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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의 행정허가제도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질서 및 공익을 보호

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 중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시장경제가 발전

하고 있는바,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행정허가제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한다)은 8개

의 장과 8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었다. 「행정허가법」을 통하여 중국은 행정의 법 집행에 관하여 명확

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 행정체제 개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은 「행정허가법」의 입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중국 행정허가의 개념 및 그 본질

적인 특성과 성질을 검토하고, 행정허가제도의 연혁과 행정허가법 제정

의 의의에 대하여 살핀다(제2장). 또한,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인 

행정허가의 설정, 허가의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기간, 청문, 법적 책

임에 관하여 검토한다(제3장). 나아가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공

개, 공정, 편민(便民) 등 원칙을 정립하고 청문, 신뢰보호 등 제도를 설정

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행정허가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4장). 

주요어 : 행정허가제도 행정허가법 허가제도개혁 허가사항 허가실시절차

학  번 : 2016-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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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오늘날 중국에서는 국가권력의 행사 및 국가기능의 실현은 법규범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법치행정은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중국의 행정법은 더딘 

발전을 보였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1980년대에 이르러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1989년 「행정소송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4년 

「국가배상법」, 1999년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과 공민을 위한 사법구제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 법률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에 

「행정허가법」을 제정하여 허가설정의 기준, 설정범위, 설정주체와 절

차, 행정허가의 감독관리와 책임을 규정하였다. 

기존의 중국 행정허가는 행정허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허가사항이 

과도하게 많으며, 허가설정권한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하고, 허가가 자의

적으로 이루어지며, 허가과정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허가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덧붙여,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라 중국이 허가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요구되었고, 2003년 행정허가법이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

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7호로 공포된 「행정허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특히 「행정허가법」은 그동안 행정기관

의 재량에 유보되었던 사항을 제도화하였고 허가가 실시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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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행정허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였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입법에 관한 

「입법법」을 갖고 있으며, 행정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정허가에 관하여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행정허가법」을 갖고 있

다. 또한, 중국은 독일 등의 대륙법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나름의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발

전도상 국가들이 새로운 법체계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데 참고 

모델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정허가법」은 사회

주의 법체계의 특성상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다. 「행정허가법」 입법 이후의 법 집행 경과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과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의 목적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에

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종종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한 후 언제 허가증이 발급될지 몰라 하염없이 시

간을 낭비한다든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는 등의 사례를 듣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허가법」

의 제정 및 실시를 통해 중국 공민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계되는 모든 외

국인과 외국 기업도 행정허가와 관련하여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의의가 

있다. 「행정허가법」이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행정

기관의 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명백하

다. 

그런데도 「행정허가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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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행정허가법」이 정한 행정허가사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다. 「행정허가법」 제12조가 행정허가사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전”이나 “공공안전” 등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가권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지

나치게 확대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허가에 대한 통제장치 

또한 미흡하다. 중국법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허가사항의 설정행위는 

“추상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행정

허가의 설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법적 통제장치가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자기통제 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 

행정기관은 허가를 통하여 공민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특권을 부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인식과 공

민들의 권리의식 결여로 인하여 「행정허가법」의 원만한 시행이 어려워

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의 기본 이론에 대해 살펴

보고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후 「행정허가법」 실

시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행정허가제도를 한국의 

허가제도와 비교하여, 중국 행정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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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용어의 정리

Ⅰ.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우선 「행정허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 과정에 대해 

살피고, 그 제정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논의의 전제가 되는 중국

법상 행정허가의 개념에 대해 살핀다. 학계와 법률 규정상의 정의를 검

토하고 본 논문에 적용할 행정허가의 의미를 규정한다. 특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특징 및 학계에서 논쟁이 많았던 행정허가의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고, 행정허가의 학문적 분류와 법적 분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제3장에서는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핀다. 우선 중국

법상 행정허가의 기본원칙, 행정허가설정의 개념과 기본원칙, 「행정허

가법」의 행정허가설정에 관한 규정을 차례로 살핀다. 또한, 허가주체와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및 위법한 행정허가의 효과에 대해 살핀다. 

제4장에서는 「행정허가법」 실시 이후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용어의 정리

중국에서는 행정허가를 실무상 행정심비(行政審批)라고 칭하고, 그 형

식은 다양하고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행정허가법」 제2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행정허가는 허가, 인가, 특허, 핵준, 등기 등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개념에 대하여 요약하면, 우선 허가

(許可)는 행정기관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한 활동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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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 경제안전, 공

공이익, 신체의 건강,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

된다. 일반적인 허가의 기능은 주로 위험의 방지와 안전보장에 있다. 특

허(特許)는 행정기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신청인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

는 것으로서 주로 한정된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이용, 한정된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독점기업의 시장진입 등에 적용된

다. 인가(認可)는 행정기관이 신청인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나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고 특수한 신용이나 명예 또는 특수한 기능의 구비가 요구되

는 경우에 적용된다. 핵준(核準)은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특정

한 기술 수준이나 경제적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고 확정하

는 것으로서 주로 공공의 안전, 신체의 건강,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시설이나 설비의 설계, 건조, 설치와 사용 및 신체

의 건강,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특정한 상품이나 물품

의 검사, 검역 등에 적용된다. 등기(登記)는 행정기관이 개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특정한 주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1) 

중국법에서 “행정기관”이란 한국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규장(規章)”은 국무원 구성부문 또는 직속기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성·자치구 정부 소재지인 시 및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

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 구역 내 구체적인 행정관리 사항을 제정하

는 규정을 뜻한다. 이는 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는 성·자치구·직할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정 구역 내의 구체적인 상

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 및 공포하는 규정이다. 이는 한국의 

“조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정이근, “중국 행정허가법의 내용과 평가”, 공법학연구 5(3), 2004, 654면. 



- 6 -

제 2 장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의의와 종류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과 성질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연혁과 그 의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Ⅰ.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연혁

1.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필요성

행정허가권은 행정기관이 갖는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이고 정부가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의 사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통제수단

이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허가제도가 더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

구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이 저해되고 인민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 중국

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허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 하에 「행정허가법」이 

제정되었다. 

2.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과정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계획경제 제도 하에 행정작용의 범위는 매

우 제한적이었다. 이후 행정허가제도가 잇따라 제정되었지만 국가경제 

침체로 인하여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많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기, 

탄약, 폭발물 및 계량 등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하는 사항들 외에 기타 사

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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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에 따라 시장경제가 발전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통제가 필

요하였고, 특히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대외 무역의 확대, 인구 증가, 

최첨단 기술의 발전 및 그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행정허가제도의 확

대가 요구되었다. 사회 문제의 다양성과 정부의 관리 범위가 점차 확대

되면서 행정허가권 행사의 기준과 한계를 확정할 필요가 생겼고,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는 그 규모와 수준을 통제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행

정허가제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개인영업에 관

한 관리, 의약품 관리, 식품 위생 관리, 유흥업소 관리, 택시 운영 관리, 

천연자원 및 생태 보호 등 영역에서 행정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설립해

왔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행정허가가 필요한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다. 영업, 자원 및 환경에 관한  

행정허가를 중심으로 법률과 행정법규에 200여개의 허가 유형이 제정되

었다. 예컨대, 혼인신고 및 호적관리를 위한 「혼인법」, 「입양법」, 

「호적등기조례」, 자연 자원의 개발을 위한 「광산자원법」, 「수자원

법」, 「어업법」 등 그 외 많은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허가법」이 제정되기 전에 행정허가사항은 특정 영역의 개별법, 

지방성법규 및 행정 규칙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90년대 말부터 대부분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국무원 각 부서는 허

가제도에 관한 각기 다른 정도의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허가사항이 과다

하다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행정허가법」이 제정되기 전 

중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행정허가사항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였다. 

2002년 11월 국무원은 《국무원제1차행정허가항목취소에관한결정》을 

공포하여 789개항의 심비(審批), 핵준(核準), 비안(備案)2)사항을 폐지하였

다. 그리고 2003년 2월에도 국무원은 《국무원제2차행정허가항목취소및

2) 비안(備案)은 행정상대방이 법률, 법규, 행정규칙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의해 확정되거나 완성된 사항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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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항목관리방식변경에관한결정》을 공포하여 406개항의 허가사항

을 폐지, 82개항의 허가사항을 업계조직 및 사회중개기구가 관리하도록 

이양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반은 1996년부터 「행정허가

법」 연구에 착수하여 〈행정허가법의견징구(征求)법안〉을 마련하였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허가법」의 입법을 입법계

획에 포함하였고 국무원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국무원 법제

판공실은 의견징구법안을 기초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허가법」

의 기초(起草)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 정부, 국무원 각 부서 및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인 수정을 거쳐 「행정허가법(초안)」을 마련하

였고, 두 차례의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쳐 중화인민

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7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행정허가법」 제정 이후에도 국무원은 2004년 5월 《국무원제3차행

정허가항목의취소및조정에관한결정》을 통해 385개항의 허가사항을 폐지

하고, 39개항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46개항은 허가권한을 하급

기관에 이양하였다. 또한, 동년 6월에는 《국무원이확실히보류할필요가

있는행정허가항목에대한행정허가설정에대한결정》을 공포하고, 「행정허

가법」 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500개항의 허가사항

을 행정허가대상으로 설정하였다. 

