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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교법에서의 핵심 문제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전제로 ‘어떠한 대상을
비교할 것인지’, ‘그 대상의 어떠한 요소를 선정하여 비교할 것인지’, ‘어
떻게 비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비교법에서는,
비교의 대상인 ‘법’이 갖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법’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실효
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가 이루어져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사법(私法)은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둘러싼 사인간의 분쟁은 국경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에 관하여는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교법 연구가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러나 공법은 공통된
법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법체계를 좌우한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법
연구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헌법과의 관계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비교법 연구
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의 행정법 체계
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초국가적 행정주체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행정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비교를 위한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과 같이 법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
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비교행정법을 위한 방법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비교행정법 영역에서의 방법론의 핵심은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에 Peter Cane이 제시하
는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소개하고자 한다. Peter Cane은 권력의 분산 및 집중의 정도를 ‘통치구조’
라고 칭하고, 통치구조의 내용에 따라 행정통제의 방식이 좌우된다고 설

명한다. 즉, 권력이 분산된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견제와 균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권력이 집중된 ‘집중시스템’을 갖
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에 Peter Cane의 설명 방식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사법심
사의 강도를 각 나라의 통치구조와의 관련 하에 소개한다. 이후 위 구조
적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교행정법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행정법
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
고자 한다.
주요어 : 비교법, 비교행정법, 방법론, Peter Cane
학 번 : 2015-2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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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학문에서의 ‘비교’는 비교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첫째로는, 외국의
법체계가 자국의 법체계와 사이의 최소한의 공통점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이다. 만약 외국의 법체계와 자국의 법체계 사이에 최소한의 교집합도 존
재하지 않는다면 비교연구를 하더라도 자국의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비교연구의 실익이 없을 것이다. 즉, 전혀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실제적인 도움
을 주지 못한다. 이에 실효성 있는 ‘비교’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전제로 하
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서만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비교법 연구자가 외국의 법체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
한지의 문제이다. 비교법 연구자는 외국법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외부 관
찰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상 밖에 있는 연구자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법
체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비교법
연구자가 외국의 법체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면, 결국 왜곡된 대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비교법 연구자가
어떠한 대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법철학
의 문제로서 ‘법이란 무엇인가’의 논의와도 관련되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국의 법과 대응하는 외국의 법을 선택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하
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비교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비교법 영역뿐만 아니라 ‘비교’의 방
법을 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
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비교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비교를 통해서 자
국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연구
하고자 한다.
특히 종래 비교법은 사법(私法)과 관련하여 발전해 왔다. 사법이란 사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고, 이를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
의 법체계와 타국의 법체계 사이에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적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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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발견하는 것이 쉽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법의 경우 법외적
요소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법영역으로 인식되어 외국 법체계와의
비교가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행정법은 헌법의 하
위 체계에 해당하여 독자성이 없고, 행정법은 헌법에 비해서도 특히 정치
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지대한 법 영역이라고 인식되었다. 이에 공법에
서의 비교법은 헌법에서의 비교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 행정법의 등장, 행정법 가치의 세계화 등으로 행정법
영역에서도 비교법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관의 등장과 초국가적 행정권한이 행사되는 현실은 행정법
연구자들로 하여금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행정의 일반원칙을 탐색하고, 행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색하는 일반 원리를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일반법학의 관점에서 비교법에 대한 연
구 가 행해졌고, 최근에는 행정법학에서의 비교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일반법학의 관점에서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
을 살펴본 다음, 행정법 영역에서의 비교법 연구의 특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교행정법에서도 종래 사법 영역에서 활용되어 온
1)

2)

1)

2)

헌법에서의 비교법 연구에 관하여는 대표적으로 권영성, 비교헌법학의 영역
과 연구방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0; 이창훈, 비교헌법학의 의의와 방
법론,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등이 있
다.
남기윤, 법학방법론,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박찬호, 비교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6.,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
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
호, 한국법사학회, 2006.; 김상용, 비교법과 비교법학, 법학연구 12권 4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2.; 朴正勳,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 남기윤, 사
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저스티스, 2012. 6.; 이상면, 법학방
법론 연구 : 비교법학적 방법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최종고, 서평:
우현 김진박사 화갑기념, 현대비교법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사법 영역에 대하여는 양창수,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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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法圈)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종래 사법 영역에
서 발전되어 온 방법론이 활용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공법 영역에서 발
전해 온 이론적 방법론과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방
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법 특유의 방법론으로서 Peter Cane이 제시한 ‘구조적 접
근’(structural approach) 방법 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행정통제와 관련하
여 Peter Cane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관점을 영국과 미국의 통치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Peter Cane은 종래 사법상 커먼로 법계에 함께
속하여 있던 미국과 영국이 행정법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력이 분배되는 방식을 ‘통치구조’라고
일컬으면서, 통치구조를 집중시스템과 분산시스템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집중시스템의 경우 ‘책임의 원리’에 따라 행정권력이 통제되며, 분산시스
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권력이 통제된다는 구조적 접근법
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Peter Cane이 예시로 들고 있는 다양한 행정
통제의 방법 중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 부분과 사법심사의 강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위 방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 체계의 설명에도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행정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식
의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eter Cane의 방법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충
분히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절차법의 제정 등을 거쳐 주체적인 행정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의 사법심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행정법 연구방법론이 우리나라의 행정법 영역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행정법 연
구방법론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3)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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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은 비교법 중에서도 비교행정법이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행
정법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논문은 위 쟁점
에 관련된 학설 및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므로 문헌을 통한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Peter Cane의 ‘구조적 접
근’ 방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영국행정법과 미국행정법
의 체제를 예시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제1장에서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을 소개한다. 비교법이 독립
된 학문 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비교법의 이론적ㆍ실무적 역할을
살펴본다. 이어, 고대부터 20세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비교법의 발전 내용
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비교법이 행해지기 위한 전제로서, 보편성의 전
제 요건이 필요하며, 비교 대상으로서의 ‘법’이란 무엇이고, 인식론적 관
점에서의 ‘비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비교법의 방법론
으로서 거시비교와 미시비교, 기능주의, 맥락적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장
의 마지막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교법의 제반 논쟁을 소개한다.
이어 제2장에서는 사법(私法)과 구별되는 행정법의 비교법적 특수성을
살펴본다. 우선 행정법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비교행정법의 개념적 특수
성을 연구하고,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비교행정법의 연혁적 특수성
과 기능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이를 토대로 공법 영역에서의 방법론으로
서 사법에서 발전한 법권 이론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법 비교를 위
하여 발전한 이론상 방법론 및 독일 판례상 발전한 방법론을 살펴본다.
4)

4)

이를 위하여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ed. Susan Rose-Ackerman, Peter L.
Lindseth, Blake Emerson)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The Cambridge Comparison to Comparative Law(ed. Mauro Bussani, Ugo
Matte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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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Peter Cane의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
근’(structural approach)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Peter Cane은 행정의 통제
체계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영국행정법과 미국행정
법의 행정입법 통제, 사법심사 강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Peter Cane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ter Cane이 제시하는 방법론이 갖는 의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후 제4장에서는 비교행정법이 우리나라에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
토한다. 처음에는 일본의 의용법령에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 들어 주체
적인 행정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비교행정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Peter Cane의 방법론이 우리나라 행정법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소
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뒤, 행정법에서의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행정법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되
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행정법을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 논문에서 학제적 논의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개괄적으로 관련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또한 Peter Cane은 자신의 구조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면서, 영국과 미국
의 행정법뿐만 아니라 호주의 행정법에도 자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예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법에
대하여만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행정입법에 통제와 사법심사 강도 부분
에만 한정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첫째로는 비교행정법의 개념적, 연혁적, 기능적 특수성을
통해 특히 방법론적 특수성을 탐구하고, 둘째로는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을 소개하고 검토한 뒤, 셋째로는 우리나라
의 비교행정법 현황과 그 시사점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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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비교법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비교행정법
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예시적으로 Peter Cane의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영
국행정법과 미국행정법의 행정입법 통제와 사법심사 강도 부분을 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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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교법의 의의
Ⅰ. 비교법의 개념
1.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비교법

독일에서는 ‘비교법’ 대신에 ‘법의 비교’(Rechtsvergleichung)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독자적인 법학영역으로서 ‘비교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법학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실무
적으로도 비교법은 법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만 의의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까닭에, 비교법은 단지 방법론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독
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으로서의
‘비교’와 달리, ‘비교법’은 법률시스템의 구성, 법적 개념과 절차, 광범위
한 사회적 맥락과 가정 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서 그 특수성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비교법학자는 암묵
적으로 이해되던 자국의 법체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비교의
대상을 설정한다. 즉, 비교법 연구는 첫째로는 자국의 법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둘째로는 개개의 법현상으로서의 비교 대상을 선택하고, 셋째
5)

6)

7)

5)

6)

7)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
사 75세 기념논문집(2011) 481면 참조.
비교법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는, 김상용, 비교
법과 비교법학, 법학연구 12권 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2. 1~2면.
비교법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로
는, 정해운·석희태, 법학개론, 동화문화사, 1982, 166면; 최대권·오수근, 비교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2~3면이 있다.
朴正勳,

John Bell(2011), “Legal Research and the Distinctiveness of Comparative Law”,

in

Mark Van Hoecke(ed.), Methodologies of Legal Research : What kind of

Method of Discipline?, 155-17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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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구체적으로 비교법 연구에 나아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에는 ‘비교법’을 독자적인 법학 영역의 하나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비교법의 역할
(1) 이론적 역할

자국의 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 자국의 법과 비교
할 타국의 법, 또는 자국의 타 제도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법의 의의
는 자국의 법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 있다. 나아가 비교법의 과정을 통해,
비교대상과의 동질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차이의 정당성
또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론적 이의가 있다.
(2) 실무적 역할

비교법은 실정법의 해석 및 입법에 있어서의 실무적 역할도 수행한다.
전통적인 해석규범이 적절하거나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적절
한 해결책을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질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교법적 근거가 제시된다는 것만으로 해석의 논거가 정당화 될 수
는 없고, 당해 법체계와의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비교법은 이미 19세기경 국가의 입법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입법제안의 경우에는 유용한 입법례로서 제시되고 있다.
8)

8)

송석윤 역, Dieter Grimm의 헌법과 사회변동-헌법해석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서울대학교 법학, 2001. Vol.42(3), 2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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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교법의 연혁
1. 고대와 근대

고대에는 헌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플라톤의
『Nomoi』(법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a』(정치학)을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58개의 그리스 헌법을 『Politica』(정치학)를 통해 비
교하고 평가하는 국가론을 개발하였다. 비록 고대에 비교법 방법론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비교법에 대한 인식은 역사가 오래되
었다.
중세에는 로마법과 교회법만이 연구되면서 비교법이 단절되었다. 이후
1748년 몽테스키외는 현대 비교법의 시초인 『De l'esprit des lois』(법의
정신)을 집필하였다. 위 저서에서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혁명 이후 성립된
각국의 헌법 질서를 비교 연구하고 그 차이점들을 역사적, 문화적, 종교
적, 자연적, 지리적 등의 여건들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9)

2. 19세기 이후

비교연구 분야는 문학, 종교, 역사, 언어학 등 법학 외의 분야에서 먼저
발달하여 왔고, 법학 분야의 비교연구는 그 이후에야 뒤따르게 되었다.
또한 ‘법’은 문학, 종교, 역사, 언어학 등의 분야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
다는 성질 때문에, 법학 분야에서는 다른 학문 영역의 비교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19세기 독일의 사비니
(Friedrich Carl von Savigny, 1779-1861)는 법은 역사와 구별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독일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마의 법 이 법비교의
10)

9)

10)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
사 75세 기념논문집(2011), 485면 참조.
사비니는 그의 책 체계 제1권 법률의 해석 제51절에서 1794년의 프로이센일
반란트법, 1804년 프랑스 민법, 1811년의 오스트리아 민법전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남기윤, 사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저스
朴正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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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이후 비교법학의 발전은 랑베르(Edouard Lambert, 1866-1947), 로
스코 파운드(Roscoe Pound, 1870-1964), 라벨(Ernst Rabel, 1874-1955), 다비
드(Rene David, 1906-1990), 슐레징거(Rudolph B. Schlesinger, 1909-1996),
사코(Rudolfo Sacco, 1923~)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12)
초기의 비교법은 자국민들의 동일성을 확고히 하고, 다른 국민의 법보
다 자국민의 법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자
국법과 타국법 사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민법 학자인 라벨에 의하여 사
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슐레징거에 의하여 대륙법과 보통법의 유사성
의 추정, 기능주의 강조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
후 진행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비교법이 사법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 영
역에도 확대되었고,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마스트
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가 성립되면서, 많은 논문들은
유럽 국가들의 법 사이에 많은 공통점, 유사성이 존재함을 증명하려고 하
였다. 사법 영역에 있어서도, 유럽통일사법의 제정을 위해 Common
11)

13)

14)

11)

티스, 2012. 6., 89-127면).
이후 독일에서는, 서양문화에 공통된 아리아족의 공통 배경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아리아인의 법 상호간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
다(Rossbach). 그러나 위와 같은 시도는 나치에 의하여 아리아 우월주의로 이
용되기에 이르렀다. Pier Giuseppe Monateri, Elements de comparaison des etudes
comparatives, in: Pierre Legrand (ed.), Comparer les droits, resolument, 2009,

12)

13)

14)

면 참조.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
사 75세 기념논문집(2011), 486면 참조.
단순히 아리아의 법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서 나아가, 아리아 어
족이 아닌 법과의 차이점에 비추어, 아리아 법이 우월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Gino Gorla는 Common law와 Civil law 사이의 차이점을
감소시키려 노력하였다. Pier Giuseppe Monateri, Elements de comparaison des
88-92
朴正勳,

etudes comparatives, in: Pierre Legrand (ed.), Comparer les droits, resolument,
2009. 93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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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공통적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1세
기에는 세계화로 인하여 비교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Core of Private Law(

15)

Ⅲ. 비교법의 기능
1. 비교법의 전제
(1) 보편성의 전제

비교법의 핵심은 어떤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있다. 아무
런 연관성이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는 단순 비교에 불과할 뿐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즉, 비교의 대
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통영역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 때 최소
한의 공통영역이란, 비교를 학문의 체계로 되돌릴 수 있는 덜 추상적인
공통영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법학자는 도덕, 사회적
규범을 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철학, 사회학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연구할 수는 없다. 즉, 비교 접근법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비교 자체의 실
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비교연구의 틀 안에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최소한의 공통영역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양쪽 모두의 법체
계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직접적이어야 한다.
16)17)

15)

16)

Pier Giuseppe Monateri, Elements de comparaison des etudes comparatives, in:

