

통합까지 이루기 위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가 1993. 11.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에 의하여 출범되었다. 나아가 2009. 12. 1. 리

스본 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이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유럽공동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은 법인격을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

되었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유럽연합조약, EUV5))은 그 명칭

을 유럽연합조약으로 유지하되 내용만 개정되게끔 하였고, ‘유럽공동체설립

조약’(EGV6))은 ‘유럽연합기능조약’(AEUV7))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 

역시 개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국 국가들이 맺은 구 조약들과 리스본 

조약이 통합되어 마련된 것이 ‘유럽연합조약’(EUV)과 ‘유럽연합기능조

약’(AEUV)으로, 이들은 현재 유럽연합의 체제 및 기능에 관한 핵심적인 조

약이자  ‘유럽연합의 근간’(Grundlage der Union)을 이루는 조약들로서 법적

으로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하지 않으며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EUV 제1

조 제3단8) 제1, 2문9) 참조).

 5) ‘der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의 약어이다. 이하 ‘EUV’로 약칭한다. 
 6) ‘der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의 약어이다. 이하에

서 계속하여 ‘EGV’로 약칭한다.
 7) ‘der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의 약어이다. 이하에

서 계속하여 ‘AEUV’로 약칭한다.
 8) EUV와 AEUV의 조문의 구성은 크게 ‘Artikel’과 ‘Absatz’로 구분된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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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회원국 및 기관들10)의 조치가 유럽연합의 헌장인 조약들과 조

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통제받는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이다.11) 그리

고 유럽연합의 법원12)은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조약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EUV13) 제19조 제1항14) 참

조). 즉,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

록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관들의 행위의 적법성까지도 통제한다.15) 

우리나라 법률조항의 ‘조(條)’에 해당하고, 후자는 ‘항( )’ 또는 ‘단(段)’에 해당

하는 개념인데, EUV와 AEUV의 ‘Artikel’에는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으나 

‘Absatz’에는 번호가 매겨진 경우도 있고 매겨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

는 ‘Artikel’은 ‘조’로, ‘Absatz’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항’ 또는 

‘단’으로 각 표시하였다. 한편 각 항 또는 단에서 문장을 구별하여야 할 경우에

는 ‘제○문’으로 추가 표시를 하였다.
 9) EUV 제1조

제3단 유럽연합의 근간은 이 조약과 유럽연합기능조약(이하 “조약들”이라 한다)
이다. 위 양 조약은 법적으로 동위에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의 권리계승자

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10)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의회’(das europäische Parlament), ‘유럽이사회’(der 

europäische Rat), ‘이사회’(der Rat), ‘집행위원회’(die europäische Kommission), 
‘유럽연합의 법원’(der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중앙은행’(die 
europäische Zentralbank), ‘회계법원’(der Rechnungshof)의 7개 ‘기관’(Organ)으로 

구성된다(EUV 제13조 제1항). 유럽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은 리스본 조약에 의

하여 유럽연합의 공식기관으로 최초로 인정되었다.
11) EuGH, Rs. 294/83, Les Verts/Europäisches Parlament, Slg. 1986, S. 1339, Rn. 

23 참조.
12)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럽재판소’(Europäischer Gerichtshof; EuGH), ‘유럽제1심재

판소’(Europäisches Gericht; EuG), ‘전문법원’(das Fachgericht, 2004년부터 현재

까지 공무원재판소가 설립되어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 ‘유럽연합의 

법원’은 위 세 유형의 재판소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13) 이하 EUV의 조문은 원칙적으로 독일어본(本)을 기준으로 해석하되 영어본을 일

부 참조하였다. AEUV에 대하여도 같다.
14) EUV 제19조
⑴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럽재판소, 유럽제1심재판소, 전문법원을 포괄한다. 유럽

연합의 법원은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권리의 수호를 보장한다. 회원국들

은 유럽연합에서 관할하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보장되기 위하여 필요

한 권리구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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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법원의 다양한 소송절차와 이에 따른 판례들

을 통하여 법치공동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여 왔는바,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

럽연합의 통합의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제2절 유럽연합법상 소송유형

유럽연합의 법원은 첫째, 회원국, 기관들 또는 자연인과 법인에 의하여 제

기된 소송, 둘째, 개별 회원국 내의 재판소의 제청에 따른 유럽연합법의 해

석 또는 기관의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적 결정, 셋째, 그 밖에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조약에 근거하여 판결을 한다(EUV 제19조 

제3항16)). 유럽연합의 법원의 소송유형은 ‘직접소송’(Direktklage)과 ‘선결적 

결정절차’(Vorabentscheidungsverfahren)로 분류될 수 있는데,17) 직접소송에는 

‘조약위반소송’(Vertragsverletzungs verfahren), ‘무효화소송’(Nichtigkeitsklage), 

‘부작위소송’(Untätigkeits klage), ‘손해배상청구소송’(Amtshaftungsklage) 등이 

있다.18) 이 중 조약위반소송과 선결적 결정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유형은 

15)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1.

16) EUV 제19조
    ⑶ 유럽연합재판소에서는 조약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관하여 판결한다.
    a) 회원국, 유럽연합의 기관, 또는 자연인 내지는 법인의 소송;
    b) 회원국 국내 재판소의 신청에 의하여 유럽연합법의 해석 또는 유럽연합 기

관의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적 결정절차;
    c) 조약에서 예정하는 그 밖의 모든 사건들.
17) 이 외에도 유럽연합의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절차’(Zwangsvollstreckungsverfahren), 

‘감정절차’(Gutachtenverfahren), ‘상소절차’(Rechtsmittelverfahren) 등을 관할하고 

있다.
18) 이 외에 현재 유럽제1심재판소에 부속되어 설립된 전문법원인 ‘공무원재판

소’(das Europäische Gericht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EuGöD)에서 관할하는 

소송인 공무원소송(Beamtenklage) 역시 직접소송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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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1. 조약위반소송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조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약위반소송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법원

만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전속적 관할을 갖게 된다. 조

약위반소송에서 회원국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원고가 되므로, 조약위반소송은 사실상 집행위원회의 ‘감독소

송’(Aufsichtsklage)으로 기능한다. 이로써 집행위원회는 “조약의 수호자” 

(Hüterin der Verträge)19)로서 유럽연합의 법질서의 유지와 실현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0) 조약위반소송절차에서의 유럽연합의 법원의 

위반선언판결은 회원국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확인판결’(Feststellungurteil)

에 불과하지만, 위반 판결을 받은 회원국에게는 시정의무가 있게 되고, 회원

국이 시정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의 법원은 집행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괄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판

결을 할 수 있다.21)

2. 무효화소송

회원국,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한된 범위에서의 회계법원, 유럽

중앙은행, 지역위원회, 개인 등은 입법행위 및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중앙

은행의 법적 행위, 나아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의 ‘시설

들’(Einrichtungen) 또는 그 밖의 ‘부서’(Stelle)들22)의 특정한 법적 행위에 대

19)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2.
20)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16 참조.
21)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2 참조.
22) 이러한 유럽연합의 2차 기관을 통틀어 ‘전문기구’(Agentur)라고도 한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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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화소송은 선결적 결정절차와 함께 유럽연합법상 권리구제절차에서 

EUV 제19조 제1항의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권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체화된 수단이다.23) 조약위반소송절차에서 집행위원회가 

조약의 수호자로서 회원국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면, 무효화

소송에서는 반대로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기관 상호간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개인이,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유럽연합 기관들의 행위를 사법

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24)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부작위소송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및 전문기구들이 

조약위반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명령’(Beschluss)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

원국과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들은 유럽재판소에 해당 조약위반행위의 확인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소송은 무효화소송과 달리 유럽연

합 기관들과 회원국에 대하여 모두 특권적인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효화소송과 부작위소송의 판결의 성질, 실효성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개인 역시, 유럽연합의 기관이 

권고와 의견을 제외한 형태의 행위를 해당 개인에게 하지 않았으나 그가 해

당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유럽제1심재판소에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5) 부작위소송은 무효화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는 모두 전문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3)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1 참
조.

24)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19 참조.

25)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의 요건은 AEUV 문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유럽연

합의 법원은 무효화소송에서의 개인의 원고적격과의 균형상 위와 같은 요건을 

당연히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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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나, 무효화소송과 독립된 ‘확인의 소’(Feststellungsklage)의 성격을 가진

다. 부작위소송이 개인의 권익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26)

4. 손해배상청구소송

회원국과 개인은 유럽연합이 책임이 있는 상황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대

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 손

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럽연합의 기관의 행위 또는 유럽연

합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기관과 공무원의 행위 모두 부작위를 

포함한다)가 존재하고, 둘째, 회원국 또는 개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

였으며, 셋째, 위 직무수행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27)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무효화소송이 제기될 필요는 없다. 양자는 각자

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무효화소송은 위법한 특정 조치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럽연합이 공무원을 통하여 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

이다.28) 다만 그 손해가 해당 조치에 대한 무효선언만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무효화소송의 제기만이 가능하다.29)

5. 선결적 결정절차

회원국 국내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약(제1차 유럽연합법30))의 해석과 

판, 박영사, 2012, 163-164쪽 참조).
26)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20.
27) 김대순ㆍ김민서, EU법론, 제2판, 삼영사, 2015, 362쪽 참조.
28)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6 참조.
29)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6 참조.
30) 유럽연합의 법은 ‘제1차 유럽연합법’(das primäre Unionsrecht)과 ‘제2차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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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럽연합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고 회원국 국내의 법원이 판단하

기에 그 쟁점에 대한 결정이 해당 판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국 

국내의 법원은 유럽법원에 그에 대한 선결적 결정을 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회원국 국내의 법원은 제청권한뿐만 아니라 제청의무를 

갖기도 한다. 선결적 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유럽재판소에만 관할이 있다. 

예외적으로 유럽제1심재판소에 관할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유럽제1심재판소

에서 실제로 결정이 이루어진 예는 없다.31) 선결적 결정절차는 유럽재판소의 

소송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재판소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32)

회원국 국내의 법원은 유럽연합 기관의 행위들을 무효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유럽재판소만이 이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선결적 

결정절차는 무효화소송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통

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선결적 결정절차는 유럽연합법의 통일적인 해

법’(das sekundäre Unionsrecht)로 분류된다. 제1차 유럽연합법이란 EUV, AEUV
와 같은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회원국들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법적 조약들, 부록 

및 의정서, 기본권헌장, 일반적인 법원칙 등이다. 제2차 유럽연합법이란 유럽연

합의 기관들이 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발령한 법을 의미한다. AEUV 제288조의 

규칙, 지침, 명령, 권고와 의견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일

반적인 계획 등도 포함한다(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 참조).

31)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

구원, 2016, 47쪽 참조.
32) 유럽재판소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기된 사건들 중 선결적 결정절차 사건은 

2011년의 경우 688건 중 423건, 2012년의 경우 632건 중 404건, 2013년의 경우 

699건 중 450건, 2014년의 경우 622건 중 428건, 2015년의 경우 713건의 사건 

중 436건을 차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사건의 61.15%를 차지한다. 또한 유럽재

판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한 사건들 중 선결적 결정절차 사건은 

2011년의 경우 638건 중 388건, 2012년의 경우 595건 중 386건, 2013년의 경우 

701건 중 413건, 2014년의 경우 719건 중 476건, 2015년의 경우 616건의 사건 

중 404건을 차지하여, 2015년에는 전체 사건의 65.58%을 차지한다(Annual 
Report 2015 Judicial activit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6, pp. 
76,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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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제2차 유럽연합법의 통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의 법원들과 유럽연합의 법원 간 협력을 증진시킴으로

써 유럽연합의 통합에 큰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3)

제3절 무효화소송

Ⅰ. 개설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들의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객관적

인 유럽연합법 질서의 준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소송유형이다.34) 무효화소송

은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통제 수단이자 개인의 권익 구제 수단

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한다.35)

유럽연합의 회원국 및 기관은 무효화소송을 유럽재판소나 유럽제1심재판

소에, 개인은 무효화소송을 유럽제1심재판소에 각 제기하여야 한다.36)

Ⅱ. 당사자37)

33) C. O. Lenz, “The Role and Mechanism of the Preliminary Ruling Procedure”, 
18 Fordham Int’l L.J. 1994, pp. 388, 391(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

소(ECtHR)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6, 44쪽에서 재인용).
34)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0 참조.
35)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1 참
조.

36)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2 참
조.

37) 통상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우선 확정되면 그 대상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

정되느냐를 판단하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을 먼저 설명한 다음 당사자를 설

명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에서는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자별로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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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자는 유럽연합의 기관, 회원국 그리고 개인인데, 이

들은 특권적 원고적격자,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로 분

류된다. 유럽연합의 기관과 회원국은 특권적 원고적격자 또는 부분특권적 원

고적격자에 속하며, 개인은 비특권적 원고적격자에 속한다.

특권적 원고적격자와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는 원고적격의 인정에 ‘권리보

호 필요성’(Rechtsschutzbedürfnis)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개별적인 회원국은 특권적 원고적격자에 속하

고(AEUV 제263조 제2단38) 참조), 유럽중앙은행, 회계법원, ‘지역위원

회’(Ausschuss der Regionen)는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에 속한다(AEUV 제

263조 제3단39) 참조). 유럽이사회의 경우 피고적격은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

으로 인정되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40)

개인은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로서(AEUV 제263조 제4단41) 참조) 유럽연합

의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조치)의 범위 내지 내용이 달라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무효화소

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음에 대상에 관하여 다루었다.
38) AEUV 제263조

제2단 유럽연합의 법원은 회원국, 유럽의회,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권한의 

부존재, 중요한 절차 규정의 위반, 조약 및 그 조약 실행 규범의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근거로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에 대하여 관할이 있다.
39) AEUV 제263조

제3단 유럽연합의 법원은 회계법원,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전제 하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에 대하여도 관

할이 있다.
40)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5 참조.

41) AEUV 제263조
제4단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위 제1, 2단의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발하여진 조치 

또는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치 및 자신에게 직접적으

로 관련되고 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조치에 대하여 무효

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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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2)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2, 3장에서 상술한다.

무효화소송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전문기구들을 

상대로 제기될 수 있다(AEUV 제263조 제1단43) 참조). 이 때 유럽의회와 이

사회는 공동피고가 되기도 한다. ‘유럽경제공동체조약’(EWG- Vertrag)에서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피고적격만을 인정하였으나(제173조44) 참조), EGV에

서는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의 피고적격을 인정하였고

(제230조 제1단45) 참조), 나아가 리스본 조약으로 마련된 AEUV에서는 유럽

이사회와 전문기구의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46) 전문기구의 경우 일정한 조

건 내지는 세부 내용이 요구되기도 한다(AEUV 제263조 제5단47) 참조). 즉, 

종종 특별한 행정적인 전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48) 한편 유럽재

42)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3 참조.
43) AEUV 제263조

제1단 유럽연합의 법원은 입법행위, 권고나 의견이 아닌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
럽중앙은행의 조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유럽연합의 시설들 또는 그 밖의 부서들의 조치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심사

한다.
44)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제173조

법원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권고나 의견이 아닌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재판소는 회원국,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권한의 부존재, 
중요한 절차규정의 위반, 이 조약과 그 이행조치에 적용하기 위한 법규범 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의 관할을 갖는다.
45) EGV 제230조

제1단 법원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조치, 권고나 의견이 아닌 이사회, 집행

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의 조치, 유럽의회의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

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46)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5 참조.
47) AEUV 제263조

제5단 유럽연합의 시설들과 그 밖의 부서들의 설립에 관한 법적 행위로서 자연

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과 특성이 정해질 수 있다.
48)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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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는 회계법원의 피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으나49) 이 판례를 수용하는 내

용의 조약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50)

Ⅲ. 대상

1. 일반론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유럽연합 기관들의 조치가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된

다. 다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전문기구들의 조치는 제3자에 대한 법적 효

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된다.