Ⅱ.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의의

「행정허가법」은 「행정소송법」(1989년), 「국가배상법」(1994년), 

「행정심판법」(1999년)과 함께 중국 행정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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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행정허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그 동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행정허가제도의 

개혁을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추진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무

역,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관련 법규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법규의 

공포를 포함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에 따

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행정허가법」이 아직도 일련의 문제점을 안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첫째,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과 시행은 행정허가영역에서 일정 

부분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행

정허가를 할 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4) 행정의 민주화와 직결되고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행정허가법」의 시행으로 인해 행정허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하기 전에 이

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진술과 해명을 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하며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다

는 의미가 있고, 「행정허가법」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 된다.

셋째, 「행정허가법」의 시행으로 인해 행정공무원의 부패를 일정 부

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허가의 항목과 기준을 설정, 공포하고 

「행정허가법」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행정공무원의 부

패행위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3) 정이근, 앞의 논문, 673면.
4) 행정허가법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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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행정허가법」의 제정은 정부로 하여금 "비공개 정부”에서 "

공개정부”5)로, "무한정부”에서 "유한정부”6)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책임정부”의 실현7)을 의미하며 "고효율 정부”8)를 추구, "신용정

부”9)를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5) 그동안 많은 행정허가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 「행정허가법」은 정보공

개제도, 청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허가 입법의 공개, 행정허가 실

시과정의 공개와 행정허가 실시결과의 공개와 관련되고, 결국 “공개정부” 또

는 “투명한 정부”로 향하여 나아갈 것을 의미한다. 
6) 행정허가사항의 과도한 팽창은 그동안 행정 과정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였

다. “유한정부”의 실현과 사회자치 및 시장 우선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

정허가법」은 행정허가설정권과 설정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을 6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허가권한을 일정한 

범위 안에 둠으로써 정부권력 팽창을 어느 정도 제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7) 그동안 행정허가와 관련하여 행정 인원이 행정허가를 중요한 권력으로 인식

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 간에는 행정허가권 및 허가비용징수권한에 대한 분쟁

이 빈번하였고 행정상대방의 각종 권리를 무시하는 관료주의가 횡행하였다. 오

늘날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설정, 실시와 결과에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

해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허가법」의 제정과 

실시는 “책임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 행정허가의 영역에서 전자서비스 업무의 확대를 제창하고 있다. 즉 행정허가

는 우편, 전보, 전신, 팩스, 전자디지털 및 전자메일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도의 완비와 “전자정부”의 추

진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행정허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신청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추진, 행

정 실무상의 허가 집중제도 및 처리 기간제도 등이 정부업무 효율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9) 그동안 행정허가에 있어서 정부의 자의적인 승낙과 사후의 배신행위는 정부

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정부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미지와 권위에도 영향을 주었다. 「행정허가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행정허가의 영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즉 공민, 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

은 효력 있는 행정허가를 자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행

정허가영역에서 “신용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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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각종 행정허가제도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민원인으로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Ⅲ. 중국 「행정허가법」과 개별법의 관계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에 관한 하나의 통일된 법률이고 구체적인 

허가사항은 그 외 많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허가법」

과 개별법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법 조문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행정허가법」 제83조 제2항은 “본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정허가 

규정에 관해 제정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집행을 정지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법 제9조,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1

항, 제43조, 제50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7조 및 제58조 제1항에서는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법이 「행정

허가법」과 일치한 경우에만 계속 유효하고, 개별법은 보충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개별법만 특별법의 형태로 계속 존

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

칙을 제한한다. 결론적으로 「행정허가법」은 “법에 의하여” 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라는 표현을 통하여 개별법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법규 및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표현을 통하여 특별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법리학에서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다루는 일반원칙은 특별법을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국 

「입법법」제92조10)의 규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중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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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축 과정은 개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누적되거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이를 하나의 통일된 법률로 제

정하는 것이다. 통일된 법전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개별법이 특별법으

로 전환되고 새롭게 제정된 법전이 일반법으로 전환된다. 이 때 기존의 

개별법과 새로운 일반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개별법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그 개별법은 특별법으로 존속한

다. 그러나 그 개별법 규정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는 개혁 통

합의 대상이 된다. 

한편 특별규정이 과도하게 많으면 일반법의 작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

이고 행정기관과 대중이 법에 관한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11) 같

은 영역에서의 주요 내용은 일치해야 하고, 일부 내용은 특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규칙

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법률 시스템은 통일되고 통합되어

야 한다. 「행정허가법」도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일반법에 허용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개별법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10) 「입법법」 제92조: 동일기관이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

례와 단행조례, 규장에 있어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새로운 규정과 이전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규

정을 적용한다. 
11) 叶必丰, “从行政许可法与单行法的关系看法治建设的路径选择”, 法制日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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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과 성질

이 절에서는 논의의 전제가 되는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 정의와 

그에 대한 학계의 견해 및 행정허가의 성질을 살펴본다. 

Ⅰ.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과 특징

1. 행정허가의 개념

행정허가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1) 행정허가

의 개념을 행정허가의 설정, 실시와 감독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

의 행정허가’와 행정허가의 실시와 감독만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행정허가’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이때 ‘넓은 의미의 행정허가’는 입

법적 측면과 법 집행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추상적 내용과 구체적 내

용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좁은 의미의 행정허가’는 법 집행적 측면

만을 포함하고, 구체적 내용에 한정된다. 나아가 행정허가를 “법률규범

이 특정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행정상대방의 신청에 근거하여 행

정주체가 법적 심사를 거쳐 행정상대방이 당해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

를 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로 정의한다.12) (2) 행

정허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법적 권리 또는 법률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13) (3)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금지를 해

제하고 공민 또는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

행위”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14) (4) 행정허가에 대하여 “행정기관

12) 姜明安主编,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京大学出版社, 2011, 224면.
13) 应松年主编, 《行政法教程》, 中国人事出版社2000年版, 126면.
14) 张正钊/韩大元主编, 《中外许可证制度的理论与实务》,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年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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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상대방의 신청에 관하여 특정 행위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15) 상술한 행정

허가의 개념 정의는 다음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행정

허가는 행정기관이 실행하는 하나의 행정행위이고, 공민·법인·기타 조

직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주체는 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 입법 과정에서 행정허가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허가법」은 제2조에서 행정허가에 관하여 법

률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에서의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공

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적 심사를 거쳐 특정 활

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는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착안한 것으로, 법률적 정의의 시각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가 있고, 학계에서 정의하는 행정

허가의 개념과 기본적으로는 일치한다.16) 이 법률적 정의는 행정허가의 

핵심과 본질을 충분히 구현하였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어느 정도 종결되

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행정허가의 정의에서 

‘허가하는 행위’라고 표현함으로써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정허가의 결정은 허가 결정과 불허가 결

정17)을 모두 포함하고, 두 경우 행정기관은 모두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

다. 특히 불허가 결정을 할 때에 행정기관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

방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15) 史小捷, “论行政许可的性质”, 载《法学家》5/6期, 1993. 
16) 马怀德, 《중국 행정법학》, 한국법제연구원 ( 번역: 이상모 · 양희철 · 

신상환), 2014, 321면.
17) 「행정허가법」 제38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

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할 때에는 이유를 설

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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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정의 규정에서는 불허가 결정이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 둘째,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이라는 표현은 자질유형18)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허가만으로 상대방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문제가 있다. 자질유형의 경우, 상대방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체적인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19)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행정허가의 개념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행정허가 개념 정의

를 제안한다 :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적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 또는 

허가를 하지 않는 행위, 특정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허가의 특징

2.1 존재의 전제는 법률이 설정한 보편적 금지

허가는 자유의 회복, 즉 부작위의무의 해제를 뜻하는데 제한을 두기 

전에는 모두가 행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자유가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법률의 보편적인 금지를 해지하는 것이다. 법률이 행정허가

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응하는 금지를 설정한다는 것을 말한다.20)

18) 특정 직업 또는 업종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

가 있는 것으로, 특수한 신용, 조건 또는 기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

가가 통일적으로 내리는 자질 또는 자격인증을 말한다. 
19) 예를 들어, 전문 변호사가 되려는 자는 사법고시의 통과만으로 직접 전문적

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 변호사 자격증

을 발급 받아야 한다. 
20) 马怀德, 앞의 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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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대방의 다양한 활동은 타인, 사회 또는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상대방이 공업과 관련된 생산경영에 종사할 

경우 인근 주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손해를 야기하고 환경을 오염시키

며 국가 경제의 질서정연한 발전을 파괴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행정

상대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보편적 금지를 부여

하고 일련의 조건과 절차를 설정하며 행정상대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

응한 활동에 종사할 자격, 능력 또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활동의 종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보편

적인 금지의 대상은 대부분 경영행위로서, 위법한 행정상대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에 손

해를 미치지 않는 활동과 합법적인 상품에 대하여만 금지가 해제된다. 

그 주요한 목적은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2.2 이익 수여 성질을 지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에는 수익적(授益性) 행정행위가 있고 침해적 행정행위가 있

다. 행정허가는 행정상대방에게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 또는 법률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본다. 