면 참조.
예를 들어 사과과 오렌지는 과일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비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조류의 비행역학을 탐구하는 학자의 관점에서는, 타조
와 펭귄을 ‘조류’의 영역에 일치시킬 수는 없고, 연구 범위 내에서 조류의 범
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Catherine Valcke, <<Droit>> : reflexions
Pierre Legrand (ed.), Comparer les droits, resolument, 2009. 93
,

sur une definition aux fins de comparaison, in: Pierre Legrand(ed), Comparer les

17)

면 참조
비교법 학자들은 비교의 제 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교대상 사이의 교집합이 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비교대상 사이에 의미 있는
droits, resolumnet, 2009, 92-96
.
‘
3 ’(tertium comparati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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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대상으로서의 법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다. ‘법률가는 무엇을 비교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곧 ‘무엇을 법으로 여겨야 하는가’라는 법개념
에 대한 전통적인 법철학 논의와도 관련된다. 비교대상으로서의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법문언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체계를 구성하는 규범력 있는 ‘법’
으로서 헌법 규범, 개별 법률상의 규범 외에도, 법규범을 광범위하게 이
해하는 경우에는 판례로 대표되는 법원의 실무적 태도, 나아가 학자들의
이론 역시 당해 법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종래 법실증주의자들은 특정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만이 존재한다고 전제하였다. 즉, 하나의 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법률,
이론, 판결은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를 통일성 원리
내지 동일성 공식이라 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규
정 자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판례, 이론, 법감정 등이 하나의 결
론을 향하고 있고,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규정을 통한 비
교만으로도 법체계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Rodolfo Sacco는 위와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판례와 학자들의 이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판례에서 법률
18)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곧 비교의 실익과도 관련된다.
한편, 비교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교집합이 되는 영역으로 여겨야 하
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각 대상 사이의 ‘공통된 기능’이라
는 견해, 각 대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이라는 견해, 또는 해결하
기 위한 ‘문제’ 또는 ‘사실적 상황’이라는 견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A. Esin Örücü, 46. Methodology of compa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18)

면 참조

Elgar Publishing, 2014. 560-561
.
Rudolfo Sacco & Piercarlo Rossi, Einfu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3.Aufl.
2017,

S68-71(Gegenstand

der

Rechtsvergleichung

Rechtsquellen als eiine Anwendu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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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nten

und

die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거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즉, 실제 법체계
내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통일성 원리 내지 동일
성 공식은 관철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Rodolfo Sacco는 ‘음소’ 개념을
제안하면서, 비록 법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법체계 내에서 인정되는 규
칙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체계들 사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정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
라, 판례, 학설, 법원칙, 법감정 등의 ‘음소’들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법비교 학자들은 자국 내 존재하는 ‘음소’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각 ‘음소’들이 일관된 해결책을 향하고 있는지 인식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

(3) 인식론적 관점에서의 비교

비교법에 관한 논의의 차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비교’는 인식의 도
구가 된다. 비교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고, 이러한 인
식은 관찰자로 하여금 대상을 분류하도록 한다. 이것이 법에서의 비교로
이어진다면 인식론적 관점에서 비교란 연구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
구가 된다. 이 때 연구의 대상이란 자국의 법제와 비교대상 법제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국의 법제와 비교대상 법제 사이의 유사성
과 차이점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통해 비교 대상을 ‘분류’ 할 수 있다. 그
예로, 서로 다른 법제 사이의 비교를 통해 ‘법계’를 분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비교는 ‘준거틀’로서, 대상들 상호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
명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소
추상적인 법개념에 대하여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연구에 관한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적합한 방법론의 선택을 위해서는 연구
20)

19)
20)

앞의 글

참조

Rudolfo Sacco & Piercarlo Rossi,
, S72-93
.
Marie-Laure Mathieu-Izorhe, Approches epistemologiques de la comparaison des
droits, in: Pierre Legrand(ed.), Comparer les droits, resolument, 2009. 123-146

참조.

- 13 -

면

주제와 대상에 대한 준거틀이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비교할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단위를 비교할 것인지’, ‘유사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보다 적합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보편화할 것인지’를 선택하
는 작업은 비교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비교는 인식의 대상으로서 기능한다. 비교연구의 논의는 일반
적으로 비교가 지식의 도구이며, 관찰의 대상과 거리를 두는 수단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그리고 자국의 법제와 비교대상 법제의 이해를 통
해 동질성과 차이성이 인식되고, 차이의 체계적인 인식에까지 나아간다면
그 비교연구는 그 자체로 인식의 대상이 된다.
21)

2. 비교법의 방법론
(1) 거시비교와 미시비교

거시비교’(macro-comparison) 단계에서는 비교 대상인 법체계의 특정 단
계, 또는 단위에서의 특징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어떤 단계 또는 단
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미시비교’(micro-comparison) 단계에서는 개개의 법적 문제
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미시비교 단계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기초한 ‘기능적 상응물’(functional
equivalence) 간의 비교가 널리 주장되었다. 위 견해에 따르면, 미시비교의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개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동일한 역
할을 한다고 보이는 대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

22)23)

21)
22)

앞의 글, 137면 참조.
그 예로 유럽 가족법 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Family Law, CEFL)은
이혼, 부양, 부모의 의무 그리고 부부재산 같은 가족법 관련 연구에서, ‘비교
연구 기반 원칙 작성(Comparative research-based drafting of principles)’를 방법
론으로 채택하였고, 위 방법론은 ‘기능적 상응물’을 기초로 비교연구를 진행
Marie-Laure Mathieu-Izor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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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주의

기능주의 방법론은 독일의 라벨(Ernst Rabel)과 그의 제자인 쯔바이게르
트(Konrad Zweigert)와 쾟츠(Hein Kötz)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비교법에서의 기능주의는, 법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
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여긴다. 쯔바이게르트와 쾟츠는 “상이한 법체계
들은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 운용의 양식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유사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쯔바이게르트와 쾟츠는 끊임
없는 추상화를 거듭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 내에서도 유사한 해결책을 발
견해 내며, 이를 통해 모든 법체계는 보편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같이 추상화를 거듭한다면, 모든 법체계는 유사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유사성의 추정원칙’이라 한다.
기능주의의 핵심은 상이한 법체계 사이에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하는 규범을 찾으려는 시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주의 관점에서 비
교의 대상은 실정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물이라면 비교의 대상이 된다. 즉, 기능주의 방법론은, 첫째,
‘특정한 X라는 사회적, 법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의 의문을 제기하
고, 둘째, 현재 연구자가 처한 법체계와 비교대상 법체계에서는 각 ‘문제
X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탐구하며, 셋째, 문제 X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유
24)

25)

23)

하도록 하고 있다.

A. Esin Örücü, Methodology of compa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24)

25)

면 참조.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호, 한국법사학회, 2006., 296면 참조.
물론 기능주의가 비교불가능한 역사, 문화, 전통 등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56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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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과 차이점을 열거하고, 넷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채택하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 또는
어떤 해결책이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기능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법론적 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능주의 방법론은 각국의 법체계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비교한다. 즉, 기능주의 방법론은 각국의 법
체계에는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
동일하다는 유사성의 추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능주의적 방법론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

(3) 맥락적 접근법

은 기능주의 방법론에 대비하여 맥락의 역할을 규칙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연구자는 법의 깊
은 구조를 연구해야 하고 주된 관심은 차이점을 향해야 한다고 한다. 이
는 기능주의자들과 대비되는 부분인데, 기능주의자들은 각 법체계 사이의
유사성의 추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Pierre Legrand은 법은 완전하게 자기설명적이지 않으며,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은 해석자의 인식론적 가정이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법 연구는 비판적인 메타언어 안에
서 다른 형식의 법적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설명과 매개로 가장 잘 평가
될 수 있다” 고 한다.
Pierre Legrand

27)

28)

26)

Jaakko HUSA, Methodology of Comparative Law Today : From Paradoxes to
Flexibility? in

27)

면 참조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60
.
Jaakko HUSA, Methodology of Comparative Law Today : From Paradoxes to
Flexibility? in

28)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면에서 재인용.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63
Jaakko HUSA,
, 64
.

앞의 글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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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맥락주의는 실무에 제공하는 명료한 지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유사성 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다 보니 차이점을 발견하는 중간단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29)

Ⅳ. 비교법의 쟁점
1. 학제간 연구

학제간 연구는 오늘날 비교법 연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교법
은 방법론적, 인식론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교대상인 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복잡성에 연유한다. 이에 학제간 연구를 통해 비교대
상인 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법학과의 학제간 연구의 예로는 사회학, 언어학, 경제학, 인류학,
역사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학제간 연구가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살필 경우에는 인식론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학자는 다
른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나 방법을 오해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비
법학자 역시 법학 분야의 개념과 방법을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30)

31)

2. 기능주의

기능주의 방법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론의 고전이다. 그러
29)
30)

앞의 글 면 참조

Jaakko HUSA,
, 66
.
Geoffrey Samuel, 4. Asking the Right Question in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31)

면 참조

Elgar Publishing, 2017, 75
.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면 참조.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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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전히 기능주의 방법론의 동일성의 추정의 가정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방법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주의는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법체계와 타국
의 법체계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진다.32)

3. 언어
익숙하지 않은 법개념의 번역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원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법체계와 유사한 방
식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항상 존
재한다. 이에 번역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번역은 항상
하나의 법적인 언어에서 다른 것으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 법 언
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또 다른 법 언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기표를 만들어야 한
다’는 견해와 ‘기존 법 언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
고 있다.33)

4. 정량적 접근법
일반적으로 법 연구 분야에서는 문헌을 통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교법 연구에서 설문 조사 인터뷰, 통계 자료의 사
용 등을 통하여 양적 연구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대하여는 비교법 연구에서도 양적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와 양적 접근법을 통해서 기존의 논쟁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 한다. 한편, 비교
32)

33)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24-25면 참조.
앞의 책, 25-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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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경제적 분석 관점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
다.34)

5. 법계, 전통 및 문화
모계 관계로 법 시스템을 분석하여 ‘가족’ 관계로 구성하는 ‘법계’(法系,
Rechtskreis, Rechtsfamilie; legal family) 관념에 따른 방법론이 비교법학자
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Arminjon, Nolde, Wolff는 실
체를 기준으로 법계를 구성하며, Zweigert는 형식을 기준으로 법계를 구성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법계로 국가의 법률시스템을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의 현 시대에서는 국내법, 국제법, 초국가법 및
모든 종류의 국제 자치 규칙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전통’을 기준
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35)

6. 법 이식
‘법 이식’(法移植, legal transplant)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법이나 제도가 옮겨가는 현상을 기술하는 용
어이다. 법 이식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Watson은
법이 발전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법 이식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Pierre Legrand은 법이식은 불가능하다는 강력
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라는 법체계에서 옯겨 간 법제도가 B라는 법체
계에서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 이식이라는 개념은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대
신하여 일부 비교법학자들은 동일한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법의 이
34)

35)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26-27면 참조.
앞의 책, 28-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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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능성’이라 칭하기도 한다.36)

7. 세계화와 초국가화의 과제
비교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설립의 수단으로서의 법의 제정을 위하여 활
용되었고, 현대에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설립되고 성문법이 제정된
이상 오랫동안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의 등장과 세계화로
비교법은 새로운 부흥의 국면에 있다. 이에 비교법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법적 전통이나 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는지, 법률이 다른 법문화
및 전통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는지, 새로운 법체계의 도입이 보낼 법
률시스템에서 어떻게 동화, 거부, 변형되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37)

36)

37)

Comparative Law Methodology I (ed. Maurice Adams, Jaakko Husa, Marieke
Oderkerk) Edward Elgar Publishing, 2017, 29-30면 참조.
앞의 책, 3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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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법에서의 법비교
Ⅰ. 개념적 특수성

비교법에서는 ‘무엇을 비교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교법은
궁극적으로 다른 법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당해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
라 그 특수성이 좌우되다.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으로서 내용적으
로는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 인바, 결국 행정
법에서의 법비교는 연구대상인 행정법의 공법적 특성 에 그 개념적 특
수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사법의 경우 개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을 주
된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사적 이해에 대한 보편성이 개별 법체계
사이에 담보되는 경우가 많고, 초국가적 거래 촉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비교연구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사법은 내국
행정법과 달리 주권국가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련성이 없고, 주권국가의
핵심 가치나 그 기관들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자국법의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유사성에 기초한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
38)

39)

38)
3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21면 참조.
공법 내에서 행정법과 헌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행정법을 구체
화된 헌법이라 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행정법을 헌법이 적용된 결과라 보
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헌법적 구조와 행정법이 상호작
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아래에서는 “행정권 발동을 내용적으로 규율하는 범위”내에서는 행
정법과 헌법을 배타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朴正勳, 헌법
과 행정법-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4
호, 1999.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85-86면 참조), 행정법과 헌법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법의 공법적 특성으로서의 비교법적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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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공법의 경우 정치구조, 국가기관의 조직 및 구성, 종교, 역사, 언
어 등의 법외적 요소가 행정법 체계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 밖
에도, 공법은 정치적 특색을 강하게 가지며, 수용 가능성이 낮고, 성문법
과 불문법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의 규범해석이 중요하게 작용
하고, 보충이 필요한 가치개념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공법 내에서도 행정법의 경우, 헌법보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행정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개정된다.
위와 같은 행정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법의 ‘법비교’를 위해서는 법
규정 외에도 ‘법외적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오히려 ‘법외적
요소’가 비교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단순
히 문언의 동일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동일성을 가진
기능적 상응물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기능주의는 오늘날 행정법의 비
교방법론에 있어서도 주류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40)

Ⅱ. 연혁적 특수성
1. 공법 비교의 역사

현대 비교법에서 공법에서의 비교법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
법 분야는 민족국가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비교 자
체가 무용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즉, 각국은 각자의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공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할 실익은 없다고 여겨졌다. 이에 비교법은 사법을 중심
으로 발전해 왔다.
40)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3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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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63-568면

그러나 공법 비교에 있어서의 특유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현
대 비교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공법 비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고대에는 헌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플라톤의
『Nomoi』(법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ica』(정치학)을 들 수 있
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 편지(1721)｣에서는 ‘상황구속적 거리
두기’ 방식을 통해 그 시대의 프랑스 전제주의를 풍자하기도 하였다.
행정법에 비교연구가 오랫동안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커먼로 법계에서 다이시(Albert Venn Dicey, 1835~1992)의 영향 을 받아
행정법이 독립적인 법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행정법의 하위범주가 명확히 구분되고, 환경 분야
와 같이 다양한 행정제도에 대한 판례 및 법령의 발전이 최근에서야 이루
어졌기 때문에 사법에 비하여 비교연구가 늦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
나 민주제의 발전에 비교행정법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19세기 말
에는 중요한 비교행정법 연구 결과물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
생 주권국가들은 프랑스ㆍ독일의 발전된 행정법 체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국의 행정법 체계를 정립하였고, ‘법치주의’하에 행정권이 귀속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ㆍ독일의 행정법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비교행정법을 그 자체로 하나의 학과목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공법 영역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방법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행정법
은 각 국가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전반을 포함한 특유성을 반영하
41)

42)

43)

44)

41)

42)
43)

44)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
사 75세 기념논문집(2011) 486면 참조.
Dicey,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1885.
20세기 후반에는 행정법이 독립적인 학문영역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
었고, 이에 부수적으로 Common law와 Civil law의 이분법적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다.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77면, 31면 참조.
朴正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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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에는 각 국가별로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초국가적 가치가 존재하기보다는 국가의 내부적ㆍ정치적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ㆍ유럽화로 인하여 각 국가
별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행정법상 문제 상황에 대하여 공통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행정법의 비교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풍부
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45)

2 현대 비교행정법 연구의 필요성

각국의 법적 확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닮아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공권력이 법의 교류에 강하게 개입하며, 서양문명의 확산과 재화 및
사고의 상호 교류로 인하여 윤리적ㆍ경제적 기준이 표준화되고, 법규범
역시 닮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행정법에서도 최소한의 유사성
을 전제로 한 비교가 용이해졌다.
오늘날 국제화와 국가 및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통합, 정보ㆍ지
식ㆍ기술 혁신의 국제적 확산, 국경을 넘는 환경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즉, 국내 행정법에 기반한 행
정권 행사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고, 초국가적 공적 권한행사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비교행정법 연구는 각국의 행정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통된 행정원리를 모색하고 개별 행정권한을 통합하
여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권한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초
국가적 행정권한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에 기반하여야 하는바, 비교행정
법 연구는 초국가적 행정권한 작용에 대한 제한 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5)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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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조.