무효화소송의 대상적격은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에서 새로운 유럽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인정된 후, 그것이 조약에서 명문화됨으로써 점차 확대되어 

왔다. 유럽재판소는 소위 AETR 사건에서 “무효화소송의 대상적격은 유럽경

제공동체 조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지 형태를 불문하고 유럽연

합의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확

대된다”51)고 판시함으로써 유럽연합 기관의 조약에서 정한 법적 행위가 아

닌 다른 유형의 조치 역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52) 나아가 유럽재판소는 Les Verts 사건에서 

“유럽의회의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된 행위”53)가 무

49) EuGH, Rs. C-193/87 und C-194/87, Henri Maurissen und Union 
Syndicale/Rechnungshof, Slg. 1990, Ⅰ-95.

50) 김대순ㆍ 김민서, EU법론, 제2판, 삼영사, 2015, 318쪽 참조.
51) “Die Anfechtungsklage muss daher gegen alle Handlungen der Organe, die dazu 

bestimmt sind, Rechtswirkungen zu erzeugen, ohne Unterschied ihrer Rechtsnatur 
oder Form zulässig sein.”(EuGH, Rs. 22/70, Kommission/Rat, Slg. 1971, S.263, 
Rn. 38/42)

52)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6 참조.

53) “Daher ist festzustellen, dass gegen Handlung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die 
gegenüber Dritten Rechtswirkungen entfalten sollen, die Nichtigkeitsklage erhoben 
werden kann.”(EuGH, Rs. 294/83, Les Verts/Europäisches Parlament, Sl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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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원래 유럽의회의 조치는 무

효화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판례를 거치며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는 

유럽의회의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다.54)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은 조약의 ‘명

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contra legem)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55) 한편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유럽이사회가 유럽연합의 정식 기관으로 인정되면서 

유럽이사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조치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었고, 나

아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전문기구들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조치에

까지 대상적격이 확대되었다.56)

2. 요건

 

1) AEUV 제263조 제1단은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치의 유형들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AEUV 제288조57)

S. 1339, Rn. 25)
54)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3 참조.

55)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6 참조.

56)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3 참조.

57) AEUV 제288조
 제1단 유럽연합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기관은 규칙, 지침, 결정, 
권고와 의견을 채택할 수 있다.

    제2단 규칙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 규칙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속력

이 있고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제3단 지침은 그것이 발하여진 회원국에 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

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국내법에 위임된다.
    제4단 명령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다. 명령이 특정한 수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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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유럽연합 기관의 법적 행위의 유형이 참고될 수 있다. 그러나 무

효화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치는 AEUV 제288조에 규정된 법적 행위에 국한

되지 않으며, ‘비전형적인 법적 행위’(atypischer Rechtsakt)로서 법적 구속력

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58) 또한 규칙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해석의 표현, 

즉 ‘고시’(Verlautbarung)59)가 무효화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럽연

합 기관의 조치들 중 사법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럽연합법상의 법적 통

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 역시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례 역시 집행

위원회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고시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60) 고시는 회원국들의 해석 실무에 있어서 원

칙적으로 사실적인 구속력만을 가지므로, 고시가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시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61) 

2) ‘부존재행위’(Nichtakt),62) 즉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행위 자체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경우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3) 

하자가 있는 조치라도 그 취소 또는 철회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제거되기 전

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추정되나,64) 예외적으로 유럽연합의 법질서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오로지 그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제5단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58)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3 참조.
59) 실무에서는 고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시는 그 사실적인 구속력에 근

거하여 마치 ‘제3차 유럽연합법’(tertiäres Unionsrecht)과 같은 역할을 한다. 
60) EuG, Rs. T-81/97, Regionale Toscana, Slg. 1998, Ⅱ-2889, Rn. 22ff 참조.
61) 고시에 관한 내용은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77 참조.
62) 이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무효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63)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0 참조.
64)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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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백히 반하여 중대ㆍ명백한 하자를 가진 조치는 ‘법률상 당연히’(ipso 

iure) 아무런 효력이 없다.65)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부존재의 확

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66)

부존재행위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

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니라 해당 조치를 한 기관이 부담한다.67) 해당 조

치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무효화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할 수 있으

며 이에 상응하여 해당 조치가 부존재하여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확인이 

이루어진다.68) 결국 부존재행위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유럽연합의 법원의 부존재행위에 대한 소각하 판결은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무효선언과 같게 된다.69)

3) 또한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AEUV 제263조 

제1단에 열거된 유럽연합의 기관, 즉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

사회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 귀속되어야 한다.70) 전문기구들은 유럽연합의 

기관이 아니고 그 하부 행정청에 불과하나, 전문기구들의 제3자에 대한 직접

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 역시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이 

전문기구들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특성들이 요구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AEUV 제263조 제5단 

참조, 제3장 제2절 Ⅴ. 참조). 

65) R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S. 
2277-2278 참조. 

66)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78 참조. 

67)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3 참
조.

68)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S. 220-221 참조.

69) 김대순ㆍ 김민서, EU법론, 제2판, 삼영사, 2015, 324쪽 참조.
70)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S. 
893-8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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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

서 AEUV 규정에서 무효화소송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구속

력 없는 ‘권고와 의견’(Empfehlung und Stellungsnahme)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 법률 상담, 장래에 특정 절차를 밟겠다는 등의 집행위원회의 의

도의 표시, 벌금의 사전통고 등도 제외된다. 복합적 결정 과정에서의 개별 

조치는 그것이 완결적인 조치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된다.71)

5)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및 전문기구들의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조치는 제3자에 대한 효력, 즉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내부적 

효력만을 가진 조치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72)

6) 제1차 유럽연합법, 즉 조약은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성립한 것이지 유

럽연합 기관들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화소송의 대상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73)

Ⅳ. 본안심리

프랑스 행정법상의 취소사유의 영향을 받아, 유럽연합법도 한정적ㆍ열거적

으로 무효화 사유를 규정한다.74) ‘취소사유’(le cas d'ouverture)는 권한의 부

존재, 중요한 절차 규정의 위반, 조약 및 그 조약의 실행규범의 위반, 재량

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제한된다(AEUV 제263조 제2단 참조). 그러나 유럽재

판소는 조약 및 그 조약의 실행규범의 위반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넓게 

인정함에 따라 결국 모든 종류의 법률위반이 심사대상이 된다.75) 권한의 부

71) 이 단락의 내용은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S. 2279-2280 참조.

72)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4 참
조.

73)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4 참조.
74)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1 참조.
75)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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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중요한 절차 규정의 위반은 조약 및 제2차 유럽연합법을 위반한 특수

한 경우에 한한다.76)

무효화소송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직권으로 심사된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다만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입법자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 및 복합적

인 결정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유럽연합의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

이 주어져 있고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경우 해당 조치는 권

한 있는 기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77) 즉,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럽연합 기관들 간의 

‘제도적인 균형’(institutionelle Gleichgewicht)을 도모하는 특별한 법적 통제 

기관으로서,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78)

Ⅴ. 판결의 효과

유럽연합의 법원은 해당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무효로 선

언한다(AEUV 제264조 제1단79)). 하나의 조치 중 무효인 부분이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80)

76)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4 참조.
77) “Der Gemeinschaftsgesetzgeber habe sein weites Ermessen in einem Bereich wie 

dem hier in Rede stehenden, in dem von ihm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scheidungen verlangt würden und in dem er komplexe Prüfungen 
durchführen müsse, nicht überschritten, und die in den Artikeln 3 und 4 der 
Richtlinie vorgesehenen Verbotsmaßnahmen seien erforderlich und geeignet, um 
das Ziel einer Harmonisierung des Binnenmarktes auf einem hohen 
Gesundheitsschutzniveau zu erreichen.”(EuGH, Rs. C-380/03, 
Deutschland/Parlament und Rat, Slg. 2006, Ⅰ-11573, Rn. 143.)

78)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2 참조.

79) AEUV 제264조
제1단 소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럽연합의 법원은 해당 조치를 무효로 선언한

다.



- 21 -

무효선언판결은 ‘대세효’(erga omnes)를 갖는다. 즉, 특정 수범자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조치에 대한 무효선언판결은 일반적인 효

력을 갖는다. 그러나 특정한 수범자에 대한 결정의 취소는 그 수범자에 대하

여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한 다른 결정의 무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 반면 청구기각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inter partes) 효력이 있다.81)

또한 무효선언판결은 ‘소급효’(ex tunc)를 가지므로 해당 조치는 소급하여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원칙, 신뢰보호

의 원칙, 제3자의 기득권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럽연합의 법원은 해당 조치가 장래를 향하여 실효

된다고 명할 수 있다(AEUV 제264조 제2단82) 참조).83) 독일에서의 통설은 

위와 같은 무효선언판결의 효력의 특성에 근거하여, 무효선언판결을 ‘형성판

결’(Gestaltungsurteil)로 보고 있다.84) 

유럽연합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므로, 일정한 신청을 거부하는 유럽연

합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는 무효화소송으로 그 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게 

된다.85) 그러나 무효선언판결의 형성적 효력만으로는 적법한 상태를 직접 만

80)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12 참조.

81)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900 참
조.

82) AEUV 제264조
제2단 유럽연합의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83)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900 참
조.

84)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1 참
조.

85)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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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효로 선언된 

행위를 한 기관이 그에 근거한 사실적 또는 법률적인 후속 결과들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AEUV 제266조 제1단86) 참조).87) 해당 기관이 위와 같은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또 다른 독자적 위법사유로 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새로이 무효화소송이나 부작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88). 한

편 AEUV 제266조의 의무는 유럽연합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AEUV 제266조 제2단89)).

Ⅵ. 제소기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무효화소송은 2달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AEUV 제263조 제6단90)). 이는 제소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91) 제소기

간은 해당 조치가 관보에 공고된 때부터 또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통지되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2 참조.

86) AEUV 제266조
제1단 유럽연합의 기관들, 시설들과 그 밖의 부서들은 조약에 반하여 무효로 선

언된 조치들 및 부작위에 대하여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에 부합하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87)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40 참조.
88)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17 참조.

89) AEUV 제266조
제2단 상기의 의무는 제340조 제2항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90) AEUV 제263조
제6단 이 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소는 2달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사건에 따라 관련 조치가 고시된 때, 원고에게 통지가 된 때, 원고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조치를 인식한 때부터 각 기산한다.
91)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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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원고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제4절 무효화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논의의 필요성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그 표현이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과 유사

하여 이에 대응하는 소송유형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나, 그 실질은 행정소

송법상 취소소송 제도와 유사하다. 무효화소송에서 ‘무효’는 독일어 원문 

‘Nichtigkeitsklage’의 ‘무효’(Nichtigkeit)를 번역한 것으로, 독일어 원문은 ‘취

소’(Anfechtung) 대신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유럽연합법에서는 사실

상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무효화소송의 절차에서 심사

하게 된다. 한편 무효화소송에서 무효‘화’의 경우, 무효선언판결에 의하여 해

당 조치는 무효가 되나, 확인소송과 형성소송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인용판

결의 효과를 고려하여 ‘무효화’(無效化)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무효화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유형이기는 하나, 국제

기구인 유럽연합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특성상 개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의 기관과 회원국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국제기구의 속성을 고려한다

면, 오히려 개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라

고 하겠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입법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만 인

정된다.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

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여 개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92)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무효화소송에서 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입

법행위의 범위보다도 협소한 것으로, 무효화소송에서의 개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을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92)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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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

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93)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서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은 기관소송 및 헌법재판과의 관계상 협소하게 인정

될 여지가 있는데, 무효화소송의 기관과 회원국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무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내용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9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 25 -

제2장 개인의 원고적격

제1절 의미와 기능

Ⅰ.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개인의 범위

회원국 국내법상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국적 및 주소ㆍ거소(자연인의 경

우), 소재지(법인의 경우)를 불문하고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

다(AEUV 제263조 제4단).94)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속하

는 개인 역시 무효화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95) 개인이 원고적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특권적ㆍ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인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

국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은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로 

분류된다.

자연인의 경우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유럽연합 및 제3국 소속의 국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법인의 개념은 유럽연합법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96) 각 회원국의 법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과 반드시 일

치할 필요는 없다.97) 법인에는 사법상의 단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단체도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은 회원국의 국내법 또는 유럽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

된 것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 일정한 특성들과 전

94)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6 참조.

95) 이는 경쟁법 분야에서 적용되는 ‘효과주의’(Auswirkungsprinzip)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4 참조).

96)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5 참
조.

97)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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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연관되어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들이다.98)

사법상의 단체에는 우선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능력과 소송능력

을 갖는 사법인이 포함된다. 사법인 외에도 사법상의 공동체 유형으로서 국

내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결합체들(독일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민법상 조합 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당 역시 유럽의회의 부분기

관이 아니라 사법상 단체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아가 유럽재판소의 판

례에 의하면, 일정한 전제 하에 노동조합, 기업결합체 및 직업단체들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99)

공법상의 단체 역시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공법상의 단

체들이 포함된다. 회원국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법인의 일종으로서 

AEUV 제263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유럽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유럽투자은행과, 유럽기업(SE, 

Societas Europaea), 유럽경제이해단체(EWIV, Europäischen Wirtschaftlichen 

Interessenvereinigung)와 같은 유럽연합의 형식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100)

Ⅱ. 기능

개인에게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제1차 유럽연합

법인 조약을 척도로 하여 제2차 유럽연합법인 유럽연합 기관들의 조치에 대

하여 객관적인 적법성의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조치로부터 주관적인 권익의 구제를 보장받게 되었다.101)

98)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5 참
조.

99)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5 참
조.

100)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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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의 원고적격은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다소간 확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권익 구제 측면에서 부족하므로 이는 회원국의 국내

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EUV 제19조 제1항 제2문 참조). 경우에 따라

서는 유럽재판소 역시 선결적 결정절차를 통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의 

흠결을 보완할 의무를 진다.102)

Ⅲ. 권리보호이익과의 관계

개인이 무효화소송의 적법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이

익’(Rechtsschutzinteresse)을 갖추어야 한다. 즉, 해당 조치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법적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원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103) 권리보호이익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무효화소송에서 개인의 원고적격은 권리보호 필요성을 요구하여,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적격 단계

에서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 역시 당연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소송

요건 단계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원고적격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문제되는 경

우는 실무상 매우 예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104)

제2절 대상적격의 유형에 따른 원고적격의 내용105)

101)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2 참조.

102)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5 참조.
103)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3 참조.
104)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93 참조.
105) AEUV 제263조 제4단에 의하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이 제기되느

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대상적

격과 아울러 원고적격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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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적격의 유형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개인이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단지 ‘결

정’(Entscheidung)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개인은 본인에게 직접 발하여진 결

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의 결정, 즉 규칙 또는 제3자에 대한 결정으

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이 인정되는 것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EGV 제230조 제4단106)). 즉, 구법 하에서 ‘결정’은 개인을 

위한 무효화소송 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107) 다만 판례는 EGV 제

230조 제4단의 결정 개념을 EGV 제249조108)에서 정한 결정 개념과는 다른,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109)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개정된 AEUV 제263조 제4단에 의하면, 개인은 첫

째, 원고에게 직접 발하여진 조치, 둘째, 원고에게 직접 발하여지지는 않았으

106) EGV 제230조
      제4단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발하여진 결

정, 그리고 규칙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발하여진 결정이라도 직접적이고 개별

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7) 김대순ㆍ김민서, EU법론, 제2판, 삼영사, 2015, 326-327쪽 참조.
108) 유럽연합의 법적 행위에 관한 현행법의 AEUV 제288조에 대응하는 구법상의 

규정이다. 
      EGV 제249조
      제1단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또는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각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기준에 따라 ‘규칙’(Verordnung), ‘지
침’(Richtlinie) 그리고 ‘결정’(Entscheidung)을 발하거나, ‘권고’(Empfehlung)나 

‘의견’(Stellungsnahme)을 낼 수 있다.
      제2단 규칙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 규칙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속

력이 있고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제3단 지침은 그것이 발하여진 회원국에 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

련하여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형식과 수단의 선택은 국내법에 위임된다.
      제4단 결정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발하여진 상대에 대하여 구속력

이 있다.
      제5단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109)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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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치, 셋째, 원고에게 직접

적인 관련성이 있고(개별적인 관련성은 요건이 아니다) 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과 같은 성격’(Verordnungscharakter)의 조치에 대하여 무효화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유형은 각 ‘제1유형’(1. Variante), ‘제2유

형’(2. Variante), ‘제3유형’(3. Variante)으로 지칭되는데, 이하에서는 이와 같

이 부르기로 한다.