다만, 행정허가를 하면서 행정기관은 행정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특정 행위가 신청에 의한 행위, 금지해제

의 행위라 할지라도 권리와 법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허가

가 아니다.21)

여기서 “이익 수여(授益)”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논쟁

21) 应松年主编, 《行政许可法教程》, 法律出版社2012年版,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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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행정허가 이전에는 

행정상대방에게 특정 행위에 종사할 권리 또는 자격이 없으므로 행정행

위는 ‘권리 부여’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기관이 공익목적이나 위법을 

이유로 취소와 철회를 할 수 있다. 둘째, 행정행위의 성질은 “권리 회

복”이다. 그 이유로는 행정허가 설립 전에 행정상대방이 특정 행위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행정허가의 설립 이후에는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특정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즉 행정허가는 행정상대방이 본래 실제로 

누릴 수 있었던 법정권리에 대한 제한이다.22) 

생각건대, 행정허가는 적용 범위가 넓고 유형도 많으므로 하나의 단일

한 성질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집회행진시위

법」제7조23)에서 규정한 행정허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24)를 허가제도의 설정을 통하여 제한하므로 그 성질은 권리 회복이

다. 반면, 「칭하이성야생동물자원보호조례」제9조25)에서 규정한 허가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반권리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통해 제한하므로 그 

성질은 권리 부여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국

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회복에 불과하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권리는 국가가 발전

22) 应松年主编, 《行政法学新论》, 方正出版社1999年版, 248~249면 참조.
23) 「집회여행시위법」 제7조: 집회, 시위행진, 시위의 거행은 반드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허가 획득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활동은 

신청이 불필요하다. 

(1) 국가거행 또는 국가가 거행을 결정한 축하, 기념 등의 활동

(2)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 사업 조직이 법률, 조직규정에 근거하여 거

행하는 집회
24)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여행 ·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25) 「칭하이성야생동물자원보호조례」 제9조: 비사냥 금지구역에서 비중점(非

重点) 보호 야생동물의 사냥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기간

은 금렵기이다. 금렵기내 사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현(县)급 

이상 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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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비로소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회복이든지 권리의 부여이든지에 관계없이, 행정허가는 모두 

행정상대방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권익으로, 부여된 이익의 내용, 범위, 

기준, 절차 등은 모두 법률로써 규정하고, 법정조건 하에서 행정기관은 

반드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26) 

2.3. 신청에 상응하는 행위

행정허가는 수동적인 성질을 가진다. 행정주체는 행정상대방이 신청을 

제출한 상황에서 비로소 행정허가의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

상대방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먼저 행정허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이 행정허가결정의 성립요건이 되는지 여부

신청이 행정허가결정의 성립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1) 신청

은 행정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신청이 없으면 행정허가도 없다고 보는 관

점과 (2) 신청은 행정허가결정의 합법적 요건으로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대립한다. 행정상대방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

정기관이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절차 하자에 해당하여 행정허가의 효

력은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이는 행정허가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허가의 실체적 내용이 합법적인 상황에서는, 행정상

대방에게 신청 수속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7) 

26) 马怀德, 앞의 책, 324면.
27) 吴庚, 《行政法之理论与实用》, 1996年版,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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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신청은 행정허가결정의 합법적 요건이지 성립요건은 아니라

고 보아야 한다. 행정상대방이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허가가 행정상

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일 경우,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허가를 취

소하기보다는 신청 수속의 보완을 판결하거나 보완명령을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신청 수속의 보완이 행정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행정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 행정허가는 취

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반드시 행정상대방에게 유리한 원칙에 착안하

여 상황을 구별해 대응하여야 한다. 

나. 신청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는지 여부

통상적인 견해는 행정허가의 일방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행정상대방

의 의사표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행정기관이 허가 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상대방의 신청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28) 생

각건대, 허가신청이 법정 형식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고, 법정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 형식의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각종 이유 또는 방식으로 함부로 거

절할 수 없다. 또한, 행정허가결정의 범위는 행정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제출한 신청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은 반드시 신청한 사

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

는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합법적인 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법률 근거, 사

실근거, 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반드시 행정허가결정에서 

인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

다. 법치행정원칙, 행정절차의 직권원칙 및 행정행위의 일방적 원리에 

28) 姜明安主编, 《行政法与行政诉讼法》,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1999年

版,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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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법률 근거, 사실근거 및 증거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인정해야 하며, 그 범위는 행정상대방 

신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9) 행정상대방과 행정기관은 모두 행정절차

의 주체이고, 행정상대방은 각종 형식을 통해 참여하고 행정허가결정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상대방의 주체 지위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행정상대방이 신청의 형식을 통해 제출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행

정기관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합법적 신청은 행정허가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상대방 주체의 지위를 구현하지만,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와 대등하거나 같은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행

정허가결정은 행정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행정상

대방과의 협의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2.4. 행정주체가 행정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적 행정행위 

행정허가의 실시주체는 행정주체이고 행정주체에는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하여 수권 받은 기관이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에 제정된 행정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수권을 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것

이 행정허가이고 기타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하는 승인행위는 「행정허가법」의 대상인 행정허가가 아니다. 또한,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행정상대방의 직권과 의무를 대상으로 행하는 행

정행위이므로, 행정기관의 기타 기관 또는 그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부문

의 관련 사항에 대한 승인은 내부적 행위이지 행정허가가 아니다.30) 여

기서 “기타 기관”은 당(黨)의 기관, 기타 국가기관, 인민단체 등을 포

함하고 “직접 관리하는 사업부문”은 교육과 관련된 행정부문에서 직접 

29) 马怀德, 앞의 책, 326면.
30) 「행정허가법」 제3조 제2항: 관련 행정기관은 기타 기관 혹은 직접 관리 

하는 사업기관의 인사·재무·대외업무 등 사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본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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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학교, 문화와 관련된 행정부문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예 단체, 

위생과 관련된 행정부문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2.5. 요식적 행정행위

행정허가는 반드시 법정 형식을 갖춰야 하고, 격식, 문장(行文) 등 방

면의 기술적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31) 행정허가의 표현 형식은 다양한

데, 전형적으로 허가증32), 영업허가, 승인문건, 비자33), 자격증과 자질

증34), 서명날인35) 등이 있다. 이러한 서면(書面) 증서들은 특정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고 행정허가결정의 증빙이며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36) 

31) 马怀德, 앞의 책, 327면.
32) 이것은 행정허가의 가장 상용(常用)적인 형식이다. 예컨대, 「광고관리조

례」 제6조는 “광고업무를 병행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광고영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예컨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 제1조는 “외국인의 입국은 반드

시 중국 외교부 대표기관, 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타 외국 주

재 기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행정허가법」 제39조 제1항: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결정이 행정허가 

증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도장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행정허가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증, 면허증 또는 기타 허가증서

(2) 자격증, 자질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기타 합격증서

(3) 행정기관의 비준 서류 또는 증명 서류

(4)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행정허가증서
35) 주로 어떠한 기술성 검사, 검측 또는 검역 결론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결

정하는 상황에 적용되는데, 상표 또는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허가를 의미한다. 

「행정허가법」 제39조 제2항: 

행정기관이 검험, 검측,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험, 검측, 검역에서 합격한 설

비, 시설, 제품, 물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검험, 검측, 검역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6) 应松年主编, 앞의 책,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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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의할 문제는 행정허가의 기준은 내재적인 특징이고 그 명

칭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허가는 각종 업종과 관련이 있는데 입법이 

분산되어 있고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등기(登記), 승인(批

准), 동의(同意), 영업허가(執照), 허가(許可), 검험(檢驗), 허락(准許), 특허

(特許), 등록(註冊), 등록(備案), 심사(審核), 핵준(核準), 감정(鑒定) 등이 

행정허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행정허가로 인정할 경

우, 명칭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과 내재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인가

일부 행정허가는 권리 회복과 권리 부여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중 하나인 인가는 특정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및 자질에 대

한 인정으로 각종 사회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법률

개념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인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대중에게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이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특별한 신용, 

조건 및 기술력을 갖춘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관한 것이다. 둘

째, 일반적으로 시험 및 평가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셋째, 자격증과 자질

증은 모두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승계 및 양도는 불가능하다. 넷째,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다섯째, 일반적으로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37) 

나. 등록

등록은 특정적인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에 관한 확인으로, 예컨

대, 기업 법인 등록, 회사 등록, 민간기업 등록, 사회단체 등록 등을 포

함하고, 또는 특정적인 민사관계에 관한 확인으로, 예컨대, 결혼 또는 이

혼 등기 및 입양 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행

37) 顾爱平, “论行政许可”, 载《政府管理体制改革：江苏改革》, 2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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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등록을 거치지 않은 법률관계 및 권리사항은 불법이거나 법적

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셋째, 신청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지며, 넷째, 기속적 행정

행위이다.38) 

다. 핵준

핵준은 행정기관이 기술표준과 경제기술규범을 통하여 특정 사물의 

상태 및 기준을 심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핵준에는 공공안전, 국

민의 삶과 건강 및 재산 안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요한 장비 및 시

설의 설계, 건축, 설치 및 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특정 제품과 물품의 검사 및 검역도 포

함된다. 핵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기술성과 전문성이 전제되고 둘

째, 일반적으로 현장 검수와 검측을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넷째, 기속적 행정행위이다.39) 

라. 승인

승인의 성질은 반드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

기관 내부의 상·하급 간의 승인은 내부행정의 범주에 속하고, 행정행위

가 아니다. 한편 만약 다수의 행정기관이 승인하여야 비로소 행정허가를 

결정·공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승인은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 

또는 외부의 행정허가일 수 있다.40) 

Ⅱ.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성질

행정허가의 성질에 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

38) 顾爱平, 앞의 책, 19면.
39) 顾爱平, 앞의 책, 18~19면.
40) 马怀德, 《行政法与行政诉讼法》, 中国法制出版社, 2000, 224~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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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대표적인 논의에는: 특권설, 권리부여설, 금지해제설, 절충설 등

이 있다. 