Ⅲ. 기능적 특수성
1. 내국 행정법의 이해

행정법의 비교연구는, 행정법 체계에 각종 정치, 문화 등 법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호하게 존재하고 있던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인
식하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외국 행정법과의 비교를 통해 내국 법체
계의 고유한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국 행정법으로부터 계수한 법적 개
념을 잘 이해하고 더욱 적절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행정법의 비교연구는 내국 행정법 체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효율
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거나, 외국 행정법 개념의 도입 을 통하여 내국
행정법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교연구는
외국 행정법 개념을 도입하는 등으로 내국 행정법을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내국 행정법의 외국 행정법과의 차이를 정당
화하는 방향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46)

2. 행정법 일반원칙 탐색

행정법의 비교연구는 유럽연합과 같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방적 차원
의 공권력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해결책을 모
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행정법 연구는 초
국가적 정체가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법 일반원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한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권한 있는 내국 입법기관이 생성한 법률을 통하거나, 다국가적 또는 초국
가적 기관들에 의한 법의 협력ㆍ조화ㆍ통일을 통하거나, 사법부의 행정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에 의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의 적절한 혼용을
통하여 가능하다.
47)

46)
47)

이와 관련하여 ‘법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비교행정법 연구는 서로 다른 법체계가 협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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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비교행정법의 중요 목적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탐구하
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하
여 일반원칙들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
권협약 제6조의 ‘행정재판’(administrative justice)의 내용을 형성해 갔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EC조약이 제253조(이유제시의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행정원리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여, 유럽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유럽 공동체 국가들의 행정법에 대한 비교연구가 전제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유럽행정법의 기본원칙을 회원국들에게 설득력
있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공동체법이 개별 국가 법질서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지 또는 최대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다. 최소주의에 따를 경우 공통 원칙의 최소한의 적용을 원칙
으로 하며, 최대주의에 따를 경우 개인에게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주는
해결책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양 극단 어느 것에 따른다 하더라도 개
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적절히 조화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에 유럽재판소는 개별국가의 재판관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면
서, 재판을 통해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화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주로 유럽재판소에 의한 적극적 사법권의 행사로 유
럽공동체 차원의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였고, 일련의 공통 원칙을 정립해
왔다. 최근 이러한 원칙들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1950

48)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위 두 경우 모두 공적・사적 효용을
모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
심스러운 비교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48)

면 참조

Elgar Publishing, 2014, 21-31
.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25-27

- 26 -

면 참조.

제41조 에 성문화되었는데, 이는 이 원칙
들이 ‘법치주의’ 아래 공동체의 행정작용의 근본적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화ㆍ유럽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대에서 비교행정법
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적 가치를 모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행정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9)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50)

3. 절차적 정당성 원리 모색

행정에 있어서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매우 광범위한 답변을 요구한다.
행정의 정의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에 의하
면, 전자는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행정 의사 결정에 관한 공정성 내지 절
차적 정당성을 의미할 것이고, 후자는 결과의 합리성 및 구체적인 배분적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행정의 정의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로
49)

Article 41 Right to good administration
1.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have his or her affairs handled impartially,
fairly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by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 of the Union.
2. This right includes:
(a)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be heard, before any individual measure which
would affect him or her adversely is taken;
(b)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have access to his or her file, while resp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nfidentiality and of professional and business secrecy;
(c) the obligation of the administration to give reasons for its decisions.
3.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have the Union make good any damage caused
by its institutions or by its servant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common to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4. Every person may write to the institutions of the Union in one of the

50)

languages of the Treaties and must have an answer in the same language.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면 참조.

Publishing, 20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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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보는 견해는, 적어도 행정제도의 기능과 근본적 가치에 유용한 이
해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비교행정법 연구의 관점에서는 행정의 정의 중에서도 ‘절차적 정
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오늘날 완전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
는 입법자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비교행정
법 연구는 행정법 자체만으로 완전한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법체계가 고안한 절차적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당해 법체계를 보완하거나 당해 법체계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발
전할 수 있다.
비교행정법의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행정국가로의 전개로
인하여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행정의 법치주의 준수
및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문제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에서는 절차적 정의란 ‘자연적 정의 또는 절차적 공정성’으
로 정의되며, 미국에서는 절차적 정의란 ‘적법절차’(due process)로 이해된
다. 비교행정법 연구는 단순히 각 국가 내에서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각 법체
계가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접
근도 가능하게 한다.
51)

52)

53)

51)

52)

53)

Hanns Peter Nehl, 2. Administrative law in Elgar Encyclopedia of Comparative

면 참조.
앞의 글 면 참조 전통적으로 대륙법계보다 보통법계에
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여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대륙법계와 보통법
계의 차이점은 미미해져 왔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행
정처분의 내용을 미리 고지 받거나, 처분의 이유를 제시받는 등에 관한 행정
절차법을 제정하였다(프랑스는 1979년 및 2000년에, 이탈리아는 1990년에,
스웨덴은 1986년에, 덴마크는 1985년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경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영국과 미국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 절차,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Law(ed. Smits, Jan M.) 2.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4, 27-29
Hanns Peter Nehl,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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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법론적 특수성
1. 법권 이론의 적용 가부

비교법은 주로 사법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사법에서는 ‘법권’(法圈,
Rectskreisen) 이론을 통하여,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공법에서도 사법에서의 비교방법론과 같은 법권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유사한 형태의 법권형성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는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특성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은 주로 시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상
으로 다루는 반면, 공법은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기관의 조직 및 구
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즉, 공법은 공권력의 구성과 임무, 개인과의 관계
에 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공법은 사법과 달리 법외적 요소인 역사적
전통, 정치 스타일, 이데올로기, 정당 등 정치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공법 비교에서는 법외적 요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
이 있다 .
또한 공법은 항상 역동적인 정치적 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치적 결
단에 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즉, 공법영역은 정치적 여
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외국 규정과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관된 공법을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 공법을 일정
한 법권하에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공법
영역은 성문법과 불문법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성문의 규정뿐만 아
니라 이를 해석하는 관습법, 판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례는
54)

55)

56)

54)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를 참조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55)
56)

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292면 참조.
같은 맥락에서 Charles E. Hughes는 “우리는 헌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헌법은
판사의 판단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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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성문의 규정에도 다른 법영역보다
일반조항 또는 보충이 필요한 가치개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독일헌법 제28조의 ‘사회적 법치국가’(sozialer Rechtsstaat)란 무엇인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상의 특성 때문에 사법의 비교방법론으
로 널리 사용되는 법권이론이 공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
면 공법 영역에서 고유의 법권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제된다. 그러
나 이 역시도 공법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변화하며 고
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의 이유로 ‘고정된 법권’을
전제로 하는 법권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7)

58)

59)

2. 공법 비교를 위하여 발전한 방법론

이론상 공법 분야에서도 비교를 위하여 여러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예
를 들어, Trantas 는 공법에서의 법비교는 서술적, 역사적, 도그마틱적,
전형적, 법기능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사회학과 법사학을 중요하게 여
겼다. 또한 Sommerman 은 문언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를 법정책적 접
60)

61)

57)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58)

59)
60)

294-298면 참조.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은 사법권에서는 동일한 법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에
관하여 본다면, 영국은 실체적인 헌법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헌법전을 보
유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법권에 묶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214면 참조.
Vgl. G. Trantas, Akteneinsicht und Geheimhaltung im Verwaltungsrecht(1998), S.

10; siehe auch G. Trantas, Die Anwendung der Rechtsvergleichung bei der
Untersuchung des öffentlichen Rechts(1998), S. 41ff(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61)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면에서 재인용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25
).
Vgl. K.-P. Sommermann, Die Bedeutung der Rechtsvergleichung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Europa, in; DÖV 52(1999),
S. 1017ff., (S.1021 f.)(Carl-Daid von B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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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책, 325면에서 재인용).

근과 단순한 문언적 접근법으로 분류하였고, Wieser 은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제도중심의 방법과 문제중심의 방법으로 구별하였다.
Cárdenas Paulsen 은 보편적 해석, 대화적 해석, 계보학적 해석, 유럽 공
동체 합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이 제안되고,
그 방법론들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공법 분야에서 ‘단일
한 방법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을 이론상
발전한 방법론과, 판례에서 발전된 방법으로 나누어 보고 각 방법들에서
통일적인 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한다.64)
62)

63)

(1) 이론적 관점의 방법론
(a)

참조권역에 의거한 국제적 규율표준

참조권역은 마치 사법상의 법권론을 연상시키나, 이는 공법의 비교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된 방법론이다. Aubin은 1966년 웁살라(Uppsala)에
서 열린 법비교를 위한 국제 회의에서, 비교법 연구에 관한 헌법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참조권역’(Referenzkreises)이라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질서의 원리로서 민주
제, 권력분립, 사회국가 원리 또는 기본권 및 공권력의 행사의 척도에 위
반하는 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 때 그 척도는 국제적 규
율표준일 수 있고, 국제적 규율표준은 다수의 외국의 법질서를 비교함으
로써 명백해 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외국의 법질서를 끌어들여오는 것
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 사안마다 심사임무의 관점에서” 비교
되어야 한다.
65)

62)

Vgl. B. Wiser, Vergleichendes Verfassungsrecht (2005), S. 39ff(Carl-Daid von

63)

Busse,
, 325
).
A.M. Cárdenas Paulsen, Über die Rechtsvergleich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앞의 책

면에서 재인용

Bundesverfassungsgerichts(2009), S. 121(Carl-Daid von Busse,
64)

서 재인용).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324-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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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책, 326면에

그러나 Aubin의 방법에 따를 경우, 국제적 표준이라는 것은 자국의 입
장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자국의 해결책이 예시 권역
을 형성한 나라들의 해결책과 상당히 다르다면 어떠한 표준도 조사될 수
없다. Aubin은 이를 “표준의 결핍”이라고 칭하였다. 그에 반하여, 예시
권역 안에서 표준과의 일치가 존재할 때, 이 표준에 근거한 자국의 해답
의 통제가 행해질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 이처럼 Aubin의 주장은 표준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6)

67)

(b)

문언적 접근법

법질서의 규범은 법률문언의 형식 안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된 형
식을 조사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법실증주의
적인 문언적 접근법이라 한다. 오늘날 순수하게 법규범을 제도와 고립시
켜 비교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들 역시 문언적 접근법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순수한 규범의 비교 대신에 사실에 충실
한 법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규범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맥락적 접근’
65)

Vgl. B. Aubin, Die rechtsvergleichende Konkretisierung von Kontrollmaßstäben
des Verfassungsrechts und des Kollisionsrechts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in;

Deutsche

Landesreferate

zum

VII.

Internationalen

Kongress

für

Rechtsvergleichung in Uppsala(1966), S.99ff(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66)

면에서 재인용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27
).
B. Aubin, Die rechtsvergleichende Konkretisierung von Kontrollmaßstäben des
Verfassungsrechts und des Kollisionsrechts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in:
Deutsche Landesreferate zum VII. internationalen Kongres für Rechtsvergleichung
in Uppsala(1966), S.99ff., (S.104)(Carl-Daid von Busse,

67)

용

앞의 책, 329면에서 재인

).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27-32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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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68)
1957년 니더작센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69)에 의하면, 니더작센 주 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모든 위원회에 대한 참
석권을 보장했으나, 위원회의 종류는 니더작센 주 의회 의사규칙에 의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법률(의사규칙)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
원회에 대한 참석권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실무뿐만 아니라 외국의 실무를 참고하
여 규범 및 쟁점에 상응하는 문헌을 검토한 결과, 프랑스에서는 헌법이
장관들에게 위원회에 대한 참석을 보장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문언적
접근법에 따를 경우에도 주 정부에게 위원회에 대한 참석이 보장된다는
해석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문언 외적인 인식을 관련시켜 비교
법 연구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프랑스 의회의 실무에서는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특정한 위원회에 대한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참석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이른 것이다. 즉, 프랑스 헌법을 문언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참석권이 인
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문언 외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문언 그대로
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프랑스에서의 실무는 확정적
인 것은 아니었고, 위헌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더작센 헌법재판소는 주 정부의 구성원에게 문제되는 위원회에 대한
참석권 및 진술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70)

(c) 기능적 방법

규범이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다. 쯔바
68)

69)

70)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31-332면 참조.
Nieders. StGH, Urteil vom 19.12.1957, StGH 1/25, OVGE 12, S.470ff; das Urteil
ist abgedruckt in AöR, 83 (1958), S. 423ff.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332-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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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르츠와 쾟츠를 통해 발전되었으나, 오늘날 공법 분야에서도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기능적 방법은 비교대상을 선택할 때만이 아니라, 비교대상
이 유용한지를 심사하고 해당 규범이 비교에 적함한가에 관한 분석틀로
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고전적인 기능적 접근법에 의할 경우, 규범이 수행하는 기능을 비교하
여 법 안에서 무엇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비교한다. 기본 전제는
모든 법질서는 그 안에 속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상이한 이익 문제를 적
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들이 대
부분 같은 결과에 이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있
다.
만일 법의 상호문화적 개념이 결여된 경우에는, 우연히 일치하는 개념
들을 도출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항상 규율되는 대상의 관점에서 기
능이 조사되어야 한다. 기능적 방법에서는 유사한 규범 및 제도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상응물’(functional equivalence)을 비
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능적 방법에 의할 경우, 관찰자가 그의 고유한 법질서로부터 기초하
는 법도그마틱적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특정한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지
위에서 법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제에 대하 통일적인 해
답이 비교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독일에서와 같은 헌법소원의 절차가 결여되
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탈리아에서 헌법재판권이 기본권
과 친화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기능적 등가물에 따른 대
상을 찾아본다면, 이탈리아에서 법률성의 합헌성 심사는 ‘Corte
Costituzionale’라는 재판소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1)

72)

73)

71)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72)
73)

면 참조

341-344
.
Carl-Daid von Busse,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345-346면 참조.
앞의 책, 346-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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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상응하는 행정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유형이
프랑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프랑스의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
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국
민의 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법적으로 규율된 기한이 지나면 청
구를 거절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적 방법과 관련된 판결례로, 1956년 독일공산당(KPD)의 해산에 대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을 들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
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제거하려 하거나 독일 연방공화
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리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편, 기본법 제5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위헌적인 정당
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보면 해산에까지 이르는 것이 위헌
인지 문제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우선 당시 다른 서구의 자유민주국가
들의 헌법에서는 정당해산을 예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 유사한 정당해산규범이 없
다는 사실을 넘어, 기능적 방법의 관점에서 반민주정당을 어떻게 다루는
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형법에서 ‘국가 파괴’의 개념
을 규정하고, 제재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사회주의 정당의 설립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미
국은 정당의 감독을 위해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조
사 대상 국가들이 동일한 해결책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능주
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반헌법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추구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74)

75)

76)77)

74)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48

75)
76)

참조.