이처럼 AEUV 제263조 제4단에서는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

이 있는 ‘조치’(Handlung)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정’ 

대신 ‘조치’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리스본 조약 이전부터 특권적 원고적격

자들과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의 무효화소송의 대상은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로써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들과 특권적ㆍ부분특권적 원고적격

자들의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모두 ‘조치’로 통일되었다.110)

또한 제3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제2유형은 구법에서의 ‘규칙 또는 제3

자에 대한 결정으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이 있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외관상 ‘규범제정행위’(Normativakt)

로 보이는 것이라도 실제로는 원고에게 발하여진 개별적인 행위,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발하여진 명령(Beschluss)이긴 하지만 원고에게도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조치가 모두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111), 지

침 역시 조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됨이 분

명해졌다.112)

나아가 제3유형은 원고 개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행위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종전에는 일반적 수범

110)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S. 
895-896 참조.

111)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4 참조.

112)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 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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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규범이 아닌 개별적인 수범자에 대한 개별행위에 대하여만 개인

의 무효화소송이 허용되었던 것과 달리, 위 개정으로 인하여 특권적 원고적

격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규범에 대하여 개인도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113) 이하에서는 현행법상 개인의 무효화소송의 대상인 

위 세 유형의 조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제1유형: 자신에게 직접 발하여진 조치

자신에게 직접 발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그 수범자는 자동적으로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하여 그 밖의 특별한 소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제1유형의 경우 구법상의 ‘결정’(Entscheidung)이 현행법상 ‘조치’로 표현이 

대체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구법상 규정과 동일하다. 한편 EGV 제249조 

제4단의 결정에 대응하는 현행법상의 개념은 ‘명령’(Beschluss)인데, 이는 그 

수범자가 단 한 명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구법의 ‘결정’에 비하여 넓은 개

념으로 이해된다(AEUV 제288조 제4단 제2문, EGV 제249조 제4단의 문언

을 비교).114) 그러나 구법상 판례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는 EGV 제230

조 제4단의 ‘결정’을 EGV 제249조 제4단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았고, 실질적 

의미의 결정까지도 무효화소송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그 형식을 가리지 않고 

법적 효력이 있고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효화소송의 대

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제1유형에 있어 원고적격이 확대된 것은 없다고 보인다.115)

113)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4 참조.

114)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6 참
조.

115) F. Walter, “Klagegegenstand und Klagebefugnis von Individualnichtigkeitsklagen 
nach Art. 263 Ⅳ AEUV”, NVwZ 2010, S. 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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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2유형: 직접 발하여진 것이 아니지만 직접적ㆍ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조치

1. 개관

개인은 자신에게 직접 발하여진 것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

련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

성의 요건은 민중소송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는 개인의 이익

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권리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116) 원고가 아닌 제

3자에게 발하여진 조치라거나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규범적인 행위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제2유형에 해당된

다. 유럽재판소의 판례는 직접적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여 왔는바, 실무에서

는 특히 규범적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

다.

2. 구법상 규율과의 비교

구법에서는 ‘가규칙’(Scheinverordnung), 즉, 형식은 규칙이나 그 실질은 결

정인 것으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이 있는 규칙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가지침’(Scheinrichtlinie), 즉, 형식은 지침

이나 그 실질은 결정인 것 역시 EGV 제230조 제4단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효화소송의 대상

이 되었다.117) 지침이 실질적으로는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지침이 회원국에게 발하여진 결정으로 파악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나 그 

116)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6 참조.
117)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7 참조. 관련 판례로 EuGH, Rs. 
C-10/95 P, Asocarne/Rat, Slg. 1995, Ⅰ-4149, Rn. 28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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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규율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즉, 유럽재판소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진 지침 역시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되는 규범적인 행위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지침이 회원국에게 발하여졌는지 등 인적 적용범위는 문제 삼지 않았

으며, 단지 해당 지침에 대한 국내법상의 집행법률이 없는지 등 물적 적용범

위만을 문제 삼았다.118) 한편 개인은 형식과 실질이 모두 규칙 또는 지침인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이에 대하여는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119) 즉, 구법에서는 개

인이 규칙ㆍ지침과 같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다.120)

실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그 형식은 규칙이나 실제로는 특정되거나 특정

될 수 있는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실질적인 결정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은 

때때로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칙에 관한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직

접적ㆍ개별적 관련성 요건만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121)

현행법에서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가규칙과 가지침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가 명문 규정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어떠한 형식으로 조치

를 행하든, 해당 조치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효력의 방식은 변

경될 수 없음이 보다 분명해졌으며,122) 규칙에 관한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118)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7 참조.

119)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5 참조.

120) 이는 프랑스의 'sous l'apparence d'un règlement' 개념과 유사하다(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7 참조).

121)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7 참조.

122)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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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ㆍ개별적 관련성의 요건만을 판단하여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던 판례

의 태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직접적 관련성의 의미

직접적 관련성은 제3자에게 발하여진 결정의 효과가 그 자체로 원고 자신

의 이익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추가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123) 판례는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을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판례는 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엄격

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는 자가 내용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를 따진다.124) 그러므로 회원국에게 어떠한 규칙이나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개인은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회

원국이 해당 조치를 국내법적으로 전환할 의무를 지며 이에 있어서 어떠한 

재량권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마찬가지

로 어떠한 결정의 상대방인 회원국이 개인인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

를 할 권한을 가진 경우더라도, 회원국에게 발하여진 조치가 개인에 대한 조

치와 구별될 필요가 없다거나,125)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신청한 수권이 자

신에게 이루어지자마자 원고에게 조치의 발령 전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을 설

명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

된다.126)127)

2285 참조.
123)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6 참조.
124)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224 참조.
125)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90 참조.
126)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6 참조.
127) 그리하여 정의(定義)상의 직접적 관련성은 ‘형식적 직접적 관련성’(formelle 

unmittelbare Betroffenheit),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직접적 관련성은 ‘실질적 직접

적 관련성’(materielle unmittelbare Betroffenheit)으로 각 구분되어 지칭되기도 한

다(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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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침의 경우 회원국에 대한 조치로서 국내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법에서든 현행법에서든 원칙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128) 그러나 지침의 경우에도 위의 예외가 적용되어, 국내법적 전

환에 있어서 회원국에게 실제적으로 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직접

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지침 자체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

만, 지침에 관련되는 자는 그 지침을 통하여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법적 규율

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129)

‘경쟁자’(Konkurrent)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는, 해당 결정과 원고의 이익의 

침해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130) 직접적 관련성은 해당 결정의 직접 상대방이 그 이익을 청구하

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결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인정된다.131)

4. 개별적 관련성의 의미

1) 판례의 발전 과정

(1) Plaumann 사건(1963년)132)

독일은 1961. 6.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귤의 수입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13%의 관세 대신 국내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위원

Siebeck, 2016, S. 233 참조).
128)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6 참조.
129)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7 참조.
130)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90 참조.
131)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90 참조.
132) EuGH, Rs. 25/62, Firma Plaumann/Kommission, Slg. 1963, 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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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이에 Plaumann&Co.사(社)는 집행위원회의 위 거

부 결정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럽재판소는 원고에게 개별

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133)

위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결정의 수범자가 아닌 자가 해당 결정에 개별

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해당 결정이 그의 특정한 개인적인 

속성이나 그 밖에 그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에게 관련이 있고 따라서 그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범자와 마

찬가지로 개별화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134) 유럽연합재판소가 위 판결에

서 판시한 내용은 현재까지 개별적 관련성의 인정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으

로 기능하고 있다(소위 Plaumann 기준). 그러나 Plaumann 기준은 AEUV 제

263조 제3단의 ‘개별적으로 관련 있는’이라는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한정적으

로 해석한 것으로, 위 기준에 의하여 개인의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크게 제

한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Extramet 사건(1991년)135), Codorniu 사건(1994년)136)

Extramet 사건은 유럽연합의 이사회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수입하는 칼슘 

메탈이라는 금속에 대하여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칙을 발령한 것

에 대하여 위 금속의 가장 큰 수입업자였던 Extramet Industrie 사(社)가 위 

규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137) Codorniu 사건은 프랑스와 룩셈부

133)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 274 참조.

134) “Wer nicht Adressat einer Entscheidung ist, kann nur dann geltend machen, von 
ihr individuell betroffen zu sein, wenn die Entscheidung ihn wegen bestimmer 
persönlicher Eigenschaften oder besonderer, ihn aus dem Kreis aller übrigen 
Personen heraushebender Umstände berührt und ihn daher in ähnlicher Weise 
individualisiert wie den Adressaten.”

135) EuGH, Rs. C-358/89, Extramet Industrie/Rat, Slg. 1992, S. Ⅰ-3813.
136) EuGH, Rs. C-309/89, Codorniu/Rat, Slg. 1994, S. Ⅰ-1853.
137) 유럽연합재판소의 판례 검색 사이트(http://eur-lex.europa.eu)에 게재된 Extramet 

사건(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1989CJ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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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에서 생산된 품질을 갖춘 와인만이 ‘저발포성 샴페인’(le cremánt)에 해

당하는 것으로 제한한 유럽연합 이사회의 규칙을 상대로 스페인에 소재한 

샴페인 생산업자인 Cordoniu SA가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138) 위 두 사건에

서 유럽재판소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

두 이유 있다고 보아 계쟁 규칙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였다.

유럽재판소는 위 두 판결에서 ‘결정의 요건이 개별적 관련성의 요건과 독

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규칙인 경우에도 개별적, 직접

적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139) 또한 유럽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상인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Extramet 사건), 상인이 장기간 보유한 지

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Codorniu 사건), 개별적 관련성 요건이 인정

될 수 있다고 보았다.140) 이러한 판례들은 개인의 무효화소송에 있어서 개별

적인 관련성의 요건을 종전의 Plaumann 기준에 비하여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141)

(3) Greenpeace 사건(1998년)142)

8(01)&from=EN)의 ‘요약’(Leitsätze) 부분 내용을 참조.
138)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 278 참조.
139)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8 참조.
140) A. Arnull & D. Chalmers (Eds.), 위의 책, 위의 쪽 참조.
141)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경우 Plaumann 기준은 Plaumann 사건에서와 마찬

가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원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업에 종사한다

면 개별적 관련성이 거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가 계쟁 조치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은 원고적격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데, 유럽연합

의 법원 역시 보조금, 덤핑, 경쟁법 등 분야의 진보적인 판례들을 그 밖의 영역

에는 적용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Craig, EU Administrativ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07 참조).

142) EuGH, Rs. C-321/95 P, Greenpeace Council u. ä./Kommission, Slg. 1998, S. Ⅰ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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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행위원회가 스페인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유럽지역발전기금으로부터 

카나리아 섬에의 전기발전소 건설 관련 자금 지원을 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그린피스 등이 원고가 되어 무효화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럽재판소

는 그린피스 등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다.143)

유럽재판소는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에 대한 위 결정에 대하여, 개인은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관련성만 가질 뿐 개별적인 관련성이 없고, 그 개인들로 구

성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개별적인 관련성이 없

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전기발전

소 건설에 관한 결정이지 자금 지원에 관한 위 결정이 아니라고 하여 직접

적인 관련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위 판결의 Cosmas 재판연구관은 ‘유럽

재판소가 Codorniu 사건이나 Extramet 사건에서 개별적 관련성에 관한 엄격

한 기준을 완화한 것의 의미나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경고하였다.144) 

이로써 Plaumann 기준이 다시 지지를 얻게 되었다.145)

(4) Jégo-quéré 사건(2002년, 2004년), UPA 사건(2002년)146)

143)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 검색 사이트(http://eur-lex.europa.eu)에 게재된 

Greenpeace 사건(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HTML/?uri=CELEX: 
61995CJ0321&qid=1488716342179&from=DE)의 요약 부분 내용을 참조.

144)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8 참조.

145)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88 참조.

146) 위 두 사건은 먼저 Jégo-quéré 사건에 관한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된 

후, UPA 사건에 관한 유럽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Jégo-quéré 사건에 관한 유럽재판소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구체적인 

판례 번호는 다음과 같다.
① EuG, Rs. T-177/01, Jégo-quéré & Cie SA/Kommission, Slg. 2002, S. Ⅱ
-2365.
② EuGH, Rs. C-50/00 P, 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Rat, Slg. 2002, S. Ⅰ
-6677.
③ EuGH, Rs. C-263/02 P, Kommission/Jégo-quéré&Cie SA, Slg. 2004, S. Ⅰ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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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건은 유럽제1심재판소와 그 항소심인 유럽재판소에서 상호 영향

을 받으면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Jégo-quéré 사건은, 유럽공동체의 집행위

원회가 남부아일랜드 해역에서 치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그물눈 이하

의 그물로 어획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발령하자, 당해 해역에서 

좁은 그물눈을 이용하여 대구를 잡는 유일한 회사였던 Jégo-quéré&Cie SA가 

위 규칙을 다툰 사건이고, UPA 사건은 종전까지 올리브오일 생산자에게 일

정한 조건 하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유럽공동체의 이

사회가 폐지하는 규칙을 발령하자, 스페인의 올리브오일중소업자연합인 

UPA(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가 위 규칙을 다툰 사건이다.147)

UPA 사건에서 Jacobs 재판연구관은 유럽재판소가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 Plaumann 기준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

였다. 즉, ‘원고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치가 원고의 이

익에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148)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서 사용된 개별적인 관련성

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의 기준’ (erhebliche nachteilige 

Auswirkung)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재판소의 UPA 사건의 판결 선고 전 Jégo-quéré 사건에서 유럽제1심재

판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고에게 의

무를 부과하는 등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해치는 경우 그 

조치는 원고에게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숫자나 지위는 원고의 개별적 관

147) T. Nakamura, T. Suami 편저, 박덕영ㆍ이주윤 역, EU법 기본판례집, 제2판, 연
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12-113쪽 참조.

148) “Meiner Meinung nach sollte deshalb anerkannt werden, dass ein Einzelner als 
individuell von einer Gemeinschaftshandlung betroffen zu betrachten ist, wenn 
die Handlung aufgrund seiner persönlichen Umstände erhebliche nachteilige 
Auswirkungen auf seine Interessen hat oder wahrscheinlich haben 
wird.”(Schlussanträge des Generalanwalts Francis G. Jacobs vom 21. März 2002, 
Rs. C-50/00 P, Rn.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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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무관하다’149)고 판시하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긍

정하였다. 이 판결과 위 Jacobs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같은 맥락으로, 종래의 

Plaumann 기준에 의하면 개별적 관련성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큰

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 하더라도 회원국 국내의 이행조치가 없다면 

원고에게는 이를 다툴 방법이 없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이익

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하자는 입장이다.150)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UPA 사건에서, 무효화소송에서 위와 같이 개인의 원

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종전의 Plaumann 기준을 고수하여, 원고

는 계쟁 규칙에 개별적으로 관련 있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원국 국내의 법원에

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에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유럽재판소는 개

인이 유럽공동체의 법질서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보

호를 보장받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무효화소송이 아니더라도 유럽연합의 조

약은 유럽연합의 행위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선결적 결정절차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재판

149) “Demnach ist, um einen wirksamen gerichtlichen Rechtsschutz der Einzelnen zu 
gewährleisten, eine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als von einer allgemein 
geltenden Gemeinschaftsbestimmung, die sie unmittelbar betrifft, individuell 
betroffen anzusehen, wenn diese Bestimmung ihre Rechtsposition unzweifelhaft 
und gegenwärtig beeinträchtigt, indem sie ihre Rechte einschränkt oder ihr 
Pflichten auferlegt. Die Zahl und die Lage anderer Personen, deren 
Rechtsposition durch die Bestimmung ebenfalls beeinträchtigt wird oder werden 
kann, sind insoweit keine relevanten Gesichtspunkte.”(EuG, Rs. T-177/01, 
Jégo-quéré & Cie SA/Kommission, Slg. 2002, S. Ⅱ-2365, Rn. 51.)

150) T. Nakamura, T. Suami 편저, 박덕영ㆍ이주윤 역, EU법 기본판례집, 제2판, 연
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14쪽 참조.