가. 특권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에게 수여한 하나의 특

권으로서, 행정허가의 전제는 일반인에 대한 보편적 금지이다.41) 행정허

가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특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발급한 허

가는 임의적으로 철회가 가능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권설은 

영미 국가 초기의 판례에서 많이 채택되었다. 행정허가를 하나의 특권으

로 보는 것은 공민과 법인의 권리를 행정기관이 수여한 것으로 보는 것

인데, 이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주권원리42)와 평등원칙43)에 

위반된다.44) 

나. 권리부여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는 ‘부권’행위이

다. 행정상대방은 본래 아무런 권리도 없었지만 행정기관의 승인과 권리 

부여로 인하여 일반인이 향유하지 못하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권

리부여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리의 형성은 입법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허가행위로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허가를 받지 못한 행정상대방에게 애초에 허가신청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권리 행사가 금

지되어 있을뿐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였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리를 신청

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45)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에

게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기에 

41) 江必新/周卫平, 《行政程序法概论》, 北京师范大学出版社1991年版, 109면.
42)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서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을 할뿐

이지 행정기관이 특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43) 만약 허가를 특권으로 본다면 허가를 받은 사람과 그 밖의 사람으로 구분되

는 것이기에 법률 앞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44) 张吕好, “论行政许可的性质和作用”, 载《法学杂志》第2期, 1996年.
45) 杨解君, “行政许可的概念与性质略谈”, 载《南京大学学报》第3期, 2000年 

59~60면.



- 25 -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권리의 향유나 권리의 행사는 권리

의 단계와 절차이고 하나의 완전체로서 나누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로 정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특정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조건을 부합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

을 뿐이다.46) 

다. 금지해제설: 행정허가는 보편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금지해제’

행위이다. 행정허가의 내용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생활과 생산의 필요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게 금지를 해제하고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된 권리와 자격을 향유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금지해제설에 의하면 허가가 설정되기 전, 즉 법률이 금지를 

하기 전에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률규정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기에 행정허가는 금지된 자유에 대한 회복이다. 따

라서 금지해제설은 ‘권리회복설’이라고도 불리운다. 행정허가를 발급

한 후 법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정당한 철회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은 

발급한 허가를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 금지해제설은 행정허가가 행정기

관이 부여하는 ‘혜택’이라는 착오적인 관념을 없애는 것과 행정기관으

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

지해제설은 권리의 ‘향유’와 권리의 ‘행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

다. 권리의 ‘향유’와 권리의 ‘행사’를 구별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행

정허가는 법률이 금지를 한 기초상에서 그 금지의 해제로 행정상대방에

게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권리의 ‘행

사’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 이

유는 사회의 공공성과 국가가 각종 업계에 대한 관리, 규제를 고려하여 

공민이 권리를 향유한다 하여도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부가

적인 조건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활동에 종사할 수 있

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금지가 아니고 절대

46) 郭道晖, “对行政许可是‘赋权’行为的质疑―关于享有与行使权力的一点法理

思考”, 载《法学》第11期, 19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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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도 더더욱 아니다.47) 일반적으로 권리의 ‘향유’에서 권리의 ‘행

사’까지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

건에 부합될 때 행정주체는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허가를 한

다. 반대로 권리의 ‘향유’로부터 권리의 ‘행사’까지 법적으로 제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생명권, 인격권, 인신자유

권 등의 권리는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48) 또한, 금지해제설은 공민

의 의무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통제가 필요한 모든 

행위를 공민의 금지행위로 보기 때문에 필연코 공민의 권리범위를 한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9)

라. 절충설: 권리부여설과 금지해제설의 두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차이는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에 있다. 행정허가는 행정기

관이 행정상대방에게 특정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형식 중 하나로서 공민 권리의 자유 

회복, 즉 행정상대방에게 보편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

다.50) 다만, 절충설도 다수의 조화성(調和性) 이론과 같이 행정허가의 성

질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만 존

재한다.51) 

중국 행정허가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허가에 대한 분류는 실질

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분류는 동일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로부터 행정허가의 분류기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입법적인 측면에

서 모두 다원적(多元化)이고 다단계(多層次)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허가행위가 고도의 복잡성(高度複雜性)을 띠

고 있기 때문에 행정허가의 성질도 다양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52) 행

47) 应松年主编, 앞의 책, 25면.
48) 杨解君, “整合视野下的行政许可定位分析”, 载《江海学刊》第4期, 2001年.
49) 周佑勇主编:《行政许可法理论与实务》, 武汉大学出版社2004年版, 34면.
50) 马怀德, “行政许可制度存在的问题及立法构想”, 载《中国法学》第3期, 1997

年; 张树义主编, 《行政法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4年版, 169면.
51) 张兴祥, 《中国行政许可法的理论与实务》, 北京大学出版社2003年版,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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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허가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조성된 것으로 서로 다른 유

형의 행정허가는 성질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들

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행정허가에 관한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였

다. 예컨대, 금지해제설은 기본적으로 보통허가의 성질을 구현하였고 권

리부여설은 특허의 내재적 특성을 제시하였다.53)

Ⅲ. 행정허가의 성질에 대한 평가

허가 또는 특허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론에 따른 구별 자체보다는 해

당 행정행위가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유형의 구분은 그 구분 자체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특정한 행정행위

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행정허가는 허가, 특허, 인가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

해되고, 한국에서 특허와 구별되는 허가는 중국에서 “보통허가”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특허는 보통허가와 다른 종류의 허가로 본

다. 통상적으로 보통허가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행정상대방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명령적 법률행위이

고 신청인의 신청 행위가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허

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배타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다. 보통허가와 달리 특허는 행정상대방에게 

종전에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성적 법률행위

이고 행정상대방의 권리는 행정기관이 많은 경쟁자 중에서 선택한 결과

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량행

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배타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본

다.54) 한국 학계의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허가는 상대방에게 자연적 자

52) 应松年主编, 앞의 책, 29면.
53) 应松年主编, 앞의 책, 29면.
54) 应松年主编, 앞의 책, 35면; 赵银翠, “试论我国的行政许可制度-兼论行政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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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55)이고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전심사

의 결과 상대방의 신청된 행위가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를 해제

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예방적 금지의 해제로서 

이로 인해 회복되는 법적 지위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범

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특허는 

법률상의 힘을 설정시켜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공익상의 필요에 따

라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할 것인지

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에 해당하며 진압적 금지의 해제로서 부여되는 법적 지위는 종전에 존재

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권리여서 국민의 권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고 보았다.56) 따라서 허가와 특허의 구별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종래의 

학설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회의 발전으로 현대행정에서는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원래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설정되어야 하는 

권리인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며 전통적인 분류에 따른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점점 모호해지게 된다. 만약 허가에도 재량의 부여가 가

능하고 특허의 경우에도 기속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 허가와 특허의 구

별은 단순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이 아닐 것이고,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항상 반사적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 법률상 이익인 경우도 있다면, 이러한 기계적 도식적 설명은 

可与特许之间的区别”, 载《行政与法》第3期, 2002, 31면 참조.
55) 그러나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

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지위, 즉 권리가 형성

된다고 보아 허가 역시 형성적 행정행위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고 이 주장은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해서도 몇 가지의 입

장 차이가 존재하는데 허가를 특허와 같이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이원우 교수님의 “허가·특허·예외

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행정작용법: 중범 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

집』, 2005, pp. 120-143)을 참조할 수 있다. 
56) 정하중, 앞의 책, 208면; 이원우, 앞의 논문, 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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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허가와 특허의 구

별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57) 또한,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은 용어 

때문에 보통허가와 특허에 대한 구별, 나아가 행정허가에 대해 정확한 

분류를 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론은 그 구별의 의미가 옅어지게 되는 것이나 그 구별이 무의미해진

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분류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론에 입각하여 실정법상 보통허가, 특허, 인가, 등기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허가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제3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분류에서 언급된 법적 분류는 행정허가

의 성질과 기능 및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혼잡한 허가의 용어들을 어느 정도 규범화하고 행정의 편

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314면; 이원우, 앞의 논문, 17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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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분류

Ⅰ. 학문적 분류

상이한 기준에 따라 행정허가와 관련된 다수의 분류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범위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범위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허가는 배타적 허가와 비배타

적 허가로 나뉜다. 배타적 허가는 특허라고도 하는데, 수량제한이 있고, 

특정 행정상대방이 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기타 국민 또는 조직은 다시 

신청할 수 없는 허가를 말한다. 예컨대, 담배전매특허(煙草專賣許可)는 

가장 전형적인 배타적 허가이고 그 외에 특허허가, 상표허가 등이 있다. 