면

BVerfG, Urteil vom 17.08.1956, BVerfGE, 5. Band, S. 85ff.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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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헤벌레의 5번째 해석방법

헤벌레(Häberle)는 사비니의 전통적인 4가지 해석방법인 문리적,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은 충분하지 않고, 비교법을 5번째 해석방법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헌법은 헌법국가 내 법체계의 구조와 상
호작용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 법적 경험이 축적되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므로, 헌법 비교를 통하여 문언적 비교뿐만 아
니라 맥락적 비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헤벌레는 헌법 문언의 단계적 발전에 기초한 문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하
였다. 헌법은 일관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언의 단계적 분석
을 통해서 헌법국가가 발전해 온 형태를 드러내는 ‘헌법국가의 나이
테’(Wachstumsringe des Verfassungsstaates)를 읽어낼 수 있다. 헤벌레에
따르면, 현대 헌법의 단계적 발전은 순수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 및 전통
적인 기본권 보장에서 국가의 의무로서의 기본권 보장까지 확장된다. 그
리고 서로 다른 국가들의 헌법 비교를 통해, 두 헌법의 병렬적 발전과정
을 연구할 수 있다고 한다. 헤벌레는 이와 같은 비교 분석 시에 헌법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학문적 전제들을 무시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모
든 배경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78)

79)

80)

면 참조.
이 사례에서는 또한 공통점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공통점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연구를 진행하는 ‘유사성의 추정원칙’(praesumitio similitudinis)이 전제되
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49-360

77)

78)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79)

면 참조

361-365
.
K.-P. Sommermann,

Die

Bedeutung

der

Rechtsvergleichung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in Europa, in; DÖV 52
80)

(1999), S. 1017ff.,(S. 1022)(Carl-Daid von Busse,
Carl-Daid von Busse,
, 365-371
.

앞의 책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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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책, 367면에서 재인용).

(e)

첸처의 변증법적 방법

첸처(Tschentscher)의 변증법적 방법은 가장 최신의 비교법 방법론이다.
그는 엄격한 법권과 기능적 방법을 통해 수행되는 체계적인 법비교에 반
대하여 변증법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전에 어떠한 법권이라고 성
급하게 확정해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외국의 법체계에 대한
필수적인 창의성과 이해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비교의 잠재
력은 비중립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법비교 분석
은 어느 경우라도 연구자 자신의 자국 법체계에 대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기능적 방법론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변증법적 방법은 비교대상 법질서를 선택하기 위해 초기
에 이루어지는 체계화된 선택을 포기하고, 비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
가의 법질서를 직관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첸처에 의하면 직
관적인 정(These)-반(Antithese)-합(Synthese)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195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인용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현재적’ 침해의 발생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잠
재적인’ 침해가 예상되면 그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
었다. 당시 비교대상인 스위스 연방헌법 제113조는 “장래 언젠가 계쟁
법률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충분하다.”
고 정하고 있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스위스의 헌법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잠재적인’ 관련성은 거의 항상 긍정될 것인데, 스위스
연방헌법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관련 없는 제3자의 소송을 확대시킨
다고 판단하였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변증법적인 관점에
따라 독일의 고유한 법적 관점에서 비중립적으로, 외국 법 규정에 대한
81)

82)

81)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82)

면 참조

371-374
.
BVerfG, Urteil vom 19.12.1951, BVerfGE 1. Band, S. 9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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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단계적 분석 없이 판단하였다.

83)

(f)

집중적 접근법

는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에서도 구체적인 법적 사례나 판결에
중점을 두어 비교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교법 연구자
는 법 문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해결방법으
로서의 판례의 비교를 통해 유용한 비교법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에 따르면, 외국의 축적된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하며, 재판소의 판결을 통한 법의 이해가 핵심이라는 점에
서는 영미의 판례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외국법의 확정된 법 개념 또는 법 구조 및 틀린 번역에 의해 잘못 이끌
리지 않고, 도그마틱에 의한 편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례법을 모두 비교하는 것은 재판소의 입장에서 많은 업무부담을
가져 온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그는 학계와 재판소 간의 집중적인 협동
을 호소하면서, 학계는 외국법 자료를 주의 깊게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
고, 지원하는 예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법의 사법적ㆍ도그마틱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는 기능적 방법론과도 유사하다. 또한 연구자 자신의 법을 ‘분석틀’로 활
용하면서, 체계적 기초 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찾아진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자국의 법체계에 연결시킨다는 점에서는 변증법적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집중적 접근법은 재판소의 판결실무를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arkesinis

84)

85)

86)

83)
84)

앞의 책

면 참조

Carl-Daid von Busse,
, 375-376
.
Vgl. dazu B. Markesinis, Rechtsvergleichung in Theorie und Praxis (2004), S
43ff., S.171, und vor allem S. 181 ff.(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85)
86)

im

offentlichen

Recht

als

면에서 재인용).
면 참조
면 참조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79
Carl-Daid von Busse,
, 379-380
.
Carl-Daid von Busse,
, 379-382
.

앞의 책
앞의 책

richterli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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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der

(2) 판결 실무를 통하여 발전한 방법론
(a)

보편주의적 해석

초드리(Choudhry)는 전세계 헌법재판이 일부 동일한 원칙을 사용한다고
가정한 뒤, 법률시스템 내부의 차이점이 아니라 특히 공통점에 주목하였
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합된 법체계에는 일정한 선험적 원칙이 존
재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해석은 자연법으로서의 경향을 가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초실정법적 법원칙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국
내법과 외국법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연방헌법재판소는 1950년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 선거법 제3조의1
의 합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7.5% 배제조항의 선거권 편등원칙의 위반 여
부를 심사하에 있어 ‘평등원칙’은 그 자체로 초실정법 원칙이라고 판시하
였다. 또한 동 재판소는 1982년 외국인의 체류국가에서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체류국가의 의무는 국제법에서
인권의 최소한의 표준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는 스위스 최고재판
소가 “이미 현대 법치국가들의 존재는 증명하였다. 권리보호의 영역에서
외국인들은 자국의 국민들과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또한
87)

88)

89)

87)

S. Choudhry, Globalization in search of jusstification: Toward a theor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ILJ 74(Summer 1999), S 819ff.,
(S.833)(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88)

89)

면에서 재인용
위 판결에 따르면,
“결국 평등원칙이 기본법 제3조에 성문헌법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 앞
의 평등은 우리의 합헌적 원리에 너무 많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실정법
적인 법원칙을 동원하게 되었을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선거에서의 평등과
관련하여서는 “가치의 증가의 직면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은 헌법으로서 인식
된 초실정법적인 법원칙에 귀속되었다.”고 판시하였다
BVerfG, Urteil vom 20.04.1982, BVerfGE 60. Band, S.253ff.,(S.304)(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396면에서 재인용).
Recht, 2015, 394
).
BVerfG, Urteil vom 05.04.1952, BVerfGE 1. Band, S. 20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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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국가조약상의 협정이 없더라도 권리보호 영역에서 자국민과 동일
한 권리가 귀속된다.”판시 한 것과도 일치한다.
Cárdenas Paulsen에 따르면,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에서 전반적으로 인
정된 규정들인 보편주의적 해석과 그것에 기초한 선험적 원칙들은 기본
권, 법원칙, 그리고 헌법적 원리들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
는 이러한 국내의 법률적 영역이나 질문을 국제적인 비교나 세계적인 고
찰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비교법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보편주의적 해석
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의 규명, 기본권
에 대한 설명, 헌법적 원리의 해석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법의 보
편적인 규범들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관습법과 보편적인 법원칙들
이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충분한 국가실무가 필
요하다. 말하자면, 이는 광범위하고 대표적인 참여에서의 지속적이고 통
일적인 숙달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실무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
다. 말하자면, 국제법적인 요구, 허용 또는 필요성을 논하기 위한 범위에
서 이해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재판 실무에서 국제법 및 국제
관습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실무와 법적 확신에 대하여 법원이 사
법적 책임을 가지고 면밀한 조사에 나아가야 하며, 이는 자연적으로 법원
으로 하여금 비교법 연구를 하도록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이해를 위한 비교법 연구에도 보편주의적 해
석을 사용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64년 사형이 예정된 범죄인에 대한
90)

91)

92)

93)

90)

BVerfG, Urteil vom 20.04.1982, BVerfGE 60. Band, S.253ff.,(S.304)(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면에서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396
91)

재인용).

A.M. Cárdenas Paulsen, Über die Rechtsvergleich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2009), S.124(Carl-Daid von Busse,
92)

93)

재인용).

앞의 책, 398면에서

BVerfG, Urteil vom 10.06.1997, BverfGE 96. Band, S. 68ff, (S.86f.)(Carl-Daid

앞의 책

면에서 재인용).
앞의 책, 404면 참조.

von Busse,
, 404
Carl-Daid von B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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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
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론을 위하여 연방헌법재판
소는 자신의 논증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결국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계있는 통일적인 표준
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또한 헌법적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 서구 세계의 민주
주의 국가를 비교대상국가로 다루고 있다. 그 예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
일공산당 해산절차와 관련하여, 전체주의나 반민주주의 정당의 취급에 관
94)

95)

96)

당사자는 프랑스인
으로서 프랑스의 영토에서, 프랑스 법에 따를 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을 저지르고 사형제가 폐지된 독일로 도피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Art. 16 II S.2 와 Art. 2 II GG I, V.m.
Art. 102 GG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94)

BVerfG, Urteil vom 30.06.1964, BVerfGE 18. Band, S.112ff.

95)

BVerfG, Urteil vom 30.06.1964, BVerfGE 18. Band, S.112ff., (S.118)(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면에서
재인용).
반면, 1989년 유럽인권재판소의 소어링(Soering)결정은 이와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Vgl. EGMR, Urteil vom 07.07.1989, Nr. 1/1989/161/217 – Soering,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407

96)

abgedruckt in; EuGRZ 16(1989), S.314ff.)

젠스 소어링(Jens Soering)은 1985년 3월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던 당시 19세이었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잠적하였다가 다음 해 4월 영국에서 체포되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영국은 인도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소어링은 미국에 보
내질 경우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럽인권재판소
에 제소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형 그 자체뿐만 아니라 평균 6~8
년에 이르는 미국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비인도적 처사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미국 버지니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소어링을 소환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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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 헌법적 정당의 제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이루어졌다
고 설시하였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53조에 근거하여 정신
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인정한 다른 서구 세계의 법적 결정을 근거
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인정하였다(1973년
Soraya 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편주의적 해석은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경우 국제적인 경향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비교의 대
상으로 삼으면서, 구체적인 국가를 예시로 든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권’,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 등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보편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결국, 유사한 서
구 국가들의 경향만을 선택적으로 비교한 것에 그친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97)

98)

99)

(b)

대화적 해석

대화적 해석(dialogisch Interpretation)은 초드리(Choudhry)가 제시한 두
번째 해석방법인데, 첸처(Tschentschers)가 제시한 변증법적 방법에 상응하
는 방식이다. 대화적 해석에 따를 경우 자국의 법체계를 해석할 때, 이
100)

97)

BVerG, Urteil vom 17.08.1956, BVerfGE 5. Band, S.85ff.(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98)

99)
100)

면에서 재인용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412
).
BVerG, Urteil vom 14.02.1973, BVerfGE 34. Band, S.269ff.(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413면에서 재인용).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420-423면 참조.
첸처(Tschentscher)가 주장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변증법적 방법은, 대화
적 해석과 상응한다. 대화적 방법의 첫 번째 해석 단계에서는, 본국법을 정확
히 인지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는 외국법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한 인
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변증법적 방법에서의 정-반의 단계와도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론적으로, 두 방법 모두 “더 높은 수준의 회귀적 통찰”을 통
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이를 통해 외국법의 이용을 정당화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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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대조되는 외국의 법질서를 상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자국의 법체계를 이해한다. 대화적 해석의 목표로 첫째, 연구자는 자
국법과 외국법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깊이 숙고
하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둘째로, 대화적 해석은, 자국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국법에 대한 내향적인 태도를 고치고, 외국 법질서를
참고하여 자국법의 문제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다. 셋째로는, 외국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국의 법질서의 사실적·규범
적 원칙과 관점을 분석할 수 있다. 외국의 법원이 왜 그러한 판결을 내리
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자국의 법원 역시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화적 해석을 통해 1959년 약국의 의약품 독점 판
매에 대하여 판시 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약물유통관련규정(AMVO) 제
1조에 의하여 약사가 아님을 이유로 두통약 판매가 중단되자, 영국의 규
제법원(Restrictive Practices Court)의 판결을 인용하여,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
면, 제약 독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영국의 위 판
결은 경쟁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내려진 것인 반면, 독일에
서는 국민의 건강 요구와 보호에 대한 공적 이익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적 맥락을 고려한 영국의 판결은 독일에서는 받아
101)102)

103)

101)

102)

서 공통점이 있다. 이에 앞서, 변증법적 방법으로 언급된 1951년 독일 연방헌
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결은, 대화적 해석방법이라고 여
겨질 수도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52조 제4항은, “기본권헌장은 회원국들의 공통된 헌
법전통에 따라 해석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이 단순히 일반적인 법비
교가 아니라, 대화적 해석 방법의 전제로서 기본원리를 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화적 해석 방법과는 달리, 위 조항은 유럽연합의 재판소에서
만 적용이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103)

면 참조

423-452
.
BverfG, Urteil vom 07.01.1959, VBerfGE 9. Band, S. 7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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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국의 법이나 판례의 입장을 거부하고 국내법적 입
장을 채택할 경우에 대화적 해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법적 관점
의 검토는 당사자가 먼저 외국의 법이나 판례를 주장하였을 때, 이에 대
한 검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04)

105)

(c)

계보적 해석

계보적 해석은 다양한 헌법들이 역사적, 계보학적, 법적인 공통점을 가
지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인 외국법이 자국 법
과 계보학적 동일성을 갖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자국 법을
해석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초드리(Choudhry)는
계보학적 해석을 세 번째 해석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계보적 해석은 비교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계보적 동일성을 갖추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법 영역의 방법론인 법권이론과 공
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드리는 법권이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
지만, 폴젠(Cárdenas Paulsen)은 계보학적 해석방법론이 사법 영역에서의
법권이론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헌법해석을 위한 방법
론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폴젠은 비교대상 헌법이 독일 헌법과 같은 법권
에 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헌법이 같은 법권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법 영역에서의 법권이론과 같이 본
다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비교 가능한 같은 법권에 속한다고 한
106)

104)

BverfG, Urteil vom 07.01.1959, VBerfGE 9. Band, S. 73ff., (S.82)(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면에서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431
105)
106)

재인용).