- 40 -

소는 개인에 대하여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구

제수단 및 절차를 설립할 책임은 회원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151) 그리고 

유럽재판소는 Jégo- quéré 사건에서의 유럽제1심재판소의 태도는 ‘판례에 의

한 법의 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52)

유럽재판소는 이후 Jégo-quéré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결

을 파기하였다. 유럽재판소는 현행 판례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원고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시인하였다. 그러

나 유럽재판소는 개인의 무효화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개별적 관련성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설령 원고가 해당 조치를 국내 재판소에서조차 다

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53)

2) 의미

개별적 관련성은 해당 조치가 원고의 특정한 개인적인 속성 내지는 특수

한 상황 때문에 그 밖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특징적인 상

황에 관련되고 따라서 원고가 마치 수범자에 가까운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구분지어지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Plaumann 기준에 따른 것인데, 

Plaumann 기준은 개별적 관련성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에 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채택되어 온 확고한 기준이다.154) 그리고 해당 조치의 발령 시점

에 이미 관련자의 숫자와 특성이 정해져 있고 이후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어

151) EuGH, Rs. C-50/00 P, Unión de Pequeños Agricultores/Rat, Slg. 2002, S. Ⅰ
-6677, Rn. 33ff. 참조.

152) H. A. Petzold, “Was sind „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Art 263 Abs 4 
AEUV)? - Zur Entscheidung des EuG in der Rechtssache Inuit”, EuR, 2012, S. 
444 참조.

153)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p. 389-390 참조.

154)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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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55) 유럽연합의 법원은 직접적 관련성 요건과 달리 개별적 관련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좁게 인정한다.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례군들에 있어서 

Plaumann 기준을 구체화시켰다. 장래에는 다음의 사례군들과 무관한 다양한 

방식의 소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유형의 작용 범위가 제한될 것이므

로 다음과 같은 사례군의 분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156)

첫째, 법적 행위가 원고가 참여한 절차 내에서 발령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절차적 권리의 침해만이 문제될 수 있다. 둘째, 법적 

행위의 발령에 있어서 원고가 새로운 방식으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이다. 셋째, 경쟁자소송에서 다른 기업에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

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에 해당 법적 행위는 한 기업의 시장적 지위를 본

질적으로 침해하여야 한다. 넷째, 특별한 방식으로 특정한 원고의 특수한 법

적 지위가 관련되는 경우이다. 판례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섯

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

다.  한편 앞서 본 판례의 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Plaumann 기준은 매

우 협소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뿐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Plaumann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 조치의 경우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개

인들이 늘어날수록, 각 개인은 개별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만약 

해당 조치에 대하여 회원국 국내법상 이행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사법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생겨난다.157)158) 무효화소송의 기능의 중요성 및 유럽연합의 소송 절차 내에

서의 무효화소송의 지위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원고적격 요

155)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S. 236-237 참조.
156)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S. 224-225 참조.
157) T. Nakamura, T. Suami 편저, 박덕영ㆍ이주윤 역, EU법 기본판례집, 제2판, 연

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18쪽 참조.
158) F. Walter, “Klagegegenstand und Klagebefugnis von Individualnichtigkeitsklagen 

nach Art. 263 Ⅳ AEUV”, NVwZ 2010, S. 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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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별적 관련성은 향후 넓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단체의 원고적격

단체 자체가 유럽연합 기관의 조치의 직접 수범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

히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제1유형). 단체의 원고적격은 주로 개

별적 관련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제2유형), 이 때 개별적 관련

성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단체의 개별적인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개

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단체가 그 자체로 원고적격을 갖는 개

인들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때 단체에

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원고적격이 인

정될 필요는 없다. 또한 단체 자체가 선행하는 절차에 스스로 참여한 경우로

서 그 단체에게 고유한 절차적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범에 그러한 참여가 예정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159)

지방자치단체 등 회원국의 행정하부조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관

의 조치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를 다툴 개

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160)

Ⅳ. 제3유형: 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

1. 개관

159)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93 참조.

160) F. Walter, “Klagegegenstand und Klagebefugnis von Individualnichtigkeitsklagen 
nach Art. 263 Ⅳ AEUV”, NVwZ 2010, S.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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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법적 행위로부터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규범적 법적 행위에 대한 개

인의 추가적인 제소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즉, 규범적 법적 행위 중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적 또는 유럽 차원에서의 실행조치가 아무것도 따

르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그 법적 행위가 규칙과 같

은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유형은 앞서 본 UPA 판결을 계기로, 2002년 유럽헌법회의에서 무효화

소송에서의 개인의 원고적격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럽헌법조

약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마련된 것이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AEUV에 

입법화된 것이다.161) 즉, Plaumann 기준에 따라 제2유형의 원고적격이 협소

하게 인정되어 개인의 권리 구제에 흠결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

자 제3유형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Jégo-quéré 사건에서 유럽제1심재

판소가 제안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유럽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개별적 관련성 기준의 포기가, 부분적으로나마 입법화되었다.162) 

2.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의 의미

1) ‘입법행위’(Gesetzgebungsakt)의 포함 가능성

AEUV 제263조 제4단은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라고 규정하여 AEUV 제28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

어인 ‘규칙’에 비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163) 위 표현의 정확

161)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p. 390-391 참조, H. A. Petzold, “Was sind 
„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Art 263 Abs 4 AEUV)? - Zur 
Entscheidung des EuG in der Rechtssache Inuit”, EuR, 2012, SS. 444-445쪽 참

조.
162)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37 참조.
163)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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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는 조약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3유형의 적용 범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개념의 의미 확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지침과 추상적ㆍ일반적 결정이 위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164) 다음으로 AEUV 제288조에 의한 규칙이라면 모

두 위 개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AEUV 제288조의 규칙에는 입법행

위로서의 규칙(AEUV 제289조 제3단165) 참조)과, ‘위임입법’(delegierter 

Rechtsakt) 등(AEUV 제290조 제1항166) 참조)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입

법행위167)로서의 규칙이 있는데, 이 중 비입법행위로서의 규칙은 당연히 ‘규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96 참조.
164)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6 참
조.

165) 입법행위란 정식입법절차(AEUV 제289조 제1단), 특별입법절차(AEUV 제289조 

제2단)에 의하여 가결된 규칙을 의미한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EUV 제289조

     제1단 정식입법절차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규칙, 
지침 또는 명령을 공동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단 조약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에는 특별입법절차, 즉 유럽의회가 이

사회의 참여 하에 또는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참여 하에 규칙, 지침 또는 명령

을 승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제3단 입법절차에 따라 승인된 법적 행위는 입법행위다.
166) AEUV 제290조
     ⑴ 입법절차에서 집행위원회는 관련된 입법행위의 비본질적인 특정 규정의 보

충 또는 변경을 위하여 일반적 효력이 있는 입법행위가 아닌 법적 행위를 

발령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관련된 법적 행위에서 권한의 부여의 목표, 내용, 적용 범위, 기간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적용영역의 본질적인 측면은 입법행위에 유보되

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권한이 부여될 수는 없다.
167) 위임입법은 비입법행위에 포함되나, 비입법행위가 모두 위임입법은 아니라는 점

에서,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는 입법행위를 제외한 비입법행위를 포괄하

는 것일 뿐, 위임입법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 Inuit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만약 리스본 조약의 입법자들이 유럽제1심재판소와 같이 

볼 것이었다면 애초에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를 구별하기 위하여 AEUV 제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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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 포함되나, 입법행위로서의 규칙 역시 위 개

념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였다. 입법행위는 제외된다고 

본 견해에서는 유럽헌법회의에서의 논의가 명시적으로 입법행위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음을 근거로 들었고, 입법행위가 포함된다고 본 견해에서는 포괄

적이고 흠결 없는 개인의 권리 구제의 보장과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

위’에서 ‘규칙’이 통일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임을 근거로 들었다.168) 유럽재판

소는 아래의 Inuit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견해 대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결하

였다.

2) Inuit 사건169)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로 캐나다 또는 그린란드에서 온 개인들과 단체들로서, 실제로 

바다표범 사냥을 하는 이누이트족, 그 밖의 방식으로 바다표범 생산물에 관

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누이트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들 

및 바다표범 생산물을 가공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이었다. 원고들은 유럽의회

와 이사회를 피고로 하여 유럽공동체의 규칙을 다투었는데, 위 규칙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의하여 발령된 바다표범으로 생산한 물건들의 무역에 관한 

조 제3단에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가 아니라 위임입법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Kokott 재판연구관은 비입법행위가 모두 위임

입법은 아니고 AEUV 제291조의 실행행위나 그 밖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Schlussanträge der Generalanwältin Juliane Kokott vom 17. Januar 2013, Rs. 
C-583/11 P, Rn. 53, 54 참조).

168) H. A. Petzold, “Was sind „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Art 263 Abs 4 
AEUV)? - Zur Entscheidung des EuG in der Rechtssache Inuit”, EuR, 2012, SS. 
445-446 참조.

169) EuGH, Rs. C-583/11 P, Inuit Tapiriit Kanatami u.ä./Parlament und Rat, Sl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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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6.자 유럽공동체 규칙(EG) Nr.1007/2009으로, 바다표범으로 생산한 

물건들의 유럽공동체 내에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170)

(2)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결

유럽제1심재판소는 원고들에게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유럽 제1심 재판소는 이 사건이 

제3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럽헌법조약과 관련된 ‘입법

준비자료’(les travaux préparatoires)를 인용하면서 제3유형은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법적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라는 용어는 입법행위

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적 행위를 포괄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Inuit 사건에서의 계쟁 규칙은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친 입법행위

에 해당하므로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였다.171)

170)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 265쪽, H. A. Petzold, “Was sind „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Art 263 Abs 4 AEUV)? - Zur Entscheidung des EuG in 
der Rechtssache Inuit”, EuR, 2012, S. 446 참조.

171) 나아가 유럽제1심재판소는 입법행위는 개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개별적

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즉 제2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이 무효

화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유럽제1심재판소는 계쟁 규칙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유럽제1심재판소

는 계쟁 규칙은 유럽연합의 바다표범 상품 시장 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원고들

의 법적 지위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나머지 원고들은 법적인 지위가 아

니라 사실적 지위에만 영향을 받아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

았다. 그러므로 일부 원고들은 계쟁 규칙에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H. A. Petzold, 
“Was sind „Rechtsakte mit Verordnungscharakter“(Art 263 Abs 4 AEUV)? - Zur 
Entscheidung des EuG in der Rechtssache Inuit”, EuR, 2012, S. 448, A. Ar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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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kott 재판연구관의 의견

Inuit 사건의 항소심에서 Kokott 재판연구관은 유럽제1심재판소가 제3유형

의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의 해석을 정확히 하였다고 보아 유럽제1

심재판소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Kokott 재판연구관은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

적 행위와 규칙 간에는 아무런 어원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EUV 제19조 제

1항에 따른 회원국 국내재판소의 구제절차를 통해서도 개인의 권리 구제가 

강화될 수 있는 점, AEUV 제263조 제1, 4단을 종합하여 보면 AEUV는 입

법행위와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입법행위와 같

은 의회 입법은 특히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점, 제3유형의 입법적 

배경이 된 유럽헌법회의, 유럽헌법조약과 ‘정부간회의’(Regierungskonferenz)

에서는 입법행위를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와 구별하거나 이 개념에

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172)

Kokott 재판연구관은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의 사법심사 제도는 입법행위

에 대하여도 직접 소송은 아니나 그 위법을 간접적으로 다투는 형식의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그 자체로 권리 구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완벽한 체계

이며, EUV 제19조 제1항에 나타난 것처럼 위 제도는 유럽연합재판소와 회

원국 국내재판소에 의존한다고 보았다.173) 즉, Kokott 재판연구관은 유럽연

합의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에서 무효화소송은 선결적 결정절차를 보조

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174)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p. 391-392 참조).

172) Schlussanträge der Generalanwältin Juliane Kokott vom 17. Januar 2013, Rs. 
C-583/11 P, Rn. 26ff. 참조.

173) Schlussanträge der Generalanwältin Juliane Kokott vom 17. Januar 2013, Rs. 
C-583/11 P, Rn. 115, 116 참조.

174) 나아가 Kokott 재판연구관은 직접적, 개별적 관련성에 관한 유럽제1심재판소의 

견해 역시 지지하였는데, 조약의 입법자는 ‘개별적 관련성의 기준을 수정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Plaumann 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

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chlussanträge der Generalanwältin Juliane Kokott 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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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재판소의 판결

유럽재판소는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결 및 Kokott 재판연구관의 견해와 일

치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ⅰ) 먼저 유럽재판소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서 입법절차로서의 

규칙을 제외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Rechtsfehler)의 위법이 있다는 원

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AEUV 제289조의 의미의 입법행위의 반대말로서 위 개념에서 입법행위는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법의 해석은 그 문언과 의도한 목적만을 고려할 것

이 아니라 그 맥락과 전체 유럽연합법의 내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데, 제2유

형인 ‘직접적, 개별적인 관련성을 가진 조치’와 제3유형인 ‘규칙과 같은 성

격의 법적 행위’ 사이에는 문언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동일하게 보아 

입법행위가 제2유형과 마찬가지로 제3유형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제3유형에 제1, 2유형에서와 같이 입법행위를 비롯

하여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모든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조치라는 

개념과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라는 개념 간 차이가 없어져 유형별로 

적법요건을 달리 규정한 실익이 없어지므로, 후자에는 조치들 중 일부에 해

당하는 좁은 범주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75)

유럽재판소는 유럽헌법조약(VVE176)) Ⅲ-365조 제4항177)의 내용이 그대로 

17. Januar 2013, Rs. C-583/11 P, Rn. 85ff 참조).
175)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S. 237-238,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 267 참조.

176) ‘der Vertrag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의 약어이다. 이하에서 계속하여 

‘VVE’로 약칭한다.
177) VVE Ⅲ-365
⑷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제1, 2항의 조건 하에서 그에게 발하여진 조치 또는 

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치 및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로서 그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추가적인 이행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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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UV 제263조 제4단에 규정된 것도 근거로 들었다. VVE Ⅲ-365조 제4항

의 입법준비자료에 따르면 ‘입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제

한적인 입장’이 유지되었고, 리스본 조약의 입법자가 EGV 제230조 제4단의 

적법요건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

지 않는 이상, 개별적 관련성에 관한 유럽제1심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ⅱ) 또한 유럽재판소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 관한 유럽제1심

재판소의 해석은 ‘유럽기본권 헌장’(GRCh, Charta der Grund 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47조178)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항소이유 역시 배척

하였다. 유럽재판소는 AEUV 제263조 제4단의 요건은 유럽기본권 헌장 제47

조에 구체화되어 있는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위한 기초적인 권리와 관련하

여 해석되어야 하고, 유럽기본권 헌장 제47조는 유럽연합조약의 사법심사제

도, 특히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을 바꾸고자 의도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였다. 즉, 유럽기본권 헌장 제47조에 의한 보호는 관련자가 유럽재판소에 

입법행위에 관하여 무제한으로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본권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법적 구제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EUV 제19조 제1항 제2문에 나

타난 바와 같이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179)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78) 유럽기본권헌장

제47조 효과적인 사법 구제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누구나 유럽연합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재판소에 효과적인 사법 구제를 소구할 

수 있다.
누구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판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적절한 기간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누구나 협의하

고, 변호되고 대리될 수 있다.
충분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재판소에서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

장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79) 또한 유럽재판소는 Plaumann 기준이 아닌 상당히 불리한 영향 기준에 따라 개

별적 관련성 요건을 판단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항소이유 역시 이유 없다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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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미

무효화소송의 제3유형이 개인의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넓

히기 도입된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는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논쟁

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제3유형의 입법 연혁, 유럽연합법 전체의 문언, 유

럽연합법이 마련한 사법구제제도 내에서의 무효화소송의 지위 등을 종합하

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유럽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개인은 입법행위에 대하여 제2유형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180) 제3유형에 근거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결국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입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회원국 국내에서 그 

실행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국내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이 아니라 회원국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다.181)

그러나 이와 같은 유럽재판소의 판례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

다. AEUV 제263조 제4단에 따른 소송요건의 완화가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

를 불문하고 그 기원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규칙들에 대하여 적용되

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그 근거로 회원국 국내의 재판소가 아니라 법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궁극적 주체가 되

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또한 유럽연합의 이러한 권리보호의 임무는 유럽기

본권 헌장 제47조에 의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제3

유형의 입법 의도는 권리보호의 공백을 막고 불명확한 체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써 제3유형에서 개별적인 관련성의 요구가 리스본 조약에 의

하여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행위라는 특정한 형식의 규칙은 왜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지가 목적론적으로 불명확하다고 한다.182) 한편 유럽

하여, 이 사건이 제2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80)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9 참조.
181) M. Pechstein, Entscheidungen des EuGH: Kommentierte Studienauswahl, 8.Aufl., 

Mohr Siebeck UTB, 2014, SS. 264-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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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회원국 국내의 재판소에 비하여 제도적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결적 결정절차 대신 무효화소송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

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 제3유형에 따른 개인의 무효화소

송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83)

3. 직접적 관련성의 존재

개인은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 그 수범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경우에 해당 조치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직접적 관련성’의 요건은 제2유형에서와 동일하

게 해석하면 된다. 즉,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제소대상이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는 단지 해당 조치의 취소로 사실상 이익을 얻

는 정도이면 족하고 고유한 권리의 침해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직접적’

이란 추가적인 이행조치 없이도 해당 조치 자체로서 소를 제기할 이익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184)

4. 추가적인 이행조치의 부존재

제3유형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적 행위가 적용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이행

조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과는 별개의 독자

적인 요건이다. 이행조치는 사법적인 조치 및 행정적인 조치를 모두 포함한

다. 어떠한 규칙이나 결정에 있어서 회원국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더라도 회

182)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7 참
조.