비배타적 허가는 보통허가라고 하는데, 수량제한이 없고, 행정상대방이 

법정 조건을 구비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하는데, 예컨대, 운

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배타적 허가의 조건은 비교적 엄격

하지만 비배타적 허가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관대하고 수량제한이 

없다. 이러한 분류는 중국「행정허가법」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다.58) 

58) 「행정허가법」 제57조: 수량이 제한되는 행정허가는 둘 또는 둘 이상 신청

인의 신청이 모두 법정조건이나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을 수리

한 선 후 순서에 따라 허가의 결정을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998년 8월 26일, 이(易) 모씨는 난장현(南漳縣) 수리국 소속 우안

진(武安鎮) 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녹화협정 범위내의 모래톱에서 

모래채취를 요청하였다. 우안鎮 지부는 1998년 9월 1일 난장縣 수리

국의 명의로 易모씨에게 南水政字[1998] 제001호 모래채취허가증을 

발부하였고, 모래톱 녹화협정 범위내의 강바닥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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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기준으로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모래채취기간은 1998년 9월 1일부터 1999

년 9월 30일까지이고, 모래채취 평면도는 제작하지 않았다. 易모씨는 

모래채취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강바닥 모래사장에서 사건발생일까지 

모래를 채취하였다. 1998년 10월 17일, 난장县 수리국은 刘모씨에게 

南水政字[1998] 제018호 모래채취허가증을 발부하였고, 가오징村오조

(高井村五組) 모래사장, 즉 시관교(西關橋)의 서쪽 20m에서부터 시관

橋 서쪽 140m까지, 책임전(責任田-촌집체소유경작지) 변 마을길 북쪽 

50m에서부터 본 촌 북쪽 110m까지 모래채취를 허락하였고, 모래채취

평면도를 제작하였고, 모래채취기간은 1998년 10월 17일부터 1999년 

10월 17일까지이다. 두 증서가 승인하는 작업방식은 모두 기계채취로

서, 모래채취범위는 중첩된다. 그 후, 易모씨와 刘모씨는 모래채취범

위로 인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易모씨는 1998년 10월 20일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과정에서, 刘모씨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南水政字[1998] 제001호 모래채취허가증의 철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본 사안의 핵심 문제는 현(縣) 수리국이 동일한 강 구간에 두 개의 

모래채취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모래채취허가증은 전

형적인 배타적 허가로서, 유상성, 유한성, 배타성 등의 특징을 지닌

다. 본 사안의 핵심은 모래채취허가증이 일종의 특허로서 구비하는 

배타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자연자원권은 하나의 허가만

을 설정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허가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

하지 못하는 2개 이상의 허가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하지 못

하는 2개 이상의 허가의 상대방이 공동신청, 공동 획득 및 공동 사용

하는 하나의 특허이다. 본 사건의 수리국은 동일한 모래채취구간에 

두 개의 모래채취허가증을 설정하여, 필연적으로 당사자간의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였고, 그 위법한 부분은 모래채취허가의 배타적 효력을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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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기속허가와 재량허가로 나뉜다. 기속허가는 행정

허가의 적용조건이 법률,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조건이 

구비가 되면 행정기관은 무조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반대로 필요한 조

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행정기관은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허

가의 결정에 있어 행정기관은 사정에 따른 재량을 행사할 수 없고 신청 

사항이 부적격하거나 기타 행정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재량허가는 행정기관

이 허가를 실시할 때 법률 및 법규에 의해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

은 경우, 행정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고 공공이익이나 행

정상대방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재량허가는 행정기관이 다양한 이익을 고려하여 종국적으로 내

린 결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행정허가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

니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근거로 행정허가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할 뿐이다. 

3. 격식 요건을 기준으로

격식 요건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증서식 행정허가와 비증서식 행정

허가로 나뉜다. 증서식 행정허가는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 형식으로 발부

된 행정허가로서, 예컨대 허가증, 영업허가, 자격증 등이 있다. 비증서식 

행정허가는 특정한 증서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인장날인의 방식을 채택하

여 발부하는 행정허가이다. 중국「행정허가법」제39조59)는 이러한 분류

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한 경우 증서를 발부하는 허가와 필요하

지 않는 경우 증서를 발부하는 허가로 부른다. 

4. 부관이 붙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59) 각주 23)과 2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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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붙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단독 행정허가와 부관이 

있는 행정허가로 나뉜다. 단독 행정허가란 부가조건의 제한이 없는 행정

허가를 말하고, 부관이 있는 행정허가란 기한, 부담 또는 폐지보유가 부

가된 행정허가를 말한다. 기한은 행정허가의 실시가 개시되는 기한일 뿐

만 아니라, 행정허가가 종료되는 기한일 수도 있고, 행정허가 실시의 기

간일 수도 있다. 부담은 행정상대방이 행정허가의 취득과 동시에 반드시 

져야하는 의무이다. 예컨대, 건설허가를 취득하는 동시에, 반드시 보조시

설을 건축할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폐지유보는 행정기관이 특정 조건하

에 행정허가를 폐지하고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공공이익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허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국민권리를 기준으로

국민권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인신권 허가, 재산권 허가, 정치권 

허가 등으로 나뉜다. 인신권 허가란 국민의 신분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

한 허가를 말하는데, 입출국비자, 출생허가증60), 임시거주증, 혼인등록증 

등이 있다. 재산권 허가란 환경자원 또는 경영권에 대한 행정허가를 말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토지사용권양도허가, 채광채사허가증(采礦采砂許

可證), 취수용수허가증(取水用水許可證), 상표허가 등이 있다. 정치권 허

가란 국민에 대한 의정에 참여할 권리의 허가를 말하는데, 집회허가, 시

위허가, 출판허가 등이 있다. 사회권 허가는 국민이 향유하는 사회보장 

방면에 대한 허가이다. 

상술한 분류 이외에도 행정허가는 성질에 따라 행위허가와 자격허가

로 나뉘고, 기한에 따라 장기 행정허가, 임시 행정허가로 나뉘며, 업종기

준에 따라 농업행정허가, 문화행정허가, 교통행정허가, 환경행정허가 등

60) 부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취해야 하는 수속으로, 부부쌍방의 신분증과 혼인 

증명을 소지하고 호구소재지 반사처(辦事處) 또는 회사 인사부문에서 출생허

가증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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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뉜다. 

Ⅱ. 법적 분류

행정허가는 종류에 따라 범위, 기준 및 절차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

지는데, 「행정허가법」 입법 설명은 행정허가를 보통허가, 특허, 인가, 

핵준(核準), 등기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행정허가법(초안)」

에도 이러한 분류가 있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안심사 중에 이러한 

다섯 가지의 분류는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현재의 과학적인 분류로서

는 미숙하다는 비판이 있어 법률로 조문화되지는 못하였다. 

1. 보통유형(보통허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통허가로서, 특별히 엄격한 조건 또는 수량 제한

이 없고, 조건에 부합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모두가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한다.61) 보통허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행정

허가로서 위험 방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기에 국가 안전, 공공이익, 

인신 건강, 생명 및 재산 안전 등 사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통허가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높은 사회적 신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시장 진출 및 법적으로 규정한 기타 경영활동, 예를 들면 

금융, 보험 및 증권 등과 같은 산업의 시장진출이 포함된다. 둘째, 인신 

건강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제품 및 제품의 생산과 판

매에 관련된 활동, 예를 들면 가연성, 폭발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을 갖

고 있는 위험물의 생산, 보관, 운송, 사용 및 판매가 포함된다. 셋째, 금

융자본 또는 정부가 보장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대출해 주는 투

자 항목, 거시적 조정이 필요한 산업 배치 및 투자 항목을 포함한다. 넷

째, 공공안전, 공공이익, 국가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활동, 다섯째, 교육, 

문화, 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의 설립 및 활동을 포함한다. 보통허가는 

61) 马怀德, 앞의 책, 337면.



- 35 -

법률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전제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자유재량권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해제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행정허가법」 제12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설정은 보통허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에서 후술한다. 

2. 특허유형(특허)

유한한 자연자원의 개발, 공공자원 배치 및 공공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특정 영업의 시장 진출 등의 경우, 특별히 엄격한 진입 조건의 제한이 

있고, 자연독점의 객관적 원인을 고려하여 범위와 수량의 제한이 존재하

며, 행정기관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

형적인 예로는 제한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예컨대 석유, 석탄, 금속 

등 광산자원개발허가, 토지사용권양도허가가 있다. 또한 전자통신업종 

경영허가와 수도·전기 등 대형 기초설비 건설과 관련된 경영허가도 포

함된다.62) 특허유형 허가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행정상대방은 유상

(有償)으로 허가를 취득한다는 점, 둘째, 법에 의하여 양도와 상속이 가

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유형의 허가는 자유재량의 행정행위에 속한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유형은 행정허가의 성질 중 “권리부여설”

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허유형 허가의 절차적인 특징으로

는 공개입찰 또는 경매 방식의 채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행정허

가법」제53조63)에서 규정하고 있다. 