앞의 책

면 참조

Carl-Daid von Busse,
, 439-450
.
S. Choudhry, Globalization in search of justification: Toward a theory of

Comparative

Constitutioal

Interpretaion,

819.ff.,(S.868)(Carl-Daid von Busse,

in:

ILJ

74(Summer

앞의 책, 45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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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S.

다.
법권 이론을 발전시킨 쯔바이게르츠(Zweigert)와 쾨츠(Kötz) 조차도 법권
이론을 곧바로 공법 영역에 적용시키지는 않았듯이, 사법 영역에서 논의
된 법권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공법 영역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법권이론은 서로 다른 법체계의 범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별 국가의
공법은 동일한 발생적 기초를 토대로 한 범주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 실무적으로도 법비교 해석에 있어 법권에 근거
한 계보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설립 이래로 2007년도까지 27개의 미국 판결을, 11개의 영국 판결
을 인용하여 영미법계의 판결을 총 38개 인용하였다. 반면, 독일법과 친
족관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법은 29회만이 고려되
었을 뿐이다. 즉, 법원 실무적으로도 동일 법권을 고려하여 비교법 해석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개별 법문제에 따라서 발생적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계보적
해석에 의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보학적 해석을 비교법 방
법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07)

108)

109)

(d)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

폴젠(Paulsen)은 초드리(Choudhry)의 3개 방법론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이란
사적 이익과 이기주의에 반대하여 공동체적인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체내 법 통일을 목표로 한다.
110)

107)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면 참조

453-455
.
Carl-Daid von Busse,
, 455-456
.
109) Carl-Daid von Busse,
, 456-460
.
110) Vgl A.M. Cárdenas Paulsen, Der Einfluss ausländischer Judikatur auf die
108)

앞의 책
앞의 책

면 참조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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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젠은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방법론의 가장 유명한 판결례로 1974
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Solange I 판결 을 든다. 위 판결은 유럽공동
체법과 독일헌법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권
한을 가지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유럽 공동체의 통합과
정이 충분히 진행되어 공동체법이 또한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독일 기
본법의 기본권 목록에 상응하게 유효하게 표현된 기본권 목록을 가질 정
도가 되지 않는 한, 독일법과 유럽법의 양립가능성은 매 사안에서 심사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유럽재판소, 유럽의회에 의거하여 유럽 공동체법의 영역은 법 분열 상태
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두는 것은 유럽법 통일을 희생하고, 유
럽 공동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며 유럽 통일의 기본사상을 거부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폴젠은 위 반대의견이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의하더라도 폴젠이 주
장하는 ‘공동체영역 내의 재판소 사이의 대화’로서의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법통일이라는 관념을 따른 것에 불과하
다. 즉, 폴젠이 예로 들고 있는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유럽재판소는 ‘방
법론’으로서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
이는 기본적으로 폴젠이 주장하는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이 ‘방법론’
으로서의 실익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방법론으로서의 역할
은 비교의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데, 폴젠의 유
111)

112)

113)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2003), S.23ff.; vgl. auch A.M.
Cárdenas Paulsen, Über die Rechtsvergleich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2009), S.141.ff(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면에서 재인용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466
).
BVerfG, Urteil vom 29.05.1974, BVerfGE 37. Band, S. 271ff.
112) A.M. Cárdenas Paulsen, Über die Rechtsvergleich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111)

Bundesverfassungsgerichts(2009), S.143(Carl-Daid von Busse,
113)

재인용).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468-4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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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책, 468면에서

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은 유럽 공동체에 기여하는 해결책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뿐, 비교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공동체 내 법 통일을 위한 해석에 그치는 경우, 단순히 유사한
해결책을 위한 통계적 법해석에 그치는 것에 다름이 없으며, 이것은 유용
한 방법론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적 법해석이 국내의 법 문
제에 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가져오는지에 대하여도 별다른 해답을 제
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114)

3. 검토

비교법 방법론은,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법을 발견하기 위한 기준을 제
시한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모든 연구에는 다양한 목적과 그에 대
한 질문이 존재하므로, 이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선택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현대 후기 비교방법론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성을 표
방하고 있다. 즉, 비교법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의 경우 각 법체계상 법적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기능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대상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만, 공법의 경우 각 국가별로 법적 특수성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특히 행정
법의 경우 정치 이데올로기 등 법 외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5)

114)

Carl-Daid von Busse, Die Methoden der Rechtsvergleichung im offentlichen
Recht als richterliaches Instrument der Interpretation von naionalem Recht, 2015,

115)

면 참조

474-478
.
Carl-Daid von Busse,

앞의 책, 387-3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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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 방법
Ⅰ. 관점
1. 집중시스템과 분산시스템

에 의하면, ‘통제제도’(control regime)는 행정권력의 통제와 관
련한 일련의 기관 , 규범, 그리고 관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제
제도를 구성하는 기관에는 법원과 의회가 포함된다. 통제규범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성법(hard law)만을 포함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연성법
(soft law)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한 법적 통제의 예로는, 행정결정
에 대한 사법심사를 들 수 있고, 약한 법적 통제의 예로는 옴브즈맨 제도
에 의하여 형성된 좋은 행정의 원칙(principles of good administration) 을
들 수 있다. 관행 통제(control practices)는 비법적인 방식으로 기관을 통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Peter Cane에 의하면 통치구조(system of government)는 분산시스템과 집
중시스템으로 묘사된다. 권력은 기능적, 또는 사회ㆍ정치적으로 ‘분산’되
거나 ‘집중’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전적으로 정부의 기능은 입법, 사
법, 행정으로 기능적 분산이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과거 중세 잉글랜드
에서는 재산이나 이해관계, 지지층에 따라 사회정치적으로 권력이 왕실,
상원, 하원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Peter Cane

116)

117)

118)

116)

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영국(England)에 관한 논의는 런던의
중앙정부에 한정하고, 지방정부나,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관한 논
의는 생략한다. 미국에 관하여도 연방 차원의 논의에 한정한다. Peter Cane,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면 참조.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실책(maladministration)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어느 때에
행정실책을 개선, 보충하기 위한 옴부즈맨 권한이 발동되어야 하는지를 구체
화함으로써 좋은 행정의 원칙을 발전시켰다.
University Press, 2016. 12

117)

118)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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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제와 균형 및 책임

은 권력이 통제되는 방식과 통치구조와의 연관성에 주목하였
다. 즉, 권력이 분산된 체계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
력이 집중된 체계의 경우에는 ‘책임의 원리 ’에 따라 권력이 통제된다
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한을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나누어 가짐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힘의 ‘균형’
을 가져 온다고 한다. 기관 사이에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다. 여기서 ‘견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다른
기관의 권한행사를 멈추거나 연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다른 기
관을 감독한다는 의미이다. 집중시스템에서의 통제체제인 ‘책임’의 예로
는 영국의 내각 책임을 들 수 있다.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서 이를 행사할
때에는 해명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 또는 ‘책임의 원리’에 의한 통제체제의 모습은 4가지 측
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갖는다. 첫째, 기관들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인
지 수평적인지 여부이다. 책임은 수직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반대로, 권한
이 분산되거나 공유된 기관들은 수평적 관계에 있고, 이는 ‘견제와 균형’
Peter Cane

119)

120)

119)

120)

면 참조.
피터 케인은 책임
이라는 용어를 좁게 이해하여 ’메카니즘으로
서의 책임‘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미국에서 ’책임‘이 ’견제와 균형‘에 의한
통제체계를 포함하는 의미의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구별된다. Mark
Bovens에 의하면, 미국에서 '책임’은 ‘제도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라 ‘규범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
는 것은 관료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 공무원
의 권한을 통제하는 제도적 차원으로서의 책임과는 구별된다. Peter Cane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은 분산시스템으로서 ‘견제와 균형’ 메카니즘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책임’에 대한 담론은 제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규
범적인 의미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같은 의미로 피터 케인이 이야
기하는 ‘책임’은 responsibility와도 구별된다. Peter Cane, 앞의 책, 9면 각주 22
참조.
Peter Cane, 앞의 책, 8-9면 참조.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4-8
‘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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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통제체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장관들이 의회에 책
임이 있으며 그에 종속된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받으나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둘째, 기관들이 양극의 관계를 가지는지, 다극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이다. ‘책임’의 관계는 양극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견제와 균형’
의 체제는 다극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은 권한이 2
개 이상의 기관 사이에서 분산되거나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기관이 하나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임의 관계는 양극의 기관을 전제하였을 때 가장 잘 설
명될 수 있다. 반대로 어느 하나의 기관이 2개의 기관들에 의하여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책임’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의회와 대법원에 의한 감독 대상이 되지만, 의회와 대법원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통제체제는 기관들이 서로 ‘대등’한지 여부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 책임의 관계에서는, 기관들 사이에 권위를 가지거나 종속되는 관계
에 있게 된다. 반대로, 기관들 사이에 권한이 공유되는 경우, 어느 기관도
상대방 기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질 수는 없고 책임을 질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위는 견제와 균형 체제와는 병존할 수 없다.
네 번째, ‘견제와 균형’ 원리와 ‘책임’은 시간적으로 발생 근원을 달리
한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로서, 견제와 균형은 본질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견제와 균형은 장래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정부에게 부
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은 본질적으로 과거
에 대하여 발생한다. 이는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권한행사가 이루어
진 다음에 회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로, 영국의 행정입법은 입
법이 시행된 이후에서야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121)

122)

123)

121)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9
Peter Cane,
, 9-10
.
123) Peter Cane,
, 10
.
122)

앞의 책 면 참조
앞의 책 면 참조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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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효력이 공포되기 전에 심사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미
국 행정입법 과정은 미국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
다.
124)

3. 구조적 접근법

은 행정권력이 통제되는 방식을 통치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
면서, 스스로 이 방법을 ‘구조적’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행정
권력이 통제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통치구조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하고, 반대로 행정권력이 통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은 통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통치구조의 종류를 ‘집중시
스템’과 ‘분산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집중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책
임의 원리’에 따른 행정권력의 통제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분산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행정권력의 통제 방식
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Peter Cane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접근 방법은 행정권력의 통제방식
을 구현하는 각 나라의 기능적 상응물을 찾아내어 비교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기능적 방법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방법론은
공통된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적 상응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추
상화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상응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보편주의’에 근거함으로 인하여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연유로 기능주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공통점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 방법은
집중시스템과 분산시스템의 ‘차이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Peter Cane

125)

126)

127)

124)
125)
126)
127)

앞의 책 면 참조
앞의 책 면 참조
앞의 책
면 참조

Peter Cane,
, 10
.
Peter Cane,
, 2
.
Peter Cane,
, 10-13
.
Vivan Gorsswald Curran, Dealing in Difference: Comparative Law’s Potential for
Broadening Legal Perspectives,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6(1998), pp.657-6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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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eter Cane은 영국을 집중시스템으로, 미국을 분산시스템으로 규정
하면서 종래 커먼로 법계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던 영국과 미국을 서로 대
립된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각 체계의 특성을 분명
히 드러내는 비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계
에 속한 비교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은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 방식이
기존의 법계에 의한 분류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취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즉,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기능적 방법론
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권력이 분배되는 방식에 따라 통치구조를 두 가
지로 구분 하고, 이를 통해 행정통제 체계의 ‘차이점’에 주목한다는 점
에서 독자적 의의가 있다.
128)

Ⅱ. 행정입법 통제와 통치구조

에 의하면,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행정입법의 통제 방식은 통
치구조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집중시스템에서는 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행정입법이 통제되며, 분산시스템에서는 견제와 균현의 원리에 의
하여 행정입법이 통제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치구조에 따른 차이점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Peter Cane

128)

역시 위와 같은 가정이 규범적 선호, 문화, 이데올로기적 가치 등
통제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의 이론이 정부 체제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을 지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비교 대상의 국가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 시스템에서, ‘the Privy Council’은 노르만인이 잉글랜드
를 정복한 1066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위 기관의 기능, 구성, 정
치적 중요성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Peter 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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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행정입법 제출 제도와 집중시스템
(1) 행정입법 제출 제도

영국의 행정입법 에 대한 통제는, 사전공포 및 협의, 의회통제, 사후
공포, 사법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주로 의회에 의한 행정
입법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행정입법 제출 절차는 의회의 본회의에
서의 심사절차를 의미한다.
영국의 행정입법은 1946년 법령문서법(Statutory Instruments Act)에 의하
여 규정된 법령문서(statutory instrument)와 그렇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나
뉜다. 일반적으로, 법령문서법에 의한 행정입법은 의회제출 절차를 거
129)

130)

129)
130)

이 논문에서는 주로 경성법(administrative hard rule)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Geo6/9-10/36/section/1

년 법령문서법 제1조는, 국왕이 추밀원령으로 행정입법 권한을
행사하거나, 장관이 statutory instrument에 의하여 행정입법 권한을 행
사하는 경우, 당해 행정입법을 법령문서라고 정하고 있다.
1946