183)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p. 398-400 참조.

184)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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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재량이 없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한

편 지침의 경우 그 성질상 회원국의 이행조치를 언제나 필요로 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언제나 제3유형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185)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은 실질적으로 판단되는 반면 이행조치의 존재 여부

는 외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이행조치의 부존재 요건

이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186)

Ⅴ. 특별규정 유보: AEUV 제263조 제5단

AEUV 제263조 제5단에 의하면 전문기구들의 설립 행위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과 특성들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은 이러한 전문기구들의 조치로서 자신

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AEUV 제

263조 제1단의 ‘특별규정 유보’(lex-specialis Vorbehalt)로서, 현행법에서 신설

되었다. 오로지 개인만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187)

AEUV 제263조 제5단의 목적은 새로이 설립된 전문기구들에 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88) 위 규정은 법정책적 통일성의 측면에

서 유럽연합의 모든 기관들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법실천적 필요성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개별 기관의 행위의 특성이 고려되어

185)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8 참조.

186)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8 참조.

187)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9 참
조.

188)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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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 사이의 의미 있는 타협 내지 절충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189)

제3절 소결

Ⅰ. 입법행위에 대한 무효화소송 가능성 확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규범에 대하여 특권적 원고적격자는 무제한적인 원고

적격을,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는 권익과의 관련성만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비특권적 원고적격자인 개인은 그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에서 원고적격을 인

정받는다. 개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조치(제1유형)와 달리, 규범은 통상적으로 

그 수범자의 범위가 넓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개인이 규범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게 인

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은 규범에 대하여도 개인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점

차 확대하여 왔다. 규범에는 규칙(Verordnung)과 지침(Richtlinie)이 있고, 이

들은 제1유형을 제외한 제2, 3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먼저 외관상 일반인을 

수범자로 하는 규범적인 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

로는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면 

제2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규칙과 지침은 모두 제2유형에 포섭될 수 

있다. 특히 지침의 경우 구법 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만 인정되었으나, 리스

본 조약에 의한 개정에 따라 명문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규칙과 지침은, 외관은 규범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개별적인 행위에 해당하

게 된다.

다음으로 제3유형의 경우, 지침은 추가적인 이행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

189)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7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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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제3유형에는 포함될 수 없으나, 규칙의 경우 비입법행위로서 개인에 대

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고 추가적 이행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규

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로서 제3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은 제2유형과 달리 그 외관과 실질이 모두 규범으로, 제3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특권적 원고적격자들만이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규범에 대

하여 개인도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Ⅱ. 원고적격의 폭넓은 인정

개인의 원고적격이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구성원도 아닌 개인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인은 유럽연합법상 

권리구제절차에서 매우 특혜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은, 

앞으로 판례 및 이론의 발전을 통하여 보다 확대될 필요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 및 유럽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근거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고 있거나 적어도 앞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개인’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넓

게 이해되고 있다. 자연인은 그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

나, 법인의 경우 유럽재판소는 사법인과 공법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사법상ㆍ공법상 공동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원국 내의 지방자치단체, 유럽의회에서 활동하는 정당 등은 각 회원

국이나 유럽의회가 아니라 개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유럽연합의 기관 등의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받게 된다.

한편 리스본 조약에 따른 AEUV 제263조 제4단의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행법에서 구법상의 ‘결

정’(Entscheidung)을 ‘조치’(Handlung)라는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제2유형의 

경우 그 외형을 따지지 않고 개별적,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조치이기만 하

면 충분하도록 개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히 규범적 



- 55 -

법적 행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유형에 의하여는 실질적으로는 

개별행위에 해당하는 규칙과 지침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고, 제3유형의 도입으로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규범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의 해석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유

럽재판소가 개별적 관련성에 관하여 채택한 Plaumann 기준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 역시 유럽연합법상 원고적

격이 매우 넓게 인정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권리’의 ‘침해’가 아닌 

‘이익’의 ‘관련성’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호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권리 침

해의 주장을 요구하는 독일법상의 원고적격 요건과 다르고, 프랑스 월권소송

에서의 원고적격 요건인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l’intérêt à agir)의 존재

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보인다.

Ⅲ.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의 도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 개인의 원고적격은 유럽연합의 기관들 및 

회원국에 비해서는 위법성 견련성이 강하나, 객관소송인 프랑스의 월권소송

에서의 원고적격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190) 객관소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법

인도 포함되는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조치와 개인의 직접적,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들이 가진 ‘집단적 이익’ 내지 ‘공적 이익’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권리보호 필요성은 제소 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역시 대부분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원고적격의 판단 과정

에서 함께 판단이 이루어지며, 제소 이후의 권리보호 필요성의 소멸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즉, 개인의 원고적격은 해당 조치에 대한 원고의 이익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

190)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

능, 박영사, 2007, 222-2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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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들의 무효화소송에 비하

면 권리구제의 성격이 강한 편이지만, 개인의 무효화소송 역시 객관소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권적 원고적격자와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들 간의 차

이는 원고적격 판단 단계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

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 오히려 본안에서 유럽연합의 법원은 유럽연합법 입

법자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유럽연합의 기관들 간 균형을 고려한다. 즉, 개인

의 무효화소송 역시 유럽연합 내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까지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법에서 개인의 무효화소송에 대해 요구하는 ‘직접적, 개별적 관련성’ 요

건은 단지 만인소송과의 구별을 짓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요건의 

존재만을 이유로 개인의 무효화소송이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소송적 기

능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한계와 보완책 

유럽연합법에서는 무효화소송에서 개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

재의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개인이 무효화소송으로 다툴 수 없

는 유럽연합의 조치가 존재한다. 즉, 유럽연합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적이

고 개별적인 관련성’의 기준은 독일법상의 보호규범 이론과 비교하면 매우 

넓은 것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의 법원은 소위 Plaumann 기준에 의하여 개

별적 관련성의 요건을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고, Inuit 사건에서는 AEUV 제263조 제4단의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에 관한 협소한 해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조치 

중 규칙과 같은 성격을 가진 법적 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개인에게 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거나, 입법행위로서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

별적인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제3유형에서도 배제되고 제2유형

에도 포함되지 않아, 개인은 이에 대하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무효화소송에 

의한 사법심사는 받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권리 구제와 유럽연합 기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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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있어 흠결이 존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유럽연합법상의 다른 소송절차들에 의하여 위와 같

은 흠결이 어느 정도는 보완되고 있다.191) 먼저 선결적 결정절차의 경우, 그 

자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유럽연합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제

공하지 않으나, 개인은 선결적 결정절차를 통해 회원국 국내 재판소에서 유

럽연합법에 따른 집행을 보장받음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리구제와 행

정의 적법성 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유럽연합의 기관의 조

치에 대하여 AEUV 제263조에 따른 원고적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제

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선결적 결정절차를 통하여 회원국의 국내 재판소

에서 제2차 유럽연합법에 해당하는 그 조치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 그러

나 만약 회원국의 입법의무 해태로 회원국 국내에 이행조치가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면, 회원국 국내 재판소에서 다툴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유럽연합의 조치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여 여전히 사법심사의 

흠결이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위법의 항변’(plea of guilty)을 통한 보완이다. 개인은 무효화소

송의 제소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기관이 발령한 일반적 효력 

있는 법적 행위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유럽연합의 법원에 대하여 AEUV 

제263조 제2단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위 법적 행위의 적용불가능을 주장할 

수 있다(AEUV 제277조192)). 유럽연합의 법원은 위 규정의 목적을 위법한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개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해당 법적 행위는 해당 사건에는 적용

되지 않으나, 무효로서 선언되지는 않는다. 이는 독립적인 소송이 아니라 부

191) 아래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D. Karen, Understanding European Union Law, 
Routledge, 2011.understanding european union law, 108-109쪽 참조.

192) AEUV 제277조
제263조 제6단에서 정한 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유럽연합의 기관과 

전문기구 등이 발령한 일반적 효력 있는 법적 행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소송

에서, 유럽연합의 법원에 대해 해당 법적 행위가 제263조 제2단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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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무

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 효과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권익 구제만이 가능할 뿐 기관 통제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연합법상 사법심사

에 흠결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규범적 법적 행위 중 입법행위로서 회

원국 국내법상의 이행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입법행위는 제3유형

에서도 제외되고 제2유형의 개별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행조치를 

통하여 선결적 결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입법행위를 다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심사의 흠결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의 변화 또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평가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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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의 원고적격

제1절 특권적 원고적격

Ⅰ. 의미와 기능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개별적인 회원국은 계쟁 조치에 대한 개

별적 관련성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권리보호 필요성 역시 문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무효화소송의 ‘특권적 원고적격자’로 분류된다. 집행위원회는 

조약의 수호자,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명백한 유럽연합의 법적 기관, 회원국

은 조약주권국가라는, 유럽연합 조직 내에서의 각각의 지위에 근거하여 유럽

연합법의 보장에 대해 이익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 계쟁 조치

의 취소에 대해 일반적인 이익을 가진 것으로 전제된다.193)

특권적 원고적격자들은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기

관들의 모든 위법한 조치들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194) 이로써 

특권적 원고적격자들의 무효화소송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이들은 객관적인 유럽법질서의 준수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로써 제2차 유럽연합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abstrakte Normenkontrolle)

가 가능해진다.195)196) 또한 이들의 소송은 구체적인 기관분쟁절차로서 유럽

193)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S. 
2274, 2281참조.

194)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74 참조.

195) 전통적으로 규범통제는 규범통제의 ‘계기’(Anlass)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인지 여

부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konkrete Normenkontrolle)와 ‘추상적 규범통

제’(abstrakte Normen kontrolle)로 구분되고, ‘소송물’(Streitgegenstand)이 규범의 

위법ㆍ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주위적(독립적) 규범통제’(prinzipale Normenkontrolle)
와 ‘부수적 규범통제’(inzidente Normen kontrolle)로 구분된다. 추상적 규범통제

는 구체적 사안과 무관하게 해당 규범의 합헌성 내지는 적법성 자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위적 내지 독립적 규범통제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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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기관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유럽연합 기관들 

간의 제도적인 균형까지 제공한다.197)

Ⅱ. 주체

1. 이사회, 집행위원회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 이전의 조약들에서부터198) 특권적 원고

적격자로 인정되어 왔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게 특권적 원고적격이 인정

되는 이유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

고 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정책 형성’(Festlegelung der 

Politik)과 ‘조정’(Koordinierung) 기능을 수행함으로써(EUV 제16조 제1항199) 

제2문) 유럽연합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유럽의회와 함

께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AEUV 제289조 제1, 2항, 제314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사건성을 요구하는 이외에 나아가 선결문제성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예컨대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방

식의 경우), 선결문제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성을 구비하면 직접 규

범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예컨대 프랑스 월권소송에 의

한 행정입법의 취소소송의 경우) 일단 부수적 규범통제방식에 의하되 절차가 개

시된 이후 주위적 규범통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예컨대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위

헌법률심사제도의 경우)(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
정법연구 25호(2010. 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17쪽 참조).

196)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1 참조.

197)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S. 221-222 참조.

198) 유럽경제공동체조약(EWG-Vertrag) 제173조,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EAG-Vertrag) 
제146조.

199) EUV 제16조
   ⑴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자로서 활동하고 유럽의회와 함께 예산에 관

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조약에 따른 정책의 형성과 조정을 할 임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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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00) 참조).201) 집행위원회는 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대한 ‘독점

적 법률안 제출권’(Initiativmono pol)을 가지고, 유럽연합의 대외적 관계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며, 유럽연합법의 행정적 집행을 보장

한다.202)

2. 유럽의회

유럽의회는 처음에는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판례

와 입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또 확대되어, 현재는 이

사회,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 더불어 특권적 원고적격자의 지위에 있다. 유

럽공동체 이전의 조약들에서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회원국만을 특권적 원고

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럽재판소는 소위 Tschernobyl 사건203)에서 

유럽의회가 고유한 권한의 침해에 대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유럽의회의 원고적격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였고,204) EGV에서는 위 

200) AEUV 제289조
   ⑴ 일반적인 입법절차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

으로 규칙, 지침 또는 명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절차는 제294조
에 규정되어 있다.

   ⑵ 특별한 입법절차는 조약에서 예정한 일정한 경우 유럽의회가 이사회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또는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규칙, 지침 또

는 명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AEUV 제314조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연간예산계획을 특별한 입법절차의 범위 내에

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각 항 생략)
201)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51 참조.
202) T. Oppermann, C. D. Classen & M. Nettesheim, Europarecht: ein Studienbuch, 

7.Aufl., C.H. Beck, 2016, S. 60 참조.
203) EuGH, Rs. C-70/88, Slg. 1990, Ⅰ-2041.
204)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6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유럽재판소 판결의 태도는 앞서 본 유럽의회의 조치의 대상적격

에 관한 비판과 같이, 조약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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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받아들여 유럽중앙은행, 회계법원과 더불어 유럽의회에게 무효화소송

을 통하여 그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원고적격, 즉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을 

부여하였다.205) 나아가 니스 조약을 통하여 EGV 제230조가 개정되면서, 유

럽의회는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더불어 특권적 원고적격을 부여받게 되었

다.206)

유럽의회의 원고적격의 확대 과정은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유럽의회의 지

위의 상승 및 권한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더불

어 입법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조약에 따른 정책의 통제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EUV 제14조 제1항207)). 

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본래 권고적 권한만을 가질 뿐이었으나, 공동결정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유럽의회가 이사회와 동등한 지위의 동반자로서 기능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고, 리스본 조약에서 공동결정절차가 일반입법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입법행위가 보다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208) 또한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모든 예산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여 양 기관 간 새로운 균형이 창출되었고, 그 밖에 유럽의회의 옴부즈만 

임명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유럽의회의 유럽연합 기관에 대한 감독권 역

시 점차 강화되었다.209) 이와 같이 유럽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변화함에 따

라, 유럽의회의 원고적격 역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OUP Oxford, 2015, p. 386 참조).
205)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74 참조.
206)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5 참조.