62) 马怀德, 앞의 책, 337면.
63) 「행정허가법」 제53조: 본 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 등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결정해

야 한다. 다만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기

관이 입찰, 경매 등 방식을 통하여 행하는 행정허가결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

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절차에 따라 낙찰인, 매수인을 확정한 후 행정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법에 따라 낙찰인, 매수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 경매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입

찰,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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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질유형(인가)

특정 직업 또는 업종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특수한 신용, 조건 또는 기능을 구비해야 할 필요

에 따라, 국가가 통일적으로 내리는 자질 또는 자격인증을 말한다.64) 예

컨대, 통일된 직업 고시 제도를 수립하여 영업허가를 수여하는 경우이

다. 전형적인 예는 변호사 자격, 교사 자격, 기술자 자격 등이 있다. 자

질유형 허가의 절차적인 특징으로는 시험을 거치고, 시험의 결과에 근거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다. 이 유형의 허가는 수량 제한이 

없고 자격 및 자질은 특정인의 신분과 연관이 있으므로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허가법」 제54조65)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인증유형(핵준)

공공안전, 인신 건강 및 생명·재산의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4) 马怀德, 앞의 책, 338면.
65) 「행정허가법」 제54조 : 본 법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

의 실시에 있어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국가고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시성적과 기타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행정허가의 결정을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의 자격, 자질을 부여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신청

인의 전문 인력의 구성, 기술조건, 경영업적과 관리수준 등을 고려한 후 행정허

가의 결정을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공민의 특정자격에 대한 고시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이 실시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행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은 자격 고시의 등록조건, 응시방법, 

응시과목, 응시요강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고시 전에 강제적으

로 사전교육을 조직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재 혹은 기타 고시용 자료를 지정하

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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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비, 시설, 상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수한 기술기준과 기술 규

범에 따라 검사, 검측 및 검역 등의 방식을 통하여 발부된 허가를 말한

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허가는 사물에 대한 상품품질 허가로서, 대체

로 서명날인, 상표 또는 날인의 방식으로 공식적인 허가와 증명을 표시

하는데, 인증유형 허가라고 한다.66) 이러한 유형의 허가를 진행함에 있

어서는 전문적 기술인력과 기술설비가 필요한데, 「행정허가법」 제28조

에서는 이러한 허가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 조직이 점

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증유형 허가의 절차적 특징

으로는 현장에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장 날인 또는 상표를 부

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허가는 수량 제한

이 없고 핵준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허가법」 제55조67)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등기유형(등기)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에 관련된 것으로, 주체 자격의 사항을 

확정하고 증명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심사하여 결정하고, 

등기증서를 발부하는 행위이다.68) 이에 대하여는 「행정허가법」제56

66) 马怀德, 앞의 책, 339면.
67) 「행정허가법」 제55조: 본 법 제12조 제4항에서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법에 의하여 검험, 검측,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검험, 검측, 검역 결과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내

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검험, 검측, 검역은 신청의 수리일로부터 5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여 기술표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 검측, 검역을 실

시하여야 한다. 검험, 검측, 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술적인 분석 없

이 설비, 시설, 생산품, 물품의 기술표준이나 기술규범의 부합 여부를 즉시에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험, 검측, 검역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행정허가를 하지 아니 하는 근거가 되는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

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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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69)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법에서 말하는 등기는, 

혼인과 민사 권리 측면의 등기는 포함하지 않고, 시장 주체 자격과 관련

된 사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현행 분류 규정으로 보건대, 등기 이용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일부 등기는 단순한 심사 및 증명으로, 행정기

관은 등기상에 새로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등기는 오히

려 행정기관의 독립적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예컨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

공화국 자선법(中華人民共和國慈善法)」 제10조에서는 “자선단체를 설

립하려면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 부문(民政部門)70)에 등록을 신

청하여야 하고 민정 부문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

여야 한다. 본 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락하고 사회

에 공시한다; 본 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절하

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자

선단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시장 주체가 아니지만 시장경제의 민간 및 

상업(民商) 활동 영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격부여”가 필요하고 이는 

「행정허가법」의 “기업 또는 조직의 주체 자격을 부여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71) 

Ⅲ. 법적 분류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법적 분류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한다. 찬

68) 马怀德, 앞의 책, 340면.
69) 「행정허가법」 제56조: 본 법 제12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한 행정

허가의 실시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등기해 주어야 한다. 신청자료의 실질적 내

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0) 민정 부문(民政部門)이란 사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행정기관을 말한

다.  
71) 谭波/汪亚枫, “论行政确认登记与行政许可登记的区分”, 载《法治政府》第8

期, 2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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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학자들은 「행정허가법」상 행정허가를 분류하고 성질에 따라 각

각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허가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허가 

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기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현행 법률과 법규는 허가와 관련된 용

어들이 통일되지 않아 너무 복잡하고, 명확한 기준과 규범이 부족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때 임의성이 크며, 행정허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객관

적 표준이 부족하다. 「행정허가법(초안)」의 분류는 행정허가의 성질과 

기능 및 적용 범위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으로 허가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을 두어 혼잡한 허가의 용어들을 어느 정도 규범화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상대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허가

의 다섯 가지 유형은 외국의 분류를 참고한 것으로 중국의 현행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적합한 분류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허가와 특허에 대

한 분류는 현행 법률과 법규에서 사용하는 허가의 용어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을 통해 공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따라 특정된 인가와 핵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업계 조직(行業組織)과 중개기구(中介機構)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72) 

반대로 「행정허가법(초안)」의 분류에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는 학

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러한 분류의 용어나 개념은 모두 

현행 법률, 법규에서 사용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를 사용

하게 된다면 현행 법률과 법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며 법 집

행 과정에서도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법률과 법규

에서 특허유형은 신청인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있는 허가로 총기허가

(持槍許可)와 담배전매특허 등이 있는데 「행정허가법(초안)」에서는 이

를 보통유형에 포함시켰고 이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각 유형의 행정허

72) 全国人大法律委员会副主任委员乔晓阳2003年6月23日在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上作的《全国人大法律委员会关于〈中国人民共和国行政

许可法(草案)〉修改情况的汇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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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그 경계가 모호하며, 현존하고 있는 모

든 행정허가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유형으로 포섭하지 못

하는 허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보통유형과 인증유형 중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법 집행 과정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셋

째, 자질유형, 인증유형, 등기유형 중 일부는 행정허가의 범주에 속하는

지 자체에 대하여 아직 연구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장차 사회 

중개기구가 처리하도록 할 사항이므로 이를 행정허가의 범주에 포함시키

는 「행정허가법(초안)」은 허가 제도의 개혁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행정법 이론에서 보통허가와 특허는 허가의 ‘개념’인 반

면, 인가, 핵준, 등기는 허가의 ‘형식’으로 동위의 개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행정허가를 보통허가와 특허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인가, 핵준, 등기는 사회 중개기구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행정허가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행

정허가에 대해 정확한 분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사자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

에, 분류를 하는 대신 행정허가의 설정권과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의 

행정허가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으로써 불필요한 허가사항을 줄여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 이때 구체사항에 관한 허가 형식은 단행법률, 법규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73) 

입법자는 행정허가 제도의 개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행정허가에 대

한 분류와 행정허가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도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허가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모두 완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74) 그래서 「행정허가법」에서는 

73) 全国人大法律委员会副主任委员乔晓阳2003年6月23日在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上作的《全国人大法律委员会关于〈中国人民共和国行政

许可法(草案)〉修改情况的汇报》
74) 全国人大法律委员会副主任委员乔晓阳2003年8月22日在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上作的《全国人大法律委员会关于〈中国人民共和国行政

许可法(草案)〉审议结果的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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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가 조문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허가법」 제12조 행정

허가사항의 설정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간접적으로 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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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국 행정허가법의 주요내용

「행정허가법」은 총칙, 행정허가의 범위, 실시기관, 실시절차, 비용, 

감독, 법적 책임 및 부칙 등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입법 취지

는 주요하게 권력남용의 방지에 있고 제정목적은 인권의 관점에서 선천

적으로 부여받은 행위의 자유에 대하여 사회와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정

당한 이유와 목적에 근거한 행위의 제한이다. 

「행정허가법」 제6조는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편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허가법」 제8조는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

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정허가법」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

에게 편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기본원칙

Ⅰ. 법정원칙

‘법에 의한 행정허가’는 법치행정원칙이 행정허가 영역에서 구체화

된 원칙이다. 행정허가는 중요한 행정권한의 하나로서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과 직접 관련되며 정부의 기능 변화와 사회주

의 시장경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법에 의한 행정허가란 행정

허가의 설정, 행정허가의 범위, 행정허가의 기관 및 권한, 행정허가의 조

건과 기준, 행정허가의 절차 및 법적 책임 등 모든 내용은 법에 의거하

고 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75)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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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정허가의 설정은 법치행정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준

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하위법의 규정은 상위법의 규정과 그 정신에 위

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위법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인 관리규정만 

제정하고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하위법은 자체적으로 행정허

가를 설정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행정허가법」 제4조는 “행정허가

의 설정과 실시는 법이 정한 권한·범위·조건·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행정허가 (법정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한다. 