1 Definition of “Statutory Instrument”
(1) Where by this Act or any Act pass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power to make, confirm or approve orders, rules, regulations or
other subordinate legislation is conferred on His Majesty in Council or on
any Minister of the Crown then, if the power is expressed—
(a) in the case of a power conferred on His Majesty, to be exercisable
by Order in Council;
(b) in the case of a power conferred on a Minister of the Crown, to be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any document by which that power is exercised shall be known as a
“statutory instru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thereto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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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을 요한다. 보통 상원과 하원 모두에 제출되어야 하며, 때로는 하원
에만 제출될 경우도 있다. 의회제출 절차는 단순제출절차, 승인의결절차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거부의결절차(the negativ e procedure), 초
안의 제출이 있다.
단순제출절차는 수권법률에서 행정입법이 의회의 본회의에 제출될 것
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의회에서의 승인을 획득할 것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위 절차를 통하여 의회는 행정입법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시행 이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행정입법이 제출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만 예외적으로 단순제출절차를 거치기 전에 행정입법이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승인의결절차는 수권법률에서 행정법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또는 하원
의 승인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초안이 일단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승인의결이 있어야 행정입법의 제정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정입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즉시 효력이 있는 행정입법을 제정하였으나
승인의결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거부의결절차는 수권법률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입법을 의
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원 또는 하원 또는 오로지 하원의의 승인을 받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경
우 행정입법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해 행정입법은 그 자체로
서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행정입법 중 승인의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제출한 초안에 대하여는 수정이 허용될 수 있고, 이는 소
위 특별승인의결절차(super-affirmative procedure)라고 한다. 거부의결절차
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들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31)

132)

131)

안동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국회·유
럽헌법학회, 2009. 4. 13., 1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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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의 제출은 행정입법의 초기 제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사를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에 행정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알리
고, 향후 제정 여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현재 행정입법 중 상당 부분이 위와 같이 의회에 대한 제출절차를 거치
지 않고 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영국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행하고 있다. ‘행정입법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Statutory Instruments)를 설치하여 수권법이 정하고 있는 요
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행정입법이 수권법률의 사항을 초과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
게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 밖에 ‘상원 위임권한 심사위원
회’(The House of Lords Delegated Powers Scrutiny Committee)에서는 입법
권한의 위임 정도에 대하여 심사하고, ‘상원 행정입법 본안위원회’(House
of Lords Merits of Statutory Instruments Committee)에서는 법령문서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상원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심사
한다.
133)

(2) 내부적 통제

영국은 입법권, 행정권, 관료제의 권한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집중시스
템’에 해당한다. 영국의 통치구조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행
정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수상 외에도 몇몇의 선출된 행정관료들에 의하
여 운영되며, 의회 역시 위 행정관료들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으며, 의회를 통제할 헌
법적 권한이 없고, 단지 정치적인 제어만이 가능할 뿐이다. 또한 미국에
서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한이 분산되고, 관료제를 구성할 권한은 의
134)

132)

133)
134)

안동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국회·유
럽헌법학회, 2009. 4. 13., 172-173면, 179면 참조.
안동인, 앞의 글, 175면 참조.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310-311면 참조.
- 55 -

회가 행사함에 따라, 미국 행정관료들은 영국에 비하여 자율성을 갖는
다. Peter Cane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통하여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영국과 미국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관료제가 행정부만의 구성물이고, 따라서 미국의 대
통령에 의한 통제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영국에서는 행정부
와 관료제가 계층적 시스템으로 이해되며, 이는 기관과 기관 사이의 외부
적 통제와 구별된다. 즉, 영국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의 내부
적 문제로 이해된다.
둘째, 영국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관들에 의하여 대부분의
행정입법이 제정된다. 이에 영국에서는 관료들은 독립적이고 기술적인 전
문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자들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
서, 관료들은 행정입법을 통하여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고 정책 결정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영국의 관료들은 ‘수상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따른 종국적 책임이
행정부에 귀속하기 때문에, 영국 관료제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는 경쟁 또
는 대립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영국의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미국과 달
리, 관료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가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와 같이 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
가 없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의회’
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내부적 통제’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135)

136)

135)
136)

Peter Cane,
Peter Cane,

앞의 책, 311면 참조.
앞의 책, 310-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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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의회 거부권과 분산시스템
(1) 의회 거부권

행정입법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가장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을
거부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미국에서 의회거부권
(legislative veto)은 1939년에 도입되었다. 의회거부권은 행정위원회로 하여
금 행정법령 시행 전에 행정법령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공동의결 또는 단원의결에 의하거나 해당위원회에서 행정
법령을 무효화 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Chadha 판결 을 통해 의회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쟁점
은, 거부권의 행사가 ‘입법행위’(legisl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버거는 해당 사안에서의 의회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의
회 밖에 있는 개인이나 국가기관의 법적 권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
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법행위로 보아
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버거는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의도는 모든
입법은 전체 의회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면서, 의회
에서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양원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
137)

138)

137)

138)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462 US 919 (1983).

미국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는 미국이민국(INS)에 외
국인의 추방 또는 추방연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를 하원에 보고하도
록 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민국(INS)이 제출한 추방연기 명단 중에
는 Jagdish Rai Chadha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이 사건에서 하원의 의회거부
권 행사는 Chadha의 미국내 체류를 금지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INS v. Chadha, 103 S.Ct. 2784(1983). “Examination of the action taken here by

one House pursuant to 244(c)(2) reveals that it was essentially legislative in
purpose and effect. In purporting to exercise power defined in Art. I, 8. cl. 4, to
establish an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the House took action that had the
purpose and effect of altering the legal rights, duties, and relations of persons,
including the Attorney General, Executive Branch officials and Chadha, all outside
the Legislative Branch.”

- 57 -

인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하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킨 경우여야 한다고 판
단 하였다. 이에 위 사안에서 하원만의 의회거부권 행사로 인한 입법행
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이다.
139)

(2) 의회심사법의 제정

년 3월 29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심사법’(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연방의회는 연방행정위
원회의 거의 모든 행정입법에 대하여 불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
다.
의회심사법(CRA)에 의하면, 주요 행정법령은 시행 60일 전에 의회에 제
출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서명 대상이 되는 신속한 불승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요 행정법령이란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
규제국에서 해당법령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 비용이나 가
격의 주요 인상, 경쟁력, 일자리, 투자, 생산성 등에 주요 부정적 영향 등
을 미친다고 판단한 법령을 일컫는 것이며,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
제3(f)(1)에 의해 경제적으로 주요한 법령으로 결정된 법령을 말한다.
한편, 비주요법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효과가 있다. 의회가 불승인
공동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묵인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는 불
승인공동의결을 하게 되면 이미 시행된 비주요법령은 시행되지 않은 법
령으로 다루어진다.
의회심사법(CRA)은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의회의 의
사에 반하는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
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행정위원회에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한
1996

140)

141)

139)
140)

141)

INS v. Chadha, 103 S.Ct. 2964, 2784(1983).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Exec. Order No 12,866, 58 Fed. Reg. 51,735,
51,738 (1993).
5 U.S.C.A. §8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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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하게 되고, 결국 탄력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행정입법권의 경직
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행정입법이 더 이상 법
령을 형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고, 약식행정입
법의 형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142)

143)

(3) 외부적 통제

에 의하면,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력이 분립되고,
관료제를 구성할 권한은 의회가 행사하는 분산시스템을 갖춘 국가이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구조의 특징을 통하여 행정입법 통제 현상을 설
명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대통령의 관료들에 대한 통제는 외부적 통제로 여겨진
다. 이는 의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독립성은
행정입법에 대하여 의회가 예산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외부적 통제의 결과로서, 미국에서는 행정입법 제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임된 권한에 한정하여서만 행정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이론이 중요한 경향으로 소개된다. 이에 의회가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영
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에 대한 통제가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의하게 된다. 즉, 영국에서는 관료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가 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반면, 미국에
서는 입법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영국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관들에 의하여 대부분의
행정입법이 제정되는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행정부에 임명된 관료 또는
Peter Cane

144)

142)

143)

정하명, 미국연방의회에 의한 행정입법통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
제에 관한 연구, 국회·유럽헌법학회, 2009. 4. 13., 207면 참조.
Thomas O. McGarity, Some Thoughts on “Deossifying”the Rulemaking Process,

41 Duke L.J. 1385(1992).
144)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3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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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조.

독립적인 기관들에 의하여 행정입법이 제정된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통령
은 행정입법 절차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
기 초까지 행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시 하는 ‘과학적 경
영’(scientific management) 경향 에 기인한다. 미국에서 행정이란 결과보
다는 수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의 한 분야로 여겨지기보다는 전문
가와 기술자의 분야인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료들에 의한 행정입법을 정치적, 외부적으로 통제
하려는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더 현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 시스템에
서는 관료제가 다른 기관들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4번째 기관’으로 불리
운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의 관료제가 둘 내지 셋의 수장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영국의 관료제는 행정부 하나
만을 수장으로 두고 있다. 미국의 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대통령, 의회, 법
원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행정부가 공무원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를 가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관료들은 독립적이고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자들로 여겨지는 반면, 미국에
서 관료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로 여겨진다.
셋째, 미국은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legislative veto)은 헌법위반으로 설명된다. 미국에서 입법권한은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 사이에서 분산되고 공유되는 까닭에, 행정입
법에 대한 거부는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동시에 작
용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INS v. Chadha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원만의 거부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거
부권의 행사 자체가 입법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하원만의 거부
권 행사는 양원제 및 대통령을 행정입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해석된다.
145)

145)

Woodrow Wilson

의 주장도 그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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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법심사 강도와 통치구조

에 의하면, 개별 국가의 사법심사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유를 통치구조에 따른 통제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집중시스
템에서는 책임의 원리에 의하므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강도가 약하게
나타나며, 분산시스템에서는 견제와 균현의 원리의 원리에 의하므로, 법
원에 의한 사법심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래
에서는 영국과 미국 법원의 사실인정을 중심으로 사법심사 강도를 살펴
보고, 이를 통치구조에 따른 차이점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Peter Cane

1. 영국의 합리성원칙과 집중시스템
(1) 합리성원칙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따라 행정권한의 행
사가 통제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의회는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행정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면 적법한 권한행
사로 인정받게 된다. 즉, 사법부는 행정부의 권한행사가 권한을 유월(ultra
vires)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영국에서 ‘합리성’(reasonableness)원칙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합
리성 원칙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재량권 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한을 초월하는 재량권 행사는 사법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영국 법원은, “성문법률조차도 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재량통제를 방해할 수 없다. 즉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는
적법하게 행동해야 하고 그 적법성은 행정에게 재량을 부여한 법률의 범
위와 목적을 관찰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합리성 원칙에 반하는 행정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영국 법원은, ‘너
무 어리석어서 어떠한 지각 있는 사람도 그것이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146)

146)

Panfield v. Minister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1968) AC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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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조차 꾸지 않을 것’, ‘너무 잘못되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사람도 그러한
견해를 취하지 않을 것’, ‘논리나 승인되는 도덕적 기준에 너무 모자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를 고려하는 어떠한 사람도 도달하지 않을 것’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합리성 기준의 특징점은 위 원칙이 행정결정자로 하여금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합리성기준은 행
정결정자가 행정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
로 하여금 행정결정과 행정목적 및 행정결정에 따른 결과 사이에 합리성
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에서는
‘합리성’(rationality)원칙이 행정결정 내부적으로 결정과 이유 사이의 합리
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영국에서의 ‘합리
성’(reasonableness)원칙은 행정결정 외부적으로 유래된, 또는 사법적으로
부과된 적절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47)

148)

(2) 사법심사 강도

에 의하면, 영국은 집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중시
스템은 이론적으로 주권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미국에서는 주권이란 국민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미국에서의 분산시스템은 주권이 각 기관에 위
임된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주권은 본래 왕권에 귀속된 것이
었다. 17세기에 위 주권은 의회로 옮겨갔고 20세기에는 행정부에 옮겨갔
다. 영국이 법의 지배와 사법권의 독립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에서 법은 권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고,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 아래에서 시민을 보호하도록 하
Peter Cane

147)

148)

조원경, 행정소송에서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강도 : 독일법, 프랑스
법, 영국법, 미국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
교 대학원, 2003, 64면 참조.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54-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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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권한의 남용이나 유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
다.149)
영국 명예혁명 이전에 커먼로 법원의 판사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다양
한 방법으로 관여된 왕실의 관료들이었다. 명예혁명 이후에 커먼로 법원
은 왕권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의회에 종속되게 되었다. 이후 행정국가가
점차 커지고 권한이 더욱 집중되면서 1960년대에 이르러 영국에서도 사
법권이 중요성과 독립성이 정부에 대응하여 더욱 중요해졌다.150)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영국에서의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
하여 이유제시와 합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이유제
시는 매우 최근에서야 도입되었고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매우 약하다. 명
예혁명 이후로 영국 법원은 헌법구조상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
었고, 그들의 중요 기능은 영국의 입법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
다. 중세의 사고에서는 커먼로와 실정법은 모두 ‘관습법’하에 있는 것으
로 이해되었고, 19세기까지 판례법은 실정법보다 경시되었다. 또한 판례
법은 그 자체로 기관의 행위로서의 실정법적인 의미라고 이해되었다.151)
영국에서의 연성법의 전통은 형식주의로 바뀌었고, 선례의 독트린과 선
례구속의 원칙은 강화되었다. 또한 영국의 법원은 그들 자신을 정치에 관
련되지 않은 기관으로 파악하였다. 영국의 시스템에서 정치권력의 합법성
은 민주적 지지에 의존하는 것이지 합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러한 점에서 영국의 사법심사에서 행정에 대한 이유제시 논리가 엄격하
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152)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64면 참조.
150) Peter Cane, 앞의 책, 264-265면 참조.
151) Peter Cane, 앞의 책, 265면 참조.
152) Peter Cane, 앞의 책, 266면 참조.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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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합리성 기준과 분산시스템
(1) 합리성 기준

미국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의하여 행정작
용 즉, 개별결정(adjudication)과 규칙제정(rule-making)의 행사 권한과 권한
행사의 절차가 통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행정절차법 제706조(2)(A)에 ‘자의ㆍ전단 심사’(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를, 같은 조(2)(E)에 ‘실질적 증거 심사’(substantial evidence)를, 같
은 조(2)(F)에 '전면적 심사'(unwaranted by the fact)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들 원칙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
다.
자의 전단 심사는 법원이 행정의 사실인정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원칙이다. 판례는 자의ㆍ전단 심사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행정이 행정결정에 있어서 관련있는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명백한 판단하자는 없는가 ”, “행정이 행정 결정에 있어서 의회가 고려
할 것을 의도하지 않은 관련없는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또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는가, 제시된 증거와 모순된 증
거, 너무나 비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결정이 행정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 행정결정이 선례들에 반하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특별한
153)

154)

155)

156)

157)

153)

154)
155)

156)

157)

추효진, 미국행정법상 ‘실질적 증거 심사’(substantial evidence test)에 관한 연
구 – 행정에 대한 ‘존중’(deference)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32-36면 참조.