207) AEUV 제14조
   ⑴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함께 입법자로서 활동하고 이사회와 함께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유럽의회는 조약에 따른 정책의 통제와 자문을 수행할 임

무를 갖는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208)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38쪽 참조.
209)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39-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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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

회원국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 더불어 유럽공동체 이전의 조약들에서

부터 특권적 원고적격자로 인정되어 왔다. 회원국의 대표가 이사회에서 어떠

한 결정에 대하여 찬성 표결을 한 경우에도, 무효화소송에 관한 AEUV 제

263조에서는 회원국에게 표결의 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원고적격을 부

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원국은 그 결정을 취소할 원고적격을 갖는다.210)

다만 특권적 원고적격의 주체는 회원국 자체일 뿐, 회원국의 일부인 연방

국가의 주(州) 또는 ‘지방자치단체’(regionelle Gebietskörperschaft)는 특권적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다만 AEUV 제263조 제4단에 따라 법인

으로서 비특권적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211)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조약을 통하여 유럽연합에 부여한 권

한만을 제한적으로 가지고(EUV 제4조 제1단, 제5조 제2단 제2문 참조212)), 

회원국들의 조약을 통한 동의 없이 유럽연합 스스로 새로운 권한을 창출해 

낼 수는 없는데,213) 이는 ‘제한된 개별수권원칙’(Prinzip der begrenzten 

Ermächtigung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유럽연합 기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인 회원국에게 각 기관의 권한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권한 역시 무제한

210) R. Geiger, D. E. Khan & M. Kotzur,  EUV-AEUV: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und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ropäischen Union; 
Kommentar, 5. Aufl., C.H. Beck, 2010, S. 805 참조. 이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

원의 판례로는 EuGH, Rs. 166/78, Italien/Rat, Slg. 1979, S. 2575, Rn. 5-6 참조.
211)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1 참조.
212) EUV 제4조
      ⑴ 조약에 의하여 유럽연합에게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제5조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남아있다.
     제5조
      ⑵ 제한된 개별수권원칙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조약에 내재된 목표

의 실현을 위하여 유럽연합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조약

에 의하여 유럽연합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회원국에게 남아있다.
213)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S. 198-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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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 보충소송

AEUV 제263조 제2단에 따라 특권적 원고적격을 가지는 주체는 회원국 

자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그 하위조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국의 

국내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부속의정서 제2번)는 회원국의 국내 의회에게 유럽연합

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보충소

송’(Subsidiaritätsklage)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회

원국은 국내의 법질서에 따라 회원국 의회의 이름으로 또는 의회 내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행위(AEUV 제289조에 따른 법적 행위)에 대하여 보충성의 

원칙(EUV 제5조 제3항214))의 침해를 이유로 AEUV 제263조에 따른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조 제1단215)).216) 회원국 국내 의회의 보충소송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을 사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강화하고자 리스본 조

약에서부터 마련된 것이다.217) 그러므로 회원국 국내 의회의 원고적격은 오

214) EUV 제5조
      ⑶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에게 배타적인 권한이 부여

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해당 조치로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회원

국에 의해서는 그 중앙정부의 측면에서든 지방정부의 측면에서든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오히려 해당 조치의 범위나 효과 때문에 유럽

연합의 수준에서 그 목적이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215) 부속의정서 제8조
      제1단 유럽연합의 법원은 AEUV 제263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이나 또는 개별 

회원국 국내의 법령에 따라 회원국 국내 의회나 의회 의원이 회원국 국내의 

이름으로 입법행위에 대하여 보충성 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관할을 갖는다. 
216) R. Streinz, Europarecht, 10.Aufl., C.F. Müller GmbH, 2016, S. 240 참조.
217) A. Haratsch, C. Koenig, M. Pechstein, Europarecht, 10.Aufl., Tübingen: Mohr 

Siebeck, 2016, S. 2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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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보충성의 원칙의 위반만을 이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례성의 원칙이

나 법적 근거의 선택 등 다른 사유로는 제기될 수 없다.218) 또한 보충소송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219)

보충소송에서 회원국 국내 의회는 그 자체가 원래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의 당사자 지위를 소송담당으로 위임받은 것이

다.220) 그러므로 보충소송의 제기로 인한 책임은 회원국 국내 의회가 아니라 

개별 회원국에게 있다. 한편 부속의정서는 제소의 결정에 관한 국내법적인 

관할의 형성과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는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다221). 

보충소송의 원고적격은 기존의 제도적 지위와는 독립하여, 보충성의 원칙

의 준수 통제를 위한 사전경고 제도의 범위 안에서 존재하여야 한다.222) 다

만 이 경우 회원국 국내 의회의 원고적격이 유럽연합법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고적격을 너무 좁게 인정한다면, 

국내 의회의 보충성의 원칙 준수에 관한 책임(EUV 제12조 b)호223) 참조)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 국내의 단 한 명의 의원의 신청에 

의해서도 보충소송의 제기를 허락하는 등 원고적격을 너무 쉽게 인정한다면, 

이를 ‘기관’으로서의 국내 의회가 원고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일 수 있

다. 보충소송의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는 의회 소수파의 권리로서의 보충소송

의 역할과 연관된다.224)

218)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9 참조. 
219)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20 참조.
220)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3 참
조.

221)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9 참조.
222)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S. 

2274, 2276 참조.
223) EUV 제12조

  회원국 국내 의회는 유럽연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극적 

기여를 한다:
      b) 보충성의 원칙이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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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분기관의 원고적격225)

유럽의회의 의장, 의장단, 원내교섭단체 등 ‘부분기관’(Organteil)과 개별 

의회 의원들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부분기관이 조약이

나 유럽의회의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부분기관의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AEUV 제263조 제3단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의회 의

원이나 유럽의회 소속 부분기관이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AEUV 제263조 제4단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의 경우, 유럽의회의 직무규정이 원내교섭단체에 일련의 협력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원내교섭단체가 현저한 기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면, 소수자 보호의 사고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원내교섭단

체들과 유럽의회 사이의 무효화소송에서는, 유럽의회의 법적 행위 중 제3자

에 대한 법률효과를 갖는 것만이 그 대상이 된다(AEUV 제263조 제1단). 예

를 들어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 내부의 조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원내교섭

단체들의 무효화소송과 관련하여, 이는 오로지 유럽의회의 내부적인 행위로

서 대외적인 법률효과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26)

정당은 유럽연합의 부분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AEUV 

제263조 제2, 3단에 근거하여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정당은 개인의 원고적격에 관한 AEUV 제263조 제4단에 의하여 정당 

내부 다수결로써 유럽의회의 결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24)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20 참조.
225) 이 부분 내용은 M. Herdegen, Europarecht, 17.Aufl., C.H. Beck, 2015, S. 216 

참조.
226) EuGH, Rs. 78/85, Fraktion der Europäischen Rechten/Parlament, Slg. 1986, S. 

1753, Rn.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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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분특권적 원고적격

Ⅰ. 의미와 기능

회계법원, 유럽중앙은행, 지역위원회는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는 점에서 권리보

호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권적 원고적격자들에 비하여 제한된 원고적

격을 가지지만, 유럽연합의 기관으로서 비특권적 원고적격자인 개인에 비해

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라고 

지칭된다. 주로 청문권, 통지권 및 그 밖의 참여권 등이 침해당한 경우에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227)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의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하자 있는 

조치가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특별한 권리보호이익’(spezifisches 

Rechtsinteresse)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한 권리

보호이익은 반복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의 

본질적인 의미에 관하여 법적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한 유럽

연합의 기관의 판단이 원고의 유럽연합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초

를 이루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228)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 역시 특권적 원고적격자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인 측면에서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유럽연합 기관들의 

권한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Ⅱ. 주체

227)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1 참조.

228)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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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이전의 조약에서는 처음에는 유럽의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럽연합의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유럽의회는 부분특권적 원고적

격을 인정받았고 이후 이는 구 조약들을 거쳐 EGV에 명문화되었다. 유럽의

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유럽재판소의 판례는 유럽연합 기관들 간의 제도적

인 균형의 보장을 강조하였는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유럽연합 외에 유럽

연합의 지역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및 회계법원 등 유럽연합의 그 밖의 기

관들에 대하여도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우선 회계법원

의 경우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하여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로 인정되었고, 지

역위원회 역시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AEUV 제263조 제3단 참조). 이와 같이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의 확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역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기관들

의 경우 이제는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229)

회계법원, 유럽중앙은행, 지역위원회에 대한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의 인정

은, 유럽의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내에서의 위 각 기관의 지위, 

그 권한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이 있다. 회계법원과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

합을 구성하는 공식 기관으로서, 회계법원은 유럽연합의 기금이 적절히 징수

되고 합법적, 경제적으로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

며,230)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의 안정을 보장하고 유럽연합의 경제 및 화폐정

책의 틀을 짜고 이행하는 데 책임을 진다.231) 지역위원회는 유럽의 지역 및 

지방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유럽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

회는 지역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기에 앞서 지역

위원회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232) 회계법원과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공

식 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 자체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

요성이 존재하며, 다만 여타 기관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범위에 있어 제한이 

229)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76 참조.

230)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60쪽 참조.
231)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58쪽 참조.
232) 박덕영 외 16인, EU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2, 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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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지역위원회의 경우 유럽연합이 상당히 중앙집권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럽연합의 공식 기관들의 권한 행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이상 그 권한을 보호할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필요하므로 역시 원고적격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Ⅲ. 보충소송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 제8조 제2항233)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입법행위에 의하여 보충성의 원칙이 침해당하였고 입

법행위의 발령에 있어서 AEUV에 지역위원회의 청문권이 예정되어 있는 경

우, 해당 입법행위에 대해 보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34) 보충소송에 관한 

지역위원회의 원고적격은 ‘보충성 원칙의 태생적 수호자’라는 지역위원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다.235)

제3절 소결

Ⅰ. 차등적 원고적격의 인정과 그 의미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은 개인에 비해 특권적인 원고적격을 인정받

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권적 원고적격자와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가 

구분되어 각 서로 다른 요건 하에서 차등적인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

233) 의정서 제8조
      제2단 AEUV에서 지역위원회의 청문을 예정한 경우 지역위원회는 입법행위

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4)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1 참조.
235) R. Streinz, EUV/AEUV Kommentar, 2.Aufl., München: C.H. Beck, 2012, S. 

2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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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관마다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범위 및 정도가 다른 이유는 

기관 간의 권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기관과 회원

국은 조약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적인 구조 내에서 각자 고유한 임무를 맡으

면서 유럽연합의 다양한 측면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무효화소송은 이러

한 유럽연합의 기관 상호간 또는 기관과 회원국 간 권한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236) 그러므로 유럽

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 중 유럽연합 내에서 중요하고 많은 권한을 갖는 주

체일수록,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의 조치와 관련이 되거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통하여 보

다 폭넓은 통제권한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먼저 제한된 개별 수권의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조약을 통해 

부여된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유럽연합 스스로가 새로운 권한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회원국에 대하여 특권적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

가 없다. 또한 유럽연합의 기관 중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의 공동입법기관으로서, 공동으로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된 의사결정기관 내지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강력한 기관들이다. 따

라서 이들은 유럽연합법을 위반한 유럽연합 내 타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거

의 언제나 어떠한 식으로든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237) 역시 

특권적 원고적격을 부여받았다. 특히 유럽의회의 경우 최초 설립 시에 비하

여 점차 그 권한이 강력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원고적격이 인

정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권한의 통제 필요성도 증대되었으므로, 무

효화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럽의회의 조치 역시 확대되어 갔다. 반면에 부분

특권적 원고적격만이 인정되는 회계법원, 유럽중앙은행, 지역위원회는 유럽

연합에서의 역할 및 지위를 고려할 때,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도록 인정하면 충분하다.

236) Schlussanträge des Generalanwalts Walter van Gerven vom 30. November 1989, 
Rs. C-70/88, Slg. 1990, S. Ⅰ-2041(Ⅰ-2053) 참조.

237) 김대순ㆍ 김민서, EU법론, 제2판, 삼영사, 2015, 3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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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차등적 인정은 아래에서 보는 무효화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

과도 연관된다.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의 소송의 경우 원고 자신의 권리 

구제의 목적은 거의 없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의 목적이 강하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 대한 통제권한 역시 각자의 권한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만으

로 충분히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의 모든 기관에게 무

제한적인 원고적격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도 유럽연합의 기관이 각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서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소

급효와 대세효 및 결과제거 의무 등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무효화판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와 같은 원고적격의 확대는 행정의 효율성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즉,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 간 

정치적인 감시에서 나아가 사법심사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으로, 그 원고적격을 차등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무효화소송의 목적과 효율성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

Ⅱ. 객관소송과 규범통제절차의 표지(標識)

유럽연합의 기관들 및 회원국의 무효화소송은 그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

어서 원고 자신의 권익과의 관련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나(특권적 원고적격

의 경우), 개인의 무효화소송에 비하여 원고 자신의 권익과의 관련성의 요건

이 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부분특권적 원고적격의 경우), 권익과 위법성 

간 견련성이 단절 내지는 약화된 객관소송적 구조를 띤다. 또한 이들의 무효

화소송은 원고 자신의 권익 구제 목적보다는 유럽연합의 기관들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의 목적을 가지므로, 무효화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을 잘 보여준

다.238)

238) 객관소송이란 주된 목적이 행정처분을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하는데 있는 소송

으로, 원고적격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소송이다. 주관소송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한 개인의 권익구제에 있는 소송으로, 
따라서 원고적격은 구제의 대상이 된 권익의 주체에 대하여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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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유럽연합의 기관들의 조치 중 규범적 행위에 대한 무효화소송의 

경우, 특권적 원고적격자들에 의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

건성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에 의한 

소송은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건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에 각 해당한다.

한편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의 소송은 일정한 기관들만이 권리침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행

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대응하는 제도로도 볼 수 있어,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의 무효화소송은 기관소송과 항고소송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다. 그리

고 기관소송은 대표적인 객관소송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무효화소송은 객

관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Ⅲ. 당사자적격과 대상적격의 확대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의 무효화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대상적격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유럽의회는 초기에는 아예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으

나 현재는 특권적 원고적격을 갖는 것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고, 리스본 조약

을 통하여 지역위원회의 비특권적 원고적격과 보충소송이 인정되었으며, 무

효화소송의 피고와 대상 역시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및 전문기구들의 제3자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은 소송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을 구별하여 그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객관소송은 원고적격 단계에서 계쟁 행정

행위가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는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그 법규에 의해 부여되어 

있는 원고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위법성 견련성’이 문제되지 않는 반면, 
주관소송은 위법성 견련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객관소송은 

적법성 통제가 주된 기능인 반면, 주관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가 주된 기능이다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140-141쪽, 158-159쪽 참조).
  다만 한 국가 내에서의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객관소송과 주관소

송 중 어느 하나만의 구조와 기능을 취한다기보다는,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나 

그 중 주된 구조와 기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객관소송 또는 주관소송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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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 및 회원국 간 상호통제를 통하여 제도적인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그 실효성 차원에서 당사자적격과 대상

적격 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회원국 국내 의회의 보충소송이 도입되었고, 

유럽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유럽의회의 부분기관인 원내교섭단체에 대해서

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에 따

라 회원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역시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

자 보호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도 소수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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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절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특성

Ⅰ. 객관소송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을 강하게 갖는다. 먼

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객관소송적 구조를 갖는

다. 첫째, 무효화소송의 대상에는 AEUV 제288조의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라면 비전형적인 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특히 

AEUV 제288조의 법적 행위는 결정 외에 규칙, 지침과 같은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규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유럽연합법에서는 취소와 무효

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위법성의 확인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무효화소송에 있어서의 네 가지 무효사유는 프랑스 행정법의 

‘취소사유’(le cas d'ouvertur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개인의 원고적격이 인

정되어 본안판단으로 넘어가면 객관적인 취소사유인 권한의 부존재, 중요한 

절차 규정의 위반, 조약 및 그 조약 실행 규범의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만이 심사되고 그 취소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는

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무효화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객관소송적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의 권리 구제에 관한 주관소송적인 기능은 부수적으로 겸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유럽연합은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 자체가 존속 기반이 되는 ‘법

공동체’(Rechtsunion)임을 반영한 것이다.239)

무효화소송의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은 유럽 대다수 국가들의 입법 경향

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독일과 같이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으로 구

성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이고, 프랑스의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u 

239)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157-1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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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voir), 영국의 ‘사법심사청구소송’(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모두 객

관소송에 해당한다. 특히 무효사유의 내용이나 판결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화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 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효화소송의 구조와 기능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간의 합의의 산물이자 현

재까지의 최종적 결론이라고 하겠다.