1. 설정주체와 설정권한의 법정

행정허가설정권은 행정허가제도 규범화의 기초이다. 행정허가설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행정허가범위의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행

정허가의 설정권한을 가진 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허가의 적용 범

위는 더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행정허가의 설정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허가사항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

다. 이 때문에 행정허가의 설정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행정허가범위의 합

리화의 전제조건이다. 「행정허가법」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행정허가

법」에서 규정한 설정주체만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고, 장관이나 행

정관리권한을 가진 공무원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 행정허가는 공민의 

권리 행사, 특히 정치적 권리, 인권 및 재산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의 행

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허가가 부당하면 공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 공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

표자가 가장 신뢰할만한 행정허가 설정주체이다. 행정허가의 설정주체에

는 아래 기관들이 포함된다.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75) 杨解君/汪自成, “行政许可法的原则解读”, 载《南京社会科学》第1期, 2004

年,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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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공정 그리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허가

의 설정주체는 반드시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의 중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

정하는 기관이고 민의를 대표하고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한이 있고 그 설

정 권한의 행사는 반드시 「헌법」, 「입법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국무원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국

무원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행정 관리와 사회생활 등 많은 면에서 법률 공백이 존재하고 모

든 영역을 법률로 제정할 수는 없다. 특히 사회 위험의 방지 측면에서 

국무원이 사전 예방적 허가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이익과 사회질서

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허가법」 제14조에서 규정하

고 있다. 국무원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때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행정법규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 행정허가를 이미 설정하였을 경우 행정법규는 법률을 초월하여 

제정될 수 없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국무원이 행정허

가를 설정할 때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필요에 

의한 설정이어야 한다. 필요란 긴급한 상황이나 임시적인 필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법률과 법규 제정이 어려울 때 “결정”의 형식으로 임시적

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행정허가의 설정은 국무원 “결

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기타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실시 후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임시적인 허가가 아닌 경우, 법에 

의하여 법률 또는 행정법규로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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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급(省級) 및 비교적 큰 시급(市級)의 권력기관

성급 및 비교적 큰 시급의 권력기관은 지방성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이

다. 지방성법규는 행정허가의 설정권이 있으며 행정허가설정권과 행정허

가구체적규정권(行政許可具體規定權)을 포함한다. 여기서 행정허가구체적

규정권이란 법률, 법규가 이미 행정허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

방성법규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이런 행정허가의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

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새로운 행정허가를 증설하여

서는 안 되고 상위법의 조건들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행정허가설정권

이란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외에 법에 따라 행

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직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성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권한을 말한다.76) 

라. 성급정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규장(規章)의 제정권이 있고 특정 상

황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한 권리가 있다. 규장은 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으로 나뉘고 지방정부 규장에는 성급 정부 규장과 시급 정부 규장이 

있는데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르면 성급 정부 규장만이 임시적 행

정허가의 설정권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허가법」 제15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행정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즉시 행정허가의 실시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가 「행정허가법」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설정하지 않

은 경우, 성급 정부는 지방정부 규장의 형식으로 임시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방정부 규장의 형식으로 설정한 행정허가

는 임시적인 것이어야 하고 1년 이내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범위의 법정

76) 应松年主编, 앞의 책, 7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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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의 설정주체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허가 범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행정허가의 범위는 법

률과 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데, 이로써 허가를 남용하는 경향

을 억제할 수 있다. 허가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 그 범위는 적절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임의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법」은 행

정허가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2조에서는 

여섯 가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에서는 네 

가지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행정허가의 설정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한다. 

허가범위 설정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위험통제원칙(控制危險原則)이

다. 사회 위험을 통제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

본적 기능이고, 이는 경제발전의 촉진과 국민복지 증진의 기초가 된다. 

행정허가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특정 활동이 사회, 경제, 정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때 설정되는 정부의 통제 수

단으로, 주요한 위험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 삶의 안전에 대

한 위협, 그리고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다. 따라서 위험 통제는 행정허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고 위험을 통제

하는 것은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에 내재되어야 할 필수적 요구 사항이

다. 허가 범위의 확대와 축소는 특정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

생할 것인지를 척도로 판단해야 하고,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입

증했거나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활동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이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행동이 더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정부는 규제 목록에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시장기능우선원칙(市場機制優先原則)이다. 행정허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시장자원의 배분이다. 국가가 희소자원을 배분하

는 방식으로는 시장 배분 방식과 정부 주도 방식이 있다. 시장경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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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아래에서 국가의 경제운영은 시장 자체의 기능에 의존하여 조율하되, 

시장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행정허가

의 영역에서도 응당 시장 기능 우선의 원칙을 정립하여 자원 배분 과정

에서 시장의 기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가 없을 

때 비로소 정부는 행정허가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시장주체

가 독자적으로 결정 또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시장 경쟁 시스

템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경제 법칙의 객관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시장 기능이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정부는 이를 행정허가설정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 제21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77)

3. 실시기관과 그 권한의 법정

행정허가는 공민의 이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민 권익의 최대보호와 최소침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의 실시기관과 그 권한 범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

야 한다.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심사 및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모든 절차는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고, 권한

을 초월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실시기

관과 그 권한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이 규정한 행정허가의 실시기관은 행정허가권이 있는 국

가행정기관, 수권 받은 사회조직,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공무조직이다.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조직은 법률 및 법규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수권을 받은 사회조

77) 「행정허가법」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법규가 설정한 

경제 사무와 관련된 행정허가에 대해 해당 행정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

에 근거하여 본 법 제13조에서 열거한 방식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뒤 해당 행정지역 내에서 이 행정허가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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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수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할 수 있고 위임을 받

은 공무조직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할 수 

있다. 

4. 조건과 기준의 법정

행정상대방의 허가신청은 행정허가의 개시(啟動) 절차일 뿐 행정기관

의 허가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달렸다. 법률, 법규에서 행정허가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

게 규정한 경우 행정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

야 한다. 만약 허가의 조건과 기준을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면 

권리의 남용, 부패, 행정상대방의 권리 침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다. 허가사항은 유형이 많고 복잡하여 하나의 법률에 모든 조건과 기준

을 명확히 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법률과 법규 및 허가사항을 결합하여 허가의 조건과 기준을 명

확히 규정하였다.78) 행정상대방의 행정허가신청과 행정기관의 신청에 관

한 심사 및 행정허가에 관한 결정이 법에서 정한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

지 않는다면 허가는 철회될 것이고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행정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절차의 법정

법적 절차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착오없이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는 

필요적 조건이다. 행정허가의 절차를 법으로 정하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

익을 보장할 수 있고 행정권이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행사될 수 있으며 

권력 남용으로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행

정효율을 제고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허가법」은 행

정허가의 실시 절차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

78) 应松年主编, 앞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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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수리절차, 심사와 결정절차, 청문절차, 행정허가의 변경과 연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허가신청을 수리한 후, 

허가설정에 관한 법률과 법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

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고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결정을 내린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4장 제3절 허

가절차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한다. 

Ⅱ. 공개원칙

공개행정은 중국의 현대 법치건설(法治建設)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에 

놓여 있는데, 이는 법치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적인 수단이고 행정절차법

과 행정실체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민주법치(民主法治)의 진행과 

더불어 공개행정의 내용은 점점 더 광범위해질 것이고 절차법적 측면에

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내용도 규정해야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공개행정(行政公開)이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에 관한 법적 

근거, 절차 및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서 사회 구성

원은 행정 권한의 근원, 권력 행사의 절차, 결정의 결과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행정상대방은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정 결정이 끝난 뒤 권리구제의 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행

정기관이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패 방지를 위해 업무의 투명성

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중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공개행정은 헌법상 의

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

에 정부는 국민에게 그 활동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국

민은 자신이 선출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79)

「행정허가법」 제5조에서는 공개원칙은 행정허가 영역에서의 기본원

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0) 이 원칙은 행정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허

79) 杨解君, 앞의 논문, 57면.
80) 「행정허가법」 제5조: 행정허가의 설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개·공평·공

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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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제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

익을 보호하며 공민의 정치 참여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원칙은 행정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가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중요한 수단이다. 권력에 제약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를 초래한다. 공개와 감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개는 

감독의 기본 전제이고 공개가 없으면 감독도 없고 공개가 충분하지 못하

면 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허가활동을 공개하는 것만이 사

회의 감독이 이루어져 행정허가권에 대한 권리 남용이 통제될 것이다. 

둘째, 공개원칙은 사회주의 민주81)와 정치의 건설(民主政治建設)을 추진

하는 요구이다. 공개는 현대 민주와 정치의 요구이고 민주 정치는 일종

의 정치 참여인데 공민은 민주 정치의 핵심이다. 민주를 발전시키려면 

공개를 촉진하고 공개를 통해 인민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정

한 민주가 실현될 것이다. 공개원칙은 허가기관이 허가의 근거, 사항, 기

준, 절차, 결과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공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허가의 실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행정허가의 공개는 대중들에게 

허가의 절차와 경로를 제시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행정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공민의 민주 참여 의식을 제

고시킬 수 있다. 셋째, 공개원칙은 “서비스형 정부”를 실현하는 내재

적 요구이다. 예전의 “관리형 정부”의 관념하에 공민과 정부의 관계는 

수동적인 복종의 관계였고 공민은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행정에 관한 정

보를 주동적으로 얻는다는 의식이 없었다. 행정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개

혁이 추진되면서 “서비스형 정부”의 관념이 생겨나고 정부는 점차 

“관리형 정부”로부터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된다. 공민과 정부의 

관계는 수동적인 복종관계로부터 주동적인 참여의 관계로 변하고 정부는 

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되어야 한다. 공포되지 않은 규정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근거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기밀·상

업기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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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을 섬기고 공민은 정부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개혁

의 추세는 행정허가 영역에서의 공개원칙에 부합한다. 