Citizens to Preserve Overton Park v. Volpe –401 U.S. 402(1971).
Motor Vehicles Manufacturers Associatio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Ens

Co. -463 U.S.29(1983).
,

조원경 행정소송에서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강도 : 독일법, 프랑스
법, 영국법, 미국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
교 대학원, 2003, 79-80면 참조.
Nader v. Bork –366 F. Supp.104 (D.D.C.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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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제시하지 않을 때 , 재량남용에 관한 판례법에 반할 때 에 자
의ㆍ전단 심사 기준에 의하여 행정결정의 비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Greater Boston Televisio Co. v. FCC 판결 에서 항소심 법원은 행정
결정의 비합리성 뿐만 아니라 행정이 문제사실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
았거나 이성적 논리적인 판단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도 심사할 것을 요한
다는 ‘엄격심사’(hard-look review)원리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엄격심사 원
리에 따를 경우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정책적,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
서 심사할 수 있다.
자의ㆍ전단 심사 원칙에 의할 경우, 행정결정이 사실에 관련된 결정이
기는 하지만, 법원이 이미 형성된 기록에 기속되어야 하고, 새롭게 기록
을 작성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반면 실질적 증거의 심사와 전
면적 심사는 법원이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통하여 사실심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의ㆍ전단 심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가장 약한 정도로 심사를 진행한
다.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행정의 사실인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관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
는 ‘합리성’의 개념에 더욱 중점을 두고, ‘행정결정’과 ‘이유’사이의 관련
성에 주목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접
근 방법이 영국보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실질을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Peter Cane은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 행정 결정과 이유 사이의 합리성이
중시되는 이유, 그리고 왜 미국에서는 더 까다로운 합리성의 기준을 요구
하는지에 대하여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158)

159)

160)

161)

158)

Atchison, Topeka ＄ Sante Fe Ry. Co. v. Wichita Board of Trade –412

U.S.800(1973).
159) Jacob Siegel Co. v. FTC –327 U.S.608(1946).
160) Greater Boston Television Co. v. FCC 444 F. 2d 841(D.C.Cir. 1970).
161)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면 참조.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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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스템과 집중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정부 체제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의 원리로 설명되는 행정통제체제와의 관련성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162)
미국의 사법심사에서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은, 엄격심사 방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내린 결론과 기록에 담겨 있는 자료들의 상관관계를 중
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영국에서는 이유제시가 절차적 정당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유제시가 행정결정의 수단이 되며, 당사
자가 결정에 불복할 근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당사자들에게 행정
결정의 이유를 알리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영국에서의 이유제시는 ‘개
인에 대한 정당성’ 차원의 문제이다. 이는 영국에서는 행정결정과 달리
행정규칙 제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도 상통한
다. 행정규칙은 개인적 차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당사자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이유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또한 영국에서의 이유제시 의무는 행정결정 당시에 당사자에게 이
유를 제시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당해 행정결정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행정결정의 이유가 제시되기만 하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행정결정의 이유는 행정결정의 기
반이 되는 기록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163)
반면 미국에서는 행정결정의 이유는 행정결정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행정결정의 기반이 되는 기록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절차,
특히 규칙 제정 절차164)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개방되어 있고 다원주의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61-267면 참조.
163) Peter Cane, 앞의 책, 264-266면 참조.
164) APA는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기록에 기반하여야 하는 개별행정결정과 규
칙제정절차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기록에 기반하여야
하는 개별행정결정 및 규칙제정은 ‘공식 개별결정’(formal adjudication) 및 ‘공
식 규칙제정’(formal rule-making)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비공식적 개별행정결
정 또는 비공식적 규칙제정의 경우에도 ‘notice and commment'원칙은 적용이
된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APA를 거쳐야 하는 개별행정결정 또는 규
칙제정 보다는 비공식적인 개별 행정결정 또는 규칙제정이 선호되었다. 비공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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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당사자 개인에게만 이유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에서는 행정결정에 따른 이유제시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당성으로 이
해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 행정결정에 따른 이유제시가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는 행정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기관이 충분히 공정하
게 행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결정의 이
유가 기관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격심사 원칙에 의하면, 행정결정과 결과 사이에 매
우 강한 논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미국의 법체계에서
이유제시에 매우 강한 가치를 두고 있고, 개별 결정이나 규칙 제정이 ‘실
질적인 이유’에 기반하여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는 것과도 연결된다.
미국에서 기록은 곧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고, 좋은
개별 결정 또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된다. 이에 미국에서는 행정
작용의 기초가 되는 ‘기록’은 사법통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된
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 행정작용의 기초가 되는 ‘기록’은 사법 통제를
제한하고 행정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165)

166)

165)

166)

식적 규칙제정의 경우에는 사법심사시 기록에 근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
원으로서는 그 사법심사의 타당성을 어떻게 학보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APA는 사법심사가 보통 행정 기록에 의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
다. 비공식 규칙제정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복잡한 이슈들이 상당
한 기간을 거쳐 고려되고, 기록에 의거해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러한 절차
들에 대한 기록이 신중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재판기록이라기 보다는 ’입
법 연혁‘정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제정의 특성은 행정 절차에 광범
위한 참여를 야기하고, 규칙 제정 절차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법심사의 관념에
의하면, 행정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이러한 절차가 비공식적이기 보다는
재판과 같이 공식적일 것을 요구한다.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47-249면 참조.
Peter Cane, 앞의 책, 2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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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심사 강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권력의 분산은 미국 헌법원칙에 따른 헌
법적 구조의 기본이다. 미국 헌법규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관료 임명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관료제는 대부분 의회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 미국 헌법 역시 의회가 주도적인 정부기
관이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내에서 대통령은 The
Federalist Papers에 기재된 것처럼 의회의 CEO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정부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의
회는 더 이상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 1887
년에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가 설립된 것은
2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ICC는 대통령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제에 한
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엄격한 삼권 분립에 의
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지금도 미국 법에는 ‘권한의 분산’이 중요한 담화의 내용이 되고 있
고,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권한의 분
산 원리가 더 이상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첫 번째 해답은 ‘전문성’ 및 ‘과학적 경영’(scientific management)원리와
정치와 행정의 구별에 있었다. 즉, 행정기관은 입법권이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
태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에서는 행정기
관들이 입법, 행정, 사법 기관 외에 ‘네번째 기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의 행정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치와는 구별되면서 삼
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기본구조를 더욱 정교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미
국의 행정기관은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대통령의 감독하에 있으면서,
167)

167)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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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조.

행정절차법(APA)의 적용을 받아 의회, 대통령,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그들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되었다. 그 결과, 행정기관은 의회, 대통령,
법원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권한을 공유·분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
른 기관들에 대해서 ‘책임의 원리’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
여 통제된다고 보게 되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
람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두 번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민주적 다원주의와 참여에서 착안하였는데, 민주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구조화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결과 정부의 행정결정의 과
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대표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익의 대표성’ 요구로 인하여 미국행정법 내에서의 ‘합리성’ 기준은 매
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합리성 원칙의 발전은 미
국 사법심사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행정결정의 수단과 결과의 관련
성으로서의 합리성은 결국 행정 결정에 높은 기술적, 과학적인 전문성이
기초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익의 대표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행정
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생각들이 구조화되는 메카니즘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미국내 민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에 의하여 뒷받침 되
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정당화’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즉, 미국행정법에서는 ‘이유제시’와 ‘합리성 원칙’이 행정적 가치와 기
관의 효율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기록’ 형성 의무가 중시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합리성 원칙’의 요구는 국가 시스템에서 관료에게 준(準)독립
168)

169)

168)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면 참조.
미국법이 전문적인 합리성에 반하여 정치적인 여지를 더욱 더 주어야 한다
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K.A. Watts, ‘Proposing a Place for
Politics in Arbitrary and Capriciosu Review’(2009), 119 Yale Law Journal 2. 참
조).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62-26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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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부여하였고,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분산시스템’의 원리
에 따라 정교한 권한의 균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Peter Cane에 의하면, 이유제시 및 합리성 원칙을 통하여 미국 법원에서
행해지는 사법심사가 영국 법원에서 행해지는 사법심사보다 더 엄격하다
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는 이유제시를 통하여 법원에서 행정부가 처분 당
시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관
료는 준 독립적 정책입안자인데 반하여, 영국 관료는 정치인의 충실한 하
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이유제시 의무가 약하게 부과될 수밖
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강도에 대하여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고, 영국 법원에서는 17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 재량권에 대하
여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므로, 오히려 미국에서의 통제 방식
보다 사법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Peter Cane의 분
석이 실제 행정법 체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
다.
170)

Ⅳ. 평가
1. 비판점

이 제시한 구조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Paul craig는 아래와 같
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Peter Cane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분산된
Peter Cane

171)

170)

Paul Craig, ‘Proportionality and Judicial Review: A UK Historical Perspective’ in
S Vogenauer and S Weatherill (eds), General Principles of Law, European and
Comparative Perspetives(Hart Publishing 2017) ch9.(Paul Craig,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al Structur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71)

면에서 재인용

Vol.37, No.4(2017), 961-962
).
Paul craig,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al Structure,

이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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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와 집중된 통치구조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 Peter Cane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집중시스템에 해당하나 단순히
사무만 분배된 상태인 경우와 분산시스템의 구별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정교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사실상 양자의 구별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Peter Cane은 일관되게 영국이 집중시스템의 한 예라고 소개하고 있
으나, 지난 3세기 동안 영국 의회는 왕(Crown), 상원(Lord of House), 하원
(House of Commons)로 구성되었고 입법부에서 위 3가지 기관들은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Lolme Blackstone 같은 학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두고, 입법부 내 구성요소들 간의 헌법적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평
가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 영국은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
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영국이 EU안에 포섭된 기간
동안 영국 기관들은 기관이 EU조약에 의하여 제한되고 사실상 EU에 의
하여 많은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기간 동안
영국의 시스템을 단순히 행정부의 책임이 장관을 통하여 의회에 수직적
으로 이르는 집중시스템이라고 묘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다.
둘째는, Peter Cane은 통치구조를 집중시스템과 확산시스템으로 양분하
고, 각 통치구조를 책임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권력통제 원리
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과연 통치구조와 권력통제 원리 사이의 상
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Paul craig는 이를 두가지
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Peter Cane이 묘사하는 통치구조가 중앙정
부의 작동 모습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관료조직의 권한행사
모습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작동 모습
이 집중시스템 또는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관료
조직의 권한행사 모습이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집중시스템 또는 분산시스
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Peter
172)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7. No.4(2017), pp.946-965.
172)

여 정리한 것이다.
Paul craig, 앞의 글, 948-9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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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요약하

이 묘사하는 통치구조로서의 분산시스템 또는 집중시스템은 행정권
력에 대한 통제 원리에 대한 설명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일 수 있다
는 점이다. 둘째로, 분산시스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행정
권력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의 원리에 의한 통제 원
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Peter Cane은 미국을 분산된 통치구조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책임’의 원
리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이 강조되
는 경우,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보다는 책임의 원리
에 의한 통제가 더욱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집중시스템에 해당하는 국가라 하여, 반드시 해당 국가의 행정부
가 기관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강하게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이 집중된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확산된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
는 미국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범위는 집중시스템에 해당하는지 분산시
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네 번째는, Peter Cane의 방법론은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치구
조의 차이가 반드시 행정법 체제의 차이로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이다. Peter Cane 역시 행정법 체제의 차이는 통치구조 뿐만 아
니라 규범적인 선호, 특유의 가치 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 외에 다른 요소가 행정법 체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차적인 요소로 볼 수 있
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ter Cane의 주장만
으로는 통치구조가 행정법 체제의 차이를 가져 오는 주된 요소라는 점에
대한 논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Peter Cane은 행정법 체제를 이루는 요소들은 기관, 규범, 관행 모
Cane

173)

174)

173)

174)

Paul craig,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al Structur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7. No.4(2017), 949-952
Paul craig,
, 952
.

앞의 글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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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참조.

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위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법 체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고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Peter Cane처럼 행정법 체제를 광범위하게 이해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법 체제의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
정도가 주된 것인지 부차적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반대로 행정법 체제를 협의로 파악하는 경우, 통치구조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행정법 체제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Peter Cane의 설
명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3세기 동안 집중시스템에 해당하는 국가였으
나, 영국의 행정법 체제는 법의 오류 및 사실의 오류, 재량의 검토와 관련
한 행정원칙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Peter Cane의 가설만으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175)
다섯째, Peter Cane이 그의 저서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의 역사적 비
교』(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 An Historical Comparison)176)을 통
하여 구조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통치구
조의 변화만을 다루고 있을 뿐, 행정권력에 대한 통제원리가 변화한

역

사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Peter Cane은 행
정법 체제가 국가 형성에 비하여 훨씬 짧은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들어
현대 행정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국
가의 통치구조 내에서 행정법 체제가 변화한 실제 모습을 반영하기 어렵
다는 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엄격한 행정
규제가 존재하였고, 400년 동안 제정된 수천 건의 규제법, 법 집행기관,
판례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Peter Cane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77)

Paul craig,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nd Political Structur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7. No.4(2017), 952-954면 참조.
176) Peter Cane, Controlling Administrative Power, An Historical Compari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77) Paul craig, 앞의 글, 954-955면 참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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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비교행정법은 비교의 실익이 존재할 만한 차이점을 가진 법체계들이 존
재한다는 가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화를 거듭할 경우 모든 법체계 사
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가정에 근거한다. 위 두 가지 상반된
가정에 대한 논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교의 실익’과 ‘유사성의 추정’
이라는 상반된 가정에 근거한다는 것 자체로서 비교행정법 연구에는 어
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Paul Craig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Peter Cane은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분
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교행정법은 서로 다른 법체계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비교연구를 통하여 자국의 법체계
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비교연구를 통하여 자국 법체계와 타국의 법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자국의 행정법 체계를 타국의 행정법 체계
와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기능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보편주의에 빠지지 않고 통치구조에 따른 통제체계의 ‘차이점’에 집중한
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 Peter Cane은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지
는 행정통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도, 추상
화를 통한 보편주의로서 결국 모든 법체계는 유사성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집중시스템과 분산시스템의 대비를 통하여
각 법체계에 존재하는 행정통제 기능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독자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한 법체계 내에서의 통치구조와 행
정통제 원리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자국의 법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단일 법제
도 내에서 행정법 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Peter Cane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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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논증의 여지를 제공하는 ‘가설’을 제
시하고 있고, 이는 향후 비교행정법 연구자들로 하여금 행정법 체제에 영
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킨다
는 점에서 충분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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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Ⅰ. 우리나라 비교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까지 상당수의 행정법령이 일본의 의용법령이
었기 때문에 초기 행정법학은 일본 행정법과의 비교로 시작되었다. 그러
나 당시의 ‘비교’란 일본 행정법의 일방적인 모방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비교법이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1980년대부터
는 다수 법학자들의 독일 유학, 독일 문헌의 유입으로 인하여 독일의 행
정법에 대한 비교법이 행하여졌으며, 1998년 행정소송 3심제 및 행정법원
설치와 행정절차법 시행 등을 거쳐 2000년대부터는 외국법의 계수의 단
계를 뛰어 넘어 주체적이고 다원적인 비교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일반법학의 관점에서 비교법에 대한 연구 가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였고, 행정법의 개별 주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까지 행정법학에서의 비교법 방법론에 대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78)