Ⅱ. 형성소송과 확인소송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독일에서의 통설이다.240) 첫째, 무효화소송의 대상은 유럽연합의 

조치 일반이기는 하지만, 위 조치에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만이 포함

되고 사실행위는 제외된다. 둘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무효

인 부존재행위는 애초에 무효화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무효선언판

결에는 소급효와 대세효가 인정되고, 이로써 유효성이 추정되던 조치가 무효

로 인정된다.

공정력 개념241)에 기초한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무효화소송의 성격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독일법

상의 취소소송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먼저 무효화소송의 대상은 독일

법상 공정력의 개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전형적 조치까지 모두 포괄한다. 또한 규칙, 지침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 역시 무효화소송의 대상에 포함되는바, 규범은 그 성질상 소

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무효인 규범을 무효선언

240) C. Vedder, H. von Heinegg, Wolff(Hrsg.): Europäisches Unionsrecht (EUV, 
AEUV, Grundrechte-Charta) Handkommentar, 1.Aufl., NOMOS, 2012, S. 891 참
조.

241) 독일법상 공정력이란, ‘단순위법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효력’(fehler 
unabhängige Wirksamkeit)이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에는 처분의 공정

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

사, 2007, 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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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부존재행위에 대하

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부존재행위는 무효화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

아 소가 각하된다. 그러나 이는 부존재행위인지, 무효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일단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법원이 특정 조치를 

부존재행위라고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되면 이는 법원이 해당 조치의 위

법성이 너무나도 중대하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각하 판결은 무효선언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따라서 결국 유럽연합법에서는 취소사유, 무효사유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화소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효선언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무효화소송이 확인소송이더라도 충분히 인정

될 수 있는 것이고, 소급효의 경우 프랑스법의 ‘예선적 특권’(le privilège du 

prèalable)과 유사한 맥락에서 절차적으로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

될 뿐이며, 무효화소송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됨으로써 위 사실상 추정

이 깨어지고 처음부터 해당 조치가 무효였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42) 또한 무효화소송의 제소기간 역시 무효화소송이 독일식의 순수한 

형성소송이기 떄문이라기보다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무효화소송의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무효화소송이 형성소송과 확인

소송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독일의 취소

소송과 같은 순수한 형성소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Ⅲ. 규범통제절차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규범통제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무효화소

송의 대상이 되는 조치들에는 제2차 유럽연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2차 

유럽연합법 중 규범에 해당하는 규칙, 지침에 대한 특권적 원고적격자의 소

242)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44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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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로서,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의 소송은 구체적 규

범통제절차로 각 기능한다. 비특권적 원고적격자인 개인의 경우 특권적 원고

적격자 및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에 비하여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기는 하

나, 그 역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 사건에 적용되는 규범을 다툰

다는 점에서 규범통제절차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효화소송은 그 대상적격이 일반적 효력을 가진 입법행위에까지 

확대됨으로써 규범통제절차로 기능한다. 한편 유럽연합의 법원의 핵심적 업

무 중 하나인 선결적 결정절차 역시 일종의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 해당하

므로, 유럽연합의 법원은 선결적 결정절차와 무효화소송을 통하여 ‘유럽연합

의 기관들의 조치의 무효성 판단에 관한 독점적 권한’(폐기독점권, 

Verwerfungsmonopol)을 갖게 된다.

Ⅳ. 기관소송과 개인소송의 일원적 운영

기관 및 회원국들의 무효화소송과 개인의 무효화소송은 관할 및 원고적격

의 요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하나의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본안 

판단 단계에서는 동일한 무효화 사유들에 의하여 심사되어 일원적으로 운영

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관이나 구성원이 아닌 개인에게 유럽연합의 기관의 

조치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매우 파격적인 지위를 부여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유럽연합법상 개인의 무효화소송에는, 

국가 내에서 개인이 원고가 되어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법

상의 취소소송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Ⅴ. 선결적 결정절차에 대한 보조적 역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이 원고가 되는 무효화소송에 있어서 그 원고적격

이 크게 제한됨으로 인하여, 무효화소송은 선결적 결정절차에 대하여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실제로 선결적 결정절차는 유럽재판소가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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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무효화소송이 원고가 유럽연합의 조치를 직접 전문화된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무효화소송의 활용도가 지

금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243)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조약 

및 조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인 

유럽연합의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유럽제1심재판소와 유럽재판소라는 

2심으로 구성되어, 유럽재판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선결적 결정절차보다 전문

적이고 개인의 권리 구제에 더욱 효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견해는 참조할 만하다.

제2절 시민단체와 행정주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Ⅰ. 행정 통제적 기능의 강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동체의 의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과

정을 통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결정된 의사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 

행정입법, 행정계획 등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 결정 단계에

서부터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의 결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을 통제하는 것은 현대 국가에서 공적 의사결정의 민

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244) 나

아가 현대 국가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복잡한 형태의 행정소

243) A. Arnull & D.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UP Oxford, 2015, p. 378 참조. 

244)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원고적

격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2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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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점차 늘어나고 새로운 권익이 보호이익으로 출현하여 인정받음에 따라, 

행정작용과 행정소송의 파급력이 증가되었다.245)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개인

의 권익 구제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법부에 의한 

행정의 적법성 통제는 판단의 대상이 된 당해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고려하여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당해 영역을 지배

하는 공동체적 법질서로 정립되며 이후 유사한 상황을 지도하는 법규범으로

까지 기능한다. 즉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과정은 공동체의 법질서 형

성의 과정이며, 법원은 공동체의 정치적 도덕적 원리들이 법원리로 발전하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이것이 행정소송의 본질적인 기능으

로 파악되어야 한다.246)

Ⅱ. 법률상 이익 개념의 확대 가능성

취소소송의 기능으로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강조하게 되면, 원고적격의 범

위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문언에

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판례는 점진적으로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왔다.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의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 해석론적, 입법론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45) 이희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에 관하여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이

해 -”, 고시계 제52권 제12호 통권610호(2007년 12월), 고시계사, 2007, 25-27쪽 

참조.
246)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원고적

격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2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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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론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의 개인의 원고적격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법률상 이

익’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대신 이익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 권리 개념을 반드

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가리키는 듯한 ‘법률

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권리와

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률’과 ‘법’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언어관용을 고려할 때, 

‘법률상’이라는 문구를 법 내지 법질서 전체로 이해하여 법률상 이익을 헌법

과 법률 및 하위법령 등 법질서 전체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할 여

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법률상 이익을 ‘법질서 전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

므로 마땅히 취소소송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의미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247)

다만 이에 대하여는 ‘보호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

로 원고적격 판단에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248) 이는 모든 법률상 불확정개념에 공통된 위험으로서 향후의 합리

적인 판례의 형성과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249) 또한 

원고적격의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 해석의 위험성 때문에 원고적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2. 입법 가능성의 모색

나아가 현행 취소소송법 제12조의 개정도 고려될 수 있다. 과거에도 행정

247)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282-283쪽 참조.
248) 김동희, 행정법Ⅰ, 제22판, 박영사, 2016, 741쪽 참조.
249)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282-2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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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중 원고적격 부분의 개정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02. 

4. 1. 법원행정처에 의해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를 만들고 2006. 9. 8. 국회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위 개정의견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하였

다.250) 그러나 이는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무부는 2011. 11.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 3. 

입법예고하였는데, 위 개정안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를 “법적 이익이 있는 자”로 변경하여 역시 원고적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251) 그러나 이 역시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50년간 판례를 통하여 안정화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굳이 새로운 미지의 불확정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없다는 비

판,252)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가치 판단, 즉 누구

의 관련된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은 입법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사법의 민주

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253) 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첫 번째 비판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안정화된 ‘법률상 이익’의 개

념은 현재의 문언과는 확실한 괴리가 존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개정 내용

은 그동안 판례를 통하여 안정화된 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아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비판

의 경우 경청할 만한 견해이기는 하나, 원고적격의 범위에 따라 취소소송에 

있어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적

격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입법자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볼 

250)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Ⅰ, 법원행정처, 2007, 76쪽 참조.
251) 정하중,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경과,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법무부 국가송무

과, 2012, 7쪽 참조.
252) 정하중, “법무부의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지방자치법 연구 

7권 3호(통권 15호), 법영사, 2007, 401-402쪽 참조.
253) 조홍식,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객관소송관에 대한 분석적 비판

을 중심으로-”, 법학 46권 4호(137호)(2005년 12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84-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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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기능을 강조하여 장래에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통하여 법원이 ‘법과 정치의 공식적 소통창구’로서 개방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254)도 가능하다. 또한 원고적격의 확대를 통한 객관소송적 기능의 활성

화는, 적어도 종래의 극단적인 주관소송적 견해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법의 법률상 이익은 객관소송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법적 이익’, ‘보호가치 있는 이익’, 나아가 ‘정당한 이익’이라

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측면, 판례와 이론의 발전 

가능성의 여지 및 그동안의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이익’ 내

지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 정도로의 변경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

한 개정의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취소소송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개인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행정통제

도 취소소송의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을 수 있게 된다.255)

Ⅲ.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의 확대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은, 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확대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현재의 판례와 통설

에 의하면, 예를 들어 환경단체의 구성원들이 발전소사업승인처분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그 구성원들은 환경영향평

가대상 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환경단체

가 직접 환경상의 공익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폐해가 분산되어 개인적 이익으

254) 이희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에 관하여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이

해 -”, 고시계 제52권 제12호 통권610호(2007년 12월), 고시계사, 2007, 25쪽 참

조.
255) 朴正勳, 주제발표: 원고적격ㆍ의무이행소송ㆍ화해권고결정, 행정소송법 개정 공

청회, 법무부 국가송무과, 2012,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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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원하기 어렵거나 개개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지만 사회 전

체에 야기되는 폐해는 큰 경우가 존재하고, 이러한 분산이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익소송의 경우 시민단체 등을 원고로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성이 증가되고 있다.256)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의 해석과 입법을 통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함

으로써 공익소송을 위한 원고적격자로서의 시민단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시민단체에게는 실정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는 

경우더라도,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권리의 침해가 있다면 이를 시

민단체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구성한다거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없더라도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시민단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그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재판소는 Greenpeace 사건에서 그린피스에게 개별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사실이 있고, 프

랑스에서도 단체의 원고적격의 경우 당해 조치와 당해 단체 사이의 특정한 

연관성이라는 집단적 이익의 존재를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일정

한 지역적 활동영역이 지방적 성격을 가지고 단체의 목적 역시 개별적이고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257) 우리나라에서

도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구성원과의 관련

성이나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원고적격은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어

야 한다.

Ⅳ. 행정주체의 원고적격

256)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원고적

격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2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20쪽 참조.

257)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원고적

격 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 사회 2002년 하반기 제2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12-13쪽 참조.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222-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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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의 인정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법인격 주체여야 하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행정기관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

나,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258)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도 당연히 포함된다. 물론 무효화소송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인 이상 행정주체인 기관과 구성원인 회원국에게 원고적격

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이 외에도 소수자 보호의 차원에서 

유럽연합 기관의 부분기관도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개

인이 제기하는 무효화소송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자인 개인은 자연인, 공법인

ㆍ사법인을 비롯한 법인, 사법상의 그 밖의 공동체 유형, 그리고 공법인의 

일종으로 회원국 국내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고 있다.

취소소송의 주된 기능을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법질서의 확립으로 

보게 되면 행정주체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

다.259) 또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고만 

되어 있어 그 해석상 행정주체를 배제할 이무런 이유가 없고, ‘처분등’의 개

념에서 ‘국민’은 처분의 상대방을, ‘권리ㆍ의무’는 권익 내지 지위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인뿐만 아니라 행정주체도 당

연히 법률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에게 분산된 이익을 대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실무에서는 행정주체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주체에

게 일정한 처분을 다툴 별다른 절차 내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행정주체 역시 취소소송

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역시 최근 원고 지방자치단

258)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286쪽 참조.
259)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3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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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

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260) 

즉, 실무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이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인정 범위를 아직까지는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

다. 이는 다른 제도와의 충돌 우려와, 취소소송의 권리 구제라는 주관소송적 

기능을 강조하는 종래의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제도와의 충돌 우려가 

없고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상, 앞으로 행정주체

의 원고적격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과의 충돌이 문제될 

26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

10755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

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협의 취소는 비록 그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

해 이 사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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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261)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262) 참조) 추상적 권한의 소재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

로 할 뿐(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263) 참조) 그 권한이 개별 사안에서 적

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으므로,264)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과는 그 영역이 구별된다.265) 또한 헌법재

판소 판례266)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261)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26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263)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64)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346쪽 참조.
265)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287쪽 참조.
266)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

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

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

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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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게만 인정되므로,267)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보다 

폭넓게 취소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기관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은 법인격 주체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관소송과 취소소송과의 충돌 문제는 없다. 다만 

기관 간 권한의 분쟁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관들의 공통된 상급기관의 조

정 등 행정조직 내부에서 해결 및 조정되도록 하여야 행정의 통일성과 안정

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268)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45조269) 참조, 기관소송법정주의), 오늘날 독

립적 위상을 가지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기관 간 분쟁이 상급기관에 의하

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의 공백을 막기 위하

여 입법론으로는 기관소송법정주의를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 견해가 존재

한다.270)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기관소송으로 법정되지 않은 소송유형 중 행

정기관 명의로 행정주체가 제기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소소

송 등 항고소송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주체에게 취소소송

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271)

지 아니한다.”
267) 김진하, “국가기관(장) 등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쟁점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에 즈음하여 -”, 재판자료 제132집: 행정재판

실무연구 Ⅴ, 법원도서관, 2016, 14쪽 참조.
268) 김진하, “국가기관(장) 등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쟁점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에 즈음하여 -”, 재판자료 제132집: 행정재판

실무연구 Ⅴ, 법원도서관, 2016, 14쪽 참조.
269) 행정소송법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70) 김진하, “국가기관(장) 등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쟁점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에 즈음하여 -”, 재판자료 제132집: 행정재판

실무연구 Ⅴ, 법원도서관, 2016, 14-15쪽 참조.
271)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343-3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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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정입법과 원고적격

Ⅰ. 행정입법

1. 취소소송의 필요성

현대 국가에서 행정작용의 핵심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일대일의 개별처

분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에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적인 사명”272)이다. 행정 

실무상 행정입법 제정 과정에는 법학자와 법률가의 참여가 부족하고 행정입

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법학적 소양이 부족한 반면, 행정입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입법의 문언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점, 행정입법에 대

한 사전 심의는 부실한 점, 행정입법을 다양한 기관들이 제정하고 폐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입법을 함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들 

간의 행정입법이 체계 정합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 자체의 결함과 행정입법 상호간의 모순ㆍ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이들의 종합적ㆍ체계적 해석을 할 필요

성이 절실하다.273)

물론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부수적 규범통제절

차가 존재하고, 실무상으로는 이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원칙적인 사법심사 방

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274) 참조), 집행행위의 매개 

272) 이상덕,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2015년 10월), 한국공법학회, 2015, 254쪽.

273) 이상덕,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2015년 10월), 한국공법학회, 2015, 254쪽 참조, 선정원, 
“권위들의 충돌과 합법성 심사의 발전방향”, 공법연구 제32집 제1호(2003년 11
월), 한국공법학회, 2003, 58-59쪽 참조.

2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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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275)

그러나 국민의 권익 구제라는 취소소송의 주관소송적 기능을 강조하더라

도, 행정입법에 대하여도 행정청의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취

소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다. 헌법 해석상으로도 

헌법 제107조 제1, 2항276)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한

은 대법원에 각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헌법 제107조 제2항에는 

행정입법인 명령ㆍ규칙과 더불어 현행법상 명백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법원은 간접적 

규범통제권한만을 가졌다는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277)

또한 취소소송이 부수적 규범통제절차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비하여 제도

적으로도 우월하다. 유럽연합법에서 무효화소송을 통하여 규범 자체를 취소

하는 것이 선결적 결정절차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신속성 차원에서 유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소소송은 부수적 규범통제절차

와 헌법소원심판절차와 달리 행정입법에 근거한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

입법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어 행정경제와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또한 취소

소송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송에 비하여 전문성이 보장되고, 3심을 거

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이 높다. 마지막으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275) 朴正勳,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법학 45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377쪽, 성낙인, 헌법학, 제13판, 법문사, 2013, 1349-1350쪽 참조.
276)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

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77) 朴正勳, 앞의 책, 2007, 박영사, 176쪽 참조, 박균성,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의 제문제”, 특별법연구 9권(2011. 7.), 사법발전재단, 2011, 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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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울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달리 지방에도 위치한 법원이 국민의 입장

에서 접근 가능성이 높아 편리하다.278)

2. 취소소송 가능성의 확대

실무상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 취소소송이 허용되고 

있다. 즉, 명령ㆍ규칙과 같은 행정입법279)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규

범통제만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규율하여 형

식은 규범이나 실질은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분적 행정입법)280)이거나, 

다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

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자기집행적 행정입법)281)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282)

그런데 처분적 행정입법의 경우 그 실질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기보다

는 개별적, 구체적 결정 내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278) 朴正勳,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법학 45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383쪽.