179)

178)

179)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5. 12. 참조.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
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호, 한국법사학회, 2006.; 김상용,
비교법과 비교법학, 법학연구 12권 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2.;
朴正勳,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 남기윤, 사비니의 법률해석이론 형성의
기초와 배경, 저스티스, 2012. 6.; 이상면, 법학방법론 연구 : 비교법학적 방법
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최종고, 서평:우현 김진박사 화갑기념, 현
대비교법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참조.
朴正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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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 분야에서의 비교법 연구를 넘어, 최근에는 행정
법 분야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서양 행정법 체계와의 비교 역
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는 서양 행정법 체계와
의 비교에 머물고 있을 뿐,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행정법 비교는 상
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다수의 초기 행정법령이 형성되었듯
이,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행정법 역시 초기 행정법 형성이 자국의 고유
한 법문화를 온전히 반영하기보다는 서양의 법문화를 계수하여 형성되었
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법은 좋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체적 고민
을 거쳐, 행정의 사법통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국제사회에
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
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 법제와의 비교,
나아가 다수의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위한 ‘분석 틀’로서 Peter Cane이 제
시하는 ‘통치구조’와 ‘권력통제 방식’의 분석틀은 우리나라의 법제가 발전
해 온 내용을 반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행정법은 비교행정법 연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문
화적 요소를 찾는 시도를 행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본다면, 법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문화 요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이를 통해 동북아의 ‘고유한’ 법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80)

180)

朴正勳,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심헌섭 박
사 75세 기념논문집, 법문사, 2011., 5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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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eter Cane의 방법론의 적용
1. 우리나라 행정법과 분산시스템

우리나라 헌법 제41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은 “사
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원칙이 헌법원리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각 기관별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나
뉘어 귀속된 ‘분산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에 의하면, 권력이 분산된 체제의 경우, ‘견제
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이 통제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정 당시부터 삼
권 분립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기능적으로는 각 국가기관에 권력이
분산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전
을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 통제가 사실상 불
가능하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국가의
현실에서는, 행정기관이 광범위한 행정입법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법
원이 행정처분의 당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행정결정의 존중의 입장을 견
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정책결정, 예측결정의 분야와 같
이 행정기관의 전문성, 정치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
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가 엄격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Peter Cane의 통치구조 유형화에 따르면 ‘분산시스템’에 가
까운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분산시스템’의 통치구조를 갖
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행정통제란 국가행정이 행정법 질서를 준수하고 행정에게 부여된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행정통제에는 행정
181)

182)

181)

182)

Paul Craig가 비판하는 바와 같이, Peter Cane의 방법론은 행정법 체계의 정치
적 또는 역사적 변화를 다루지 못한다. 이와 같은 비판점은 우리나라의 역사
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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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스스로의 내부적 통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통제로서 다른 기관에 의
한 통제도 포함 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와 비례원칙에 의한 사법통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산시스템의 통제원리
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3)

2.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1) 행정입법 절차

우리나라의 행정입법 절차에 대한 통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규명령의 경우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정부
조직법 제23조 제1항)와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3항)를 거쳐서
제정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를
거쳐 제정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2호), 입법내용이 국
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3호),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
견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한다
183)

정법연구, (2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4., 107면 참조.
김도창, 일반행정법(상), 1992, 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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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
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공포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
한다.
행정규칙은 제정에 있어서 행정절차법과 같이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른다. 또한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그 요
건으로 하지 않는다.
(

184)

(2) 국회의 통제

법규명령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
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제3항).
그러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의회의 통제 방안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과 관련되는데, 행정규칙은 국회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의 관여가 적절하지 않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국회법」에 행정입법 송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개정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시정요구를 할
185)

184)
185)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1, 183면 참조.
전태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교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12. 2.,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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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위법
한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까지 국회법에 규정되지는 않았고, 단
순히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보 권한만을 정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국회법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위법함을 통보받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제98조의 2 제3항)을 두게 되었
다.
(3) 분산시스템과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은 집중시스템 하에서의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제출 제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 분산시스템 하에서의 미국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해서는 의회거부권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Peter Cane의 가설에 따라 분산시스템의 특징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외부적 통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또 다른 분산시스템
국가인 미국과 같이, 의회가 행정입법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입법’
에 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연방행정절차법(APA)이 행정입법에 대한 절
차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절차법이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둘째,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의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위반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 2000년 국회법 개정에서 국
회의 적극적인 시정요구권은 도입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
될 수 있다. 2005년 국회법 개정에 의하더라도, 국회는 위법한 행정입법
에 대한 통보권과 그에 대한 시정 계획을 통보받을 권한을 보유할 뿐이
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확보하지는 못하였
Peter Cane

186)

186)

반대 견해로는, 전태희,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영국법과 우리법의 비
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2., 1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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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이 INS v. Chadha 판결을 통해 위헌
으로 판단되었던 것과 유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국회의 적극적 권한행사는 분산시스템 하에서 받아들여지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우리나라의 국회는 예산안심의(헌법 제54조 제1항), 국정감사·조사
(헌법 제 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질문, 국문총리·국무위원해
임건의(헌법 제63조), 탄핵소추(헌법 제65조)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다.
187)

3.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1) 사실인정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독일의 영향을 받아 포괄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국
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법관에 의한 사실인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특히 행정소송
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한은 법관에게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넓게 사실인정 권한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와 구별
된다. 특히 미국에서 자의ㆍ전단 심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법관은
이미 행정에 의하여 형성된 기록에 기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관에게 인정되
는 사실인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확정개념의 경우로서, 특히 국가시험, 성
적평가, 근무평정과 같은 경우, 행정기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
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행정청이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188)

187)

188)

최계영,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공법연구 37집 2
호 2008. 12. p.203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소원이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상적인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중고등학교 도서의 검정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
사안에서,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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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
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을 인
정하고 있다.
189)

(2) 분산시스템과 사법심사 강도

은 미국을 분산시스템으로 보고, 미국행정법에서는 이유제시
와 합리성 원칙이 행정적 가치와 기관의 효율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한
Peter Cane

189)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4. 24. 91
누6634). 또한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안에서 판례는 “당해 한약조제
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
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
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
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
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7. 10. 선
고 97누13771 판결).
관련하여,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은,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
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
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
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
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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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 여겨지고, 이러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기록’ 형성 의무가 중시된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미국 법원에서는 영국
보다 더욱 강도 높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며, 기록 형성 의무는 법원이 행
정기관이 제시한 행정결정의 이유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Peter Cane과 같이 미국이 분산시스템 하에서 강도 높은 사법심
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청에게 사실인정의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강도 높은 사법심사
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원이 사실인정 및 법규해석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갖고 있고, 시험 및 평가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에만 판례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실인정 권한과 관련한 사법심사 강도에
대하여는, Peter Cane이 제시한 가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에 대하
여는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중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영국이 분산시스템 국가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사실인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분산시스템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에 대
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84 -

제5장 요약 및 결어
Ⅰ. 요약

실무적으로 비교법은 법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만 이의가 있는 것처
럼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
교’와는 달리 ‘비교법’은 법률시스템의 구성, 법적 개념과 절차, 법체계와
관련한 사회적 맥락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국의 법체계를 정확하게 인
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비교법 연구를 통하여 다른 법체계
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자국 법체계의 보완책을 모색
할 수 있다.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으로서 내용적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작
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인바, 행정법에서의 법비교는 연구대상인 행
정법의 공법적 특성에 그 개념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행정법의 경우 정치
구조, 국가기관의 조직 및 구성, 종교, 역사, 언어 등의 법외적 요소가 행
정법 체계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행정법의 법비교를 위해서는 법규정 외에도 법외적 요소가 중
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현대 비교법에서 공법
영역은 주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사법을 중심으로 발전
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법적 확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닮
아가는 추세에 있고, 초국가적 공적 권한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통된 행정원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의 배경으로서 공법 영역에서의
비교법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에서는 법권이론을 통하여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
되어 왔는데, 공법에서도 사법의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그러나 공법에서는 사법과 같이 ‘고정된 법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유의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이론상 발전한 방법론으
로는 예시적 내지 참조용 권역에 의거한 국제적 규율표준을 사용하는 방
법, 문언적 접근법, 기능적 방법, 헤벌레의 5번째 해석방법, 첸처의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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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 집중적 접근법 등이 있고,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는 보편주의
적 해석, 대화적 해석, 계보적 해석, 유럽 공동체 합치적 해석이 제시되었
다. 비교법의 방법론은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법을 발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연구의 목적과 질문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법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방법론은 존재하
지 않으며, 이에 현대 후기 비교방법론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성을 표방하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적 다원성의 측면에서 Peter Cane이 제시하는 구
조적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 Peter Cane은 행정권력이 통제되는 방식을
통치구조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통치구조를 ‘집중시스템’과
‘분산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집중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책임의 원리’
에 따른 행정권력의 통제 방식이 나타나며, 분산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행정권력의 통제 방식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제
시한다.
Peter Cane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접근 방법은 행정권력의 통제 방식
을 구현하는 각 나라의 기능적 상응물을 찾아내어 비교한다는 점에서 넓
은 의미의 기능적 방법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 방법
론은 공통된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적 상응물을 찾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추상화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공통점을 강조하는 보편주의에 이르게 된
다는 점에서 Peter Cane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즉, Peter Cane은 기능주
의에 근거하면서도 통치구조에 따른 행정권력 통제 방식의 ‘차이점’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독자성이 있다. 또한 비교법 방법론의 연혁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보편주의에 종착한 기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법계
에 의한 분류 방식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는데, Peter Cane은 종래 커먼로
법계에 속해 있는 미국과 영국을 서로 대비되는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그
차이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특징점을 갖는다.
Peter Cane의 방법론에 따라 행정입법 절차에 대한 의회의 통제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은 집중시스템 국가로서 행정부가 관료제를 구성하
며, 영국의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영국의 행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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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 제출 절차는 의회에 의한 직접적이고, 내부
적 통제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반면, 미국은 분산시스템 국가로서 대
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한이 분산되고, 미국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적이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외부적 통제에 해당
하며, 미국 의회가 관료들에 의한 정책수립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연
방행정절차법(APA)와 같은 ‘입법’의 형식에 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INS v. Chadha 판결을 통해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
(legislative veto)이 헌법위반으로 판단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인정과 관련된 사법심사 강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Peter Cane은
영국의 합리성 원칙은 행정결정자가 행정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결정과 행정목적 및 행정
결정에 따른 결과 사이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
이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이유제시 의무가 약하게
형성되고 사법심사 강도 역시 미국보다 약하다고 한다. 반면, 미국행정법
에서는 이유제시와 합리성 원칙이 행정적 가치와 기관의 효율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메
카니즘으로서의 기록 형성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
에서는 이유제시를 통하여 법원에서 행정부가 처분 당시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위 차이점에 대하여
Peter Cane은 미국 관료는 분산시스템에 따라서 준 독립적인 정책입안자
이고, 네번째 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없는 영국의
관료에 비하여 사법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Peter Cane이 제시하는 구조적 방법론이 사법심사의 강도 측면에서는
행정법 체계의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통치구조와
행정통제 원리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단일한 법제도 내에서 행정법
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고 시도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일반법학의 관점에서 비교법에 대한 연구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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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경우가 다수였고, 최근에는 행정법학에서의 비교법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행정법 쟁
점들에 대한 주체적인 고민을 거쳐, 행정의 사법통제, 행정의 절차적 정
당성 확보 등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Peter Cane이 제시하는 통치구조와 권
력통제 방식 사이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구조적 방법론은 우리나라 행정
법 발전을 반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다양한 행정
법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권 국가들의 행정법과의 비교에 있어서
도 유효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Ⅱ. 결어

행정법에서의 비교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갖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
어서 방법론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행정법은 각 국가별 고유의
정치적 결단과 이데올로기가 행정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이유로, 사법 영역에 비하여 비교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지곤 하였으
나, ‘좋은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의 발로와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의 교류는 더 이상 행정법의 고유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시
기에 이르렀다. 즉, 행정법학은 공통된 문제의식에 비추어 비교의 필요성
이 요구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 행정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
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행정법의 비교법 방법론은 한 차원
높은 영역의 학문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대 후기 비교법에서는 비교법 방법론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
다. Peter Cane의 구조적 방법론은 종래 기능주의의 방법론을 취하면서도
통치구조에 따른 서로 다른 법체계의 행정권력의 통제 방법에 대한 차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종래 동일한 커먼로 법계에 속하는 것으로 여
겨졌던 영국과 미국을 대비되는 법체계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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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도 향후 다양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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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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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ea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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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derlying issue in the comparative law is to decide ‘what subjects to
compare’, ‘what elements to select,’ and ‘how to compare them,’ based on a
common ground.
In particular, due to the complexity of elements of the law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inherent in the law; comparative law
addresses discussions on whether effective comparisons are feasible and, if
possible, how comparisons should be made.
Legal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can arise at all borders. Since private
law is a legal system as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mutual interests in private law have led active studies
on comparative law.
Regarding public law, however, the studies on comparative law have
developed relatively late owing to concerns that political factors may
influence on public law rather than the common legal principles.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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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aw,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law was
difficult due to the view that independence wa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needs to clearly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their country and to control the exercise of
powers of supran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are increasing, numerous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re underway. Therefore, the
topic herein focuses on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Namely, the discussion is made to see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comparison via legal system, which is done in private law, is applicable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f not, discussion on the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s addressed.
The core of the methodology in the field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lies in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comparison. From this perspective, the
methodology of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proposed
by Peter Cane is illustrated herein.
Peter Cane describes the degree of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power as
‘governing system’, and explains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governed
by the means of governing system. In other words, the administrative control
shall be performed in a way of ‘checks and balances’ if the system possesses
a ‘distributed system,’ whereas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 mad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en the system retaines ‘concentrated
system.’
In this pap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control and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of the US and UK a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system of each country in accordance with Peter Cane’s theory. In
addition, an examination is addressed whether the structural approach is vali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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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the state of the art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are observed, and the argument is made to elevate the needs of the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especially methodology, in the
current step of establishing the subjectivity in the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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