279) 조례는 법률 또는 명령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회는 

넓게 보면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역시 행정입법

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하의 논의는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조례 역시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집행행위의 개입 없

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

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참조)
28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

결 등 참조.
281)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위 각 판결들은 “집행행위의 개

입 없이도” 내지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82) 전자는 처분적 행정입법(처분법규), 후자는 자기집행적 행정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 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집행되는 통상의 행정입법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 및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부수적 규범통제만이 가

능하다(이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25호
(2010. 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24-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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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집행적 

행정입법과 통상의 행정입법이 취소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데, 유럽연합법에서 규범에 대한 무효화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위 

양자 역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럽연합법상의 무효화소송의 대상인 ‘조치’는 AEUV 제288조의 법적 행

위 중 구속력이 없는 권고와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법적 행위, 즉 규칙, 지

침, 명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규칙은 모든 사람들을 수범자로 하

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지침은 각 회원국이 그 형식과 수단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법행위로 인정되기도 하는바, 이들은 규범적 조치에 

해당한다. 유럽연합법상 규칙, 지침 등 규범적 조치에 대한 무효화소송의 실

무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입법이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서 지금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283)

첫째, 유럽연합법에서는 규범적 조치의 경우 적어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

재하여야(제2, 3유형) 무효화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직접적 관련

성의 유무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 회원국이 이행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회원국이 규범적 조치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신속하고도 충분히 예고한 경우 등에는 규범적 

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이행조치가 필요한 경우더라도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집행행위가 매개되는 이상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

은 제기할 수 없으나, 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집행되는 통상의 행정입법의 경

우에도 위와 같이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그 중 일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연합법에서도 무효화소송의 대상적격을 다소 협소하게 해석함으

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 구제 및 유럽연합의 기관 통제라는 사법심사의 목적

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사법심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이 존재하나 이를 집행할 

283) 박균성,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문제”, 특별법연구 9권(2011. 7.), 사법

발전재단, 2011, 81-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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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해당 행정입법을 위반하는 법

적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한 

부수적 규범통제절차를 밟을 기회도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의 객관

소송적 기능 역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은 규범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사건이 전

제된 경우 규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위적ㆍ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이다. 국

가기관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

한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해석론으로나 입법론으로나 이는 적절치 않

을 것이다.

Ⅱ. 입법론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행정입법까지 확대하는 것 또한 역시 과거 행정소

송법의 개정안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2006. 9. 8.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서는, “협의의 처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

규명령ㆍ규칙 등 행정입법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함으로써 국민

의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284)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입법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

시켰다.285)286)

284)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Ⅰ, 법원행정처, 2007, 12쪽.
285)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명령 등”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명령ㆍ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처분 등”이라 함은 처분 및 명령 등 또는 그 거부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을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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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하여 명문으로 취소소송을 허용하는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봉쇄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대신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이 허

용되는 이상 사법심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행정소송의 제도적 수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생각

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행정입법이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법원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 그 위법성에 대한 통제

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었는데, 행정입법을 포괄적으로 취

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287)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표지인 처분성의 인정에 소극적인 이유로 

원칙적이고 통상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의 심리

와 법률의 해석·적용은 본래 법원의 고유한 임무로서,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

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

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288) 다만 헌법소

원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수호기능 역시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정의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심사 권한

을 갖되, 헌법재판소는 불복절차가 없거나 통상적인 불복절차로 실효성을 담

보할 수 없는 경우 그 결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ㆍ제도적 개선이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86)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Ⅰ, 법원행정처, 2007, 72-73쪽 참조.
287) 한편 행정입법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과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의 요건의 차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의 제기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박균성,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문제”, 특
별법연구 9권(2011. 7.), 사법발전재단, 2011, 86쪽 참조).

288) 사실심리의 절차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가 갖는 한

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최계영,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기

능과 한계-, 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008년 12월), 한국공법학회, 2008, 221-230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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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289) 다만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면 이는 종래의 헌법재

판소의 권한을 뺏어오는 결과가 되어, 국가기관 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290) 

제4절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Ⅰ. 취소소송의 형성소송적, 확인소송적 성격

행정소송법상 형성소송, 확인소송의 개념은 청구의 내용 또는 판단의 형식

에 따라 분류된다. 형성소송이란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ㆍ

변경ㆍ소멸)을 위한 일정한 법률요건의 존재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근거

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

이며, 확인소송은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

에 근거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위와 같은 분

류는 본래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내용에 따라 소의 유형을 분류하는 전통적

인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291) 

289) 이상덕,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재정립 –실무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 공
법연구 제44집 제1호(2015년 10월), 한국공법학회, 2015, 271쪽 참조.

290) 朴正勳,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법학 45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381쪽 참조.

291) 김철용ㆍ최광률(편집대표),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66쪽 참조. 민사소송

법상 소의 종류는 판결 신청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분류된다. 이행의 소는 원고의 이행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의무이행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이고, 확인의 소는 다툼 있는 권리ㆍ법률관계의 존

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며, 형성의 소란 판결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

동을 요구하는 소이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2016, 203-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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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는 것이 행정법학계의 통설

이다.292) 취소소송은 처분의 적법,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시킨다는 점에서는 형성소송적 기능을 수행한

다.293) 그러나 취소소송의 대상에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력

적 사실관계와, 제한적이나마 행정입법과 같은 규범이 포함되는 이상, 취소

소송을 독일법에서와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에 관한 순수한 의미

의 형성소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통설과 달리 독일법상의 

순수한 의미의 형성소송은 아니나 반대로 확인소송으로 볼 수도 없고, 다만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의 중간적 성격을 띤 제3유형의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취소소송의 성격을 이와 같이 파악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독일의 통설은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을 형

성소송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소송이 유럽연합 기관들의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객관소송적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고 본다. 즉 객관

소송적 기능과 형성소송적 성격은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형성소송-주관소

송”, “확인소송-객관소송”의 틀에 맞추어 취소소송의 성격을 파악할 것은 아

니다.

Ⅱ.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

통설은 취소소송을 형성소송, 즉 위법한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효과를 취소판결을 통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변동

시키고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소송으로 본다. 한편 무효

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제기

되는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존부나 효력의 유무를 확인ㆍ선언하는 소송으로 그 법적 

292) 김동희, 행정법Ⅰ, 제22판, 박영사, 2016, 728쪽,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

능, 박영사, 2007, 385쪽 참조.
293)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3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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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확인소송에 해당한다.29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의 중간적 성

격을 띤 제3유형의 소송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취소소

송과 무효확인소송이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으로서 각자 분리된 소송유형으로 

구별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유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실무상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우리나

라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

과, 그 사유의 유형은 동일하되 사유의 중대ㆍ명백한 정도에 따라(통설인 중

대ㆍ명백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구별되는 것 외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취

소소송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양 소송의 성격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현행법상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형태를 취하고 있

으나, 다같이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고 그 하자의 정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는 서로 중첩

관계에 있을 뿐이다.295)296) 

나아가 입법론으로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별개의 소송유형으로 규

정하지 않고, 취소소송 하나만을 인정하고 단지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한 경우 

제소기간 및 사정판결의 제한을 배제한다는 특칙규정만을 두는 방법을 검토

하는 견해도 있다.297) 

29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박영사, 2016, 9쪽 참조.
295)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사법발전재단, 2014, 

12-14쪽 참조.
296) 예를 들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도 취

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취지 변경 후 취소판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97) 朴正勳,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05),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2004, 153-1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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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유럽연합의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이 유지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행위를 다툴 수 있는 여러 소송유형을 

마련하였다. 그 중 유럽연합의 기관의 다양한 조치를 통제하는 가장 직접적

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무효화소송이다. 무효화소송은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의 기관들의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적법성의 통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 

자신의 주관적인 권한 내지 권익 보호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은 특권적, 부분특권적,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로 분

류되는데, 이들은 원고적격의 인정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과 해당 조치의 위

법성 간 관련성이 요구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특권적 원고적격자

는 유럽연합의 기관 중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개별적인 회원국이 

있고, 이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유럽연합 기관의 조치로 인하여 자신의 권

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

로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는 유럽연합의 기관 중 유럽중앙은행, 회계법원, 

지역위원회로서, 해당 조치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비특권적 원고적격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아우

르는 개인으로, AEUV 제263조 제4단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해당 조치가 자신에게 직접 발하여진 경우, 자신에게 발하여진 것이 아니

더라도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규칙과 같은 성격의 법적 

행위로서 별도의 이행조치가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소송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

한 기준이 되는데,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원고적격 단계에서 위법성 견

련성을 아예 요구하지 않거나 약하게 요구하고 있고, 본안 판단에서는 아예 

원고의 권익 침해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적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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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럽연합의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객관소송적 기능을 무효화소

송의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기관들과 회원국, 개인에게

는 원고적격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데, 이는 각 원고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권한과 지위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발전과 

각 기관의 권한의 확대에 따라 원고적격이 점차 넓게 인정되었고, 대상적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을 가진 무효화

소송은, 규범적 성격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추상적 또는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로 기능한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무효화소송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 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유럽연합법

상 무효화소송은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취소사유

와 무효사유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무효화소송이라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 판

단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역시 하나의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상 취소소송 역시 순수한 

의미의 형성소송으로는 보기 어렵고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의 중간 정도의 성

격을 가진 제3의 유형의 소송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

리 형성소송인지 확인소송인지 여부를 엄밀히 구별하는 것이 그 소송의 특

성을 파악하는 데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

송을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유형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하

나의 소송유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강조되어, 시민단체와 행정주체의 원

고적격이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보다 중요해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익과의 관

련성만을 요구하는 유럽연합법상 개인의 원고적격 요건과 같이, 현 행정소송

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 역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하여 보다 확대되

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단체 역시 해당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법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주체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원고적격이 제한적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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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되고 있으나, 유럽연합법상 특권적, 부분특권적 원고적격자들의 예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

이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제도와 충돌할 여지는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다 넓게 인정되어, 궁극적

으로는 행정청의 조치를 다투는 수단이 취소소송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특

히 유럽연합법상 개인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규범적 조치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무효화소송이 선결적 결정절차에 비하

여 제도적 우월성이 인정되어 무효화소송을 유럽연합법상 소송절차의 중심

에 놓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여타 

소송유형 및 현재 실무상의 부수적 규범통제절차(헌법 제107조 제2항)에 비

하여 제도적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소송을 비롯한 항고소송이 국민의 권

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제도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제2절 결어

유럽연합의 법원이 유럽연합의 통합의 원동력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의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수단인 취소소

송이 행정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의 내용 및 그 밖의 무효화소송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확대되

고,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과 같이 보아 무효확인소송과 일원적인 유형으로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과 연결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율이 높지 않아 원고

적격, 대상적격 등 소송요건이 넓게 인정되더라도 본안 단계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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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즉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송요건을 확대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소송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비용 부담 가중 차원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설령 소송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도과 등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판결

문의 이유 부분에 각하 판단만을 써주지 않고 본안까지 가정적으로 판단하

여 주는 경우가 많다. 소송 당사자들은 각하 판결에는 매우 불만족스러워하

고, 어떠한 결론이든 일단 본안에 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굳이 현재와 같이 가정적 판단을 설시해주는 번거로운 절

차를 거칠 필요 없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본안의 

판단을 직접 해주는 것이 개인들의 의사에도 보다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

각한다. 또한 가구제 절차에서는 신속성 측면에서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없이 이유 제시가 각하 판단에만 간략히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소송요건의 관문을 넓혀 원고에게 본안에 대한 심사

를 받을 권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행정소송의 가장 큰 목적인 국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양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 내의 사법심사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유형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심사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고, 그 

중 하나의 소송유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영역이 언

제나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소송유형 

자체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소송유형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

됨으로써 흠결이 보완되기도 한다. 행정입법과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한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법원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나타

난 흠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완되어 왔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었으나, 이는 결국 사후적 대책으로서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편익 

차원에서나, 사법심사의 일관성과 통일성 보장 차원에서나 행정의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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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법심사를 담당하여야 하는 주된 기관은 이를 원래 자신의 책무로 하고 

있던 법원이어야만 한다.

비교법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행정법은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 변모하

여 왔다.298) 즉 행정은 독자적이고 국민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계에서 점차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제3단계 행정법이 

채택한 행정소송의 성격이 바로 객관소송이다. 유럽 내의 각 국 역시 이와 

같은 행정법의 발전 과정을 거친 후, 유럽연합을 창설하고 무효화소송을 마

련하면서 그 체계를 객관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 행정법을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변모하여 온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역시 취소소송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때가 온 것이

라고 생각된다.

298) 행정법의 3단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는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7, 
박영사, 36-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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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ie Klageberechtigung

der Nichtigkeitsklage im Europarecht
― in Bezug auf die Reform der koreanischen Anfechtungsklage ―

Jeonghoon PARK

Bei dieser Arbeit soll die Klagebefugnis der europäischen Nichtigkeitsklage 

und deren Andeutung für die Klagebefugnis und andere Fragen wie die des 

Klagegegenstandes der koreanischen Anfechtungsklage untersucht werden. Die 

Klageberechtigung der Nichtigkeitsklage im Europarecht zeigt die Struktur 

und die Funktion der Klage selbst. Zudem signalisiert sie einen wichtigsten 

Wert des Verwaltungsprozesssystems im Europarecht.

Die Nichtigkeitsklage im Europarecht ist ein Prozess für die europäischen 

Organe und die Mitgliedstaaten einerseits und auch für Privaten andererseits. 

Sie ist zwar grundsätzlich ein Prozess für die Organe und die Mitglied 

staaten. Sie bietet aber auch den Privaten eine größere Möglichkeit des 

Rechtsschutzes als die koreanische Anfechtungsklage. Dabei beschränkt sich 

also die Klagebefugnis der Privaten nicht auf die subjektiven Rechte oder 

die gesetzlichen Interessen. Und auch ein Normativakt kann unter der 

Bedingung einer unmittelbaren und individuellen Betroffenheit der Klage 

gegenstand sein.

Was die Klagebefugnis der europäischen Organe und der Mitgliedstaaten 

betrifft, kann man eine Andeutung für die koreanische Anfechtungsklage 

darin finden, dass dabei die Klagebefugnis auch für die Verwaltungssubje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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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ie Verwaltungsorgane angenommen werden kann, und zwar mit 

unterschiedlichen Bedingungen und Reichweiten. Somit kann die Anfechtungs 

klage die Lücke der verwaltungsrechtlichen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ganstreitkeiten ergänzen.

Beim Begreifen der koreanischen Anfechtungsklage als eine Art der 

objektiven Klage sind die Eigenschaften der Klageberechtigung der 

europäischen Nichtigkeitsklage sehr behilflich und aufschlussreich.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koreanische Verwaltungsklage dem französischen und 

dem deut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entstammt, und dass die letzteren 

ihrerseits heute zum europä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entwickelt sind. 

Hierin liegt die zentrale Bedeutung der Nichtigkeitsklage im Europarecht und 

deren Klageberechtigung für die Untersuchung der koreanischen Verwal-

tungsklage.

Stichwörter: Nichtigkeitsklage, Europarecht, Klagebefugnis der Privaten, 

privilegierte Klagebefugnis, semi-privilegierte Klagebefugnis, 

nicht-privilegierte Klagebefugnis, Normativakt

Studentnummer: 2015-2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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