행정허가 영역에서 공개행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허가에 관련

된 모든 규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비공개된 모든 것은 행정허가 

실시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가 공개되면 허가조건, 신

청절차, 심사기한, 심사방식 및 구제 방법의 내용도 당연히 공개될 것이

다. 동시에, 행정허가의 실시와 그 결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구체

적인 행정허가 활동에서 공개원칙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허

가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의 목

록과 표준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신청에 관련된 모든 문

서의 정보를 공개하고(기밀성을 요구하는 문서 제외) 그 근거가 되는 법

령 및 수집한 자료, 심사의 결과와 그 이유(특히 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상대방에게 행정허가 활동에서의 절

차상 권리와 허가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구제수단에 대해 고지하

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는 허가활동

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허가 부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공개하여 대

중이 특정 영역에 관한 행정허가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공정원칙

공정원칙이라 함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간에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은 법령 적용시 평등해

야 하고 동등하게 법을 준수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면에서 전반적인 평등

을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즉 행정기관은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의무가 

많고 행정상대방은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의무가 많다. 행정기관은 행정

결정권이 있고 행정상대방은 감독권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원

칙은 주로 절차 공정과 실체 공정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절차 공

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응당 모든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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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없어야 하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실체 공정이

라 함은 행정기관은 응당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사

건의 구체적 사정과 내린 결론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행

정공정은 행정주체 및 공무원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개인적인 감정

에 관계없이 신분, 민족, 성별, 종교신앙이 다른 행정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82) 공정원칙은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

고 정부권력을 통제하며 사회안정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 구체적 표현으로는: 첫째, 공정원칙은 민주를 촉진하는데 유리하고 

대중 특히는 사회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민주법치의 발전과 더불어 모

든 공민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향유해야 하고 행정주체는 모든 행정상

대방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거나 특별한 의

무를 부가해서는 안된다. 이로서 공정원칙은 평등을 수호하고 민주를 촉

진하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공정원칙은 행정의 

자유재량권을 통제하는데 유리하고 행정권의 행사로 인한 대중의 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은 

점점 확대되어 왔다. 자유재량권은 행정기관이 유효적으로 행정작용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반대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권의 남용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정원칙은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주체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작용

을 한다. 셋째, 공정원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시장경제에 필요한 평등하고 자유적인 사회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이고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은 정

부의 책임이 필요하고 정부는 평등하고 자유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공정은 평등과 자유를 수호하는 힘이고 공정원칙을 

통하여 평등하게 경쟁하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허가에서의 공정은 허

가의 설정과 실시에서의 공정이다.

82) 姜明安主编, 《行政法与行政诉讼法》, 高等教育出版社1998年版,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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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허가설정의 공정

행정허가법은 “법정 조건·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

하여 행정허가를 취득할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법률, 법규와 규

장을 통하여만 가능하고 그 설정 과정은 입법과정이다. 입법행위는 보편

적인 구속력이 있고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중복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행정행위보다 파급영역이 넓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행정

허가를 설정하는 과정은 더욱이 공정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의 설정 과정에서 신청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상 동

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은 모

두 행정허가를 취득할 평등권이 있고 신청인의 신분, 지위 및 기타 이익

요소 때문에 다른 기준을 세워서는 안된다. 「행정허가법」 제15조에서 

공정원칙과 관련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지방성법규와 성급정부

규장은 기타 지역의 개인 또는 기업이 동 지역에서 생산경영의 종사와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지역의 상품이 동 지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

도 독점, 지역분할 및 불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평등

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영에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정

원칙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허가법」에서는 행정기관에게 많

은 의무를 부여하고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은 행정허

가 관련 사항을 사무장소에 공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공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설명·해석하고 

공정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원칙

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허

가법」제74조8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모두 공정원칙에서 

83) 제74조 규정에 관하여는 제3장 제4절 위법한 행정허가의 효과 중 법적 책임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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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여 제정되었고 행정허가에서의 공정을 실현하는 것에 기여한다. 

2. 행정허가 실시의 공정

행정허가 실시 과정 중 공정은 일련의 제도로서 보장되는데 주요하게 

절차상의 공정과 실체상의 공정을 포함한다. 

가. 절차상 공정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첫째, 회피제도, 즉 “자

기 사건의 법관이 되지 않는 것이다”가 있다. 행정허가기관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행정허가행위를 

할 때 공무원이 허가사항 또는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스

스로 회피하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참여를 하여서는 안된

다. 둘째, 해명청취(聽取申辯)제도와 이유설명(說明理由)제도를 통하여 행

정기관이 행정허가행위를 할 때, 특히 행정상대방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

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행정상대방의 진술과 해명을 청취해야 

하며 청문을 통하여 행정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게 

하여 행정기관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행정허가법」제4

장 제4절에서는 청문제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청문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청문은 절차상 공정의 핵심이고 행정결

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착오의 발생을 피하고 행정상대방의 인

격을 존중하고 행정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행정상대방과의 사

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행정허가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

리기 위해서는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기 전 신청인과 공공장소 또는 직장 

및 일체 장소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도는 행정기관이 공정한 이미지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행정행위의 

공정과 합리화를 보장하며 행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법정절차

와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권의 행사에 명

확한 기한을 두고 있고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법정 기한 내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기관이 부작위로 실질적



- 55 -

인 허가결정을 내리지 않고 허가권 남용으로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실체상 공정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첫째, 같은 상황은 동등

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공민은 법률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

다”의 헌법 원칙이 행정법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행정허가기관이 행정허가행위를 실시할 때 행정상대방을 평등하게 대하

여야 하고 신분, 지위 및 기타 이해관계 요소 때문에 차별하여서는 안된

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그들의 권리는 공민이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를 

한 것이고 공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

다. 반대로 공민이 부여한 권리를 자기를 위해 행사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기와 관련된 기관, 단체, 개인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정당한 동기, 관련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

허가기관이 행정허가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허가결정을 내

릴 때에는 입법목적과 관련된 각종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자기의 주관

적인 인식, 추리, 판단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셋째,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자유재량권을 합리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행

정허가기관은 행정허가결정을 내릴 때 자유재량권이 있는데 법률은 허가

내용의 범위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허가의 구체적 기준, 조건이

나 허가증의 발급, 중지, 취소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에 맡긴다. 자유

재량권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융통성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재량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 권리의 남용과 공정권익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행정허가기관이 행정허가결정을 내리는 행

위는 행정상대방이 행정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

기에 이는 행정상대방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

관은 행정허가결정을 내릴 때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합리적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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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효율원칙

효율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이다. 행정효율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최소

의 시간, 최소의 인원, 최소의 경제비용으로 최고로 많은 일을 하고 최

대의 사회, 경제효율을 얻는 것을 말한다.84) 효율원칙은 행정상대방의 

이익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도 구현하였다. 행정상대방

은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여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비

용을 감소하는 것을 원하는 한편,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길어지면 

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원칙의 긍정적인 효과로

는: 첫째, 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정부의 관리에 필요한 이념으로 작

용한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는 갈수록 많은 사회기능을 부담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세무와 치안 영역외 환경,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면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사회 발전에 

맞서 유연한 국가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비용 감

소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효율원칙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

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서비스형 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권리보장, 공익실현, 복지증진, 행복창조를 그 기본가치

로 추구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공공의 수요를 주도적 지위에 놓고 공공복

지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보다 편리하고 빠른 방식으로 

행정활동에 종사하고 행정상대방의 시간을 절약하며 행정비용을 낮출 것

을 요구한다. 예컨대, 행정절차의 신속과 편리를 강조하고 행정활동의 

과정 및 절차가 치밀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절차의 활용성을 중요시하고 

간의절차나 긴급절차를 많이 실행하는 것 등이다. 셋째, 효율원칙을 통

하여 행정상대방의 시간을 절약하고 허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행정허가와 허가 신청인의 이익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행

정기관이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청인

84) 姜明安, 앞의 책,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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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허가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시간, 특정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 및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정허가법」 제정 이전

에는 행정허가를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에게 부여하는 “혜택”이라 생

각하여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발급 과정에 즉석에서 허가를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도 작은 하자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게 하

고 신청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소하고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행정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그리하여 「행정허가법」에는 편민과 효율원칙을 규정하였고 

행정허가의 효율을 제고하는 각 항의 규정도 두었다. 이는 허가의 효율

을 제고하는 것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

적 권익을 실현한다는 점에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행정허가법」 제6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편민의 원

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라고 효율원칙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행정허가

법」은 행정허가 효율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허가

기관의 직권 분할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오랫동안 행정기관 내부 조직들간의 유효한 조정, 제약 및 감독기능이 

부족하여 행정효율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부패를 초래하였다. 행정

기관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내부 조직에 관하여 개혁을 진

행하고 직권 설정이 명확해야 하며 업무 분담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

라서 각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감독함으로써 효율을 보장할 수 있고 

부패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허가법」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

은 행정허가의 실시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효율원칙을 보장하고 있

다. 둘째, 행정허가의 설정은 효율을 중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설정

은 행정허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설정의 종류, 조건 및 기준

은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허가의 효율원칙은 행정

허가설정기관이 허가의 종류, 조건 및 기준을 설정할 때 종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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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특히 비용과 효익의 분석을 통해 허가관제비용과 사회 효익간

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허가를 설정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허가의 구체적 조건과 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비용-효익의 분석을 진행하

며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아 모든 신청인의 허가를 거절하거나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아 모든 신청을 허가할 수 있게 하여서도 안 된다. 셋

째, 허가의 설정과정은 효율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설정 

과정은 공민에게 편의를 주고 공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념으로 출

발하여 불필요한 절차는 감소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절차도 간소화

하며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처리를 지연하거나 시

간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상황을 금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Ⅴ.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이라 함은 정부가 자기 스스로 행한 행위나 승낙에 대해 

신용을 지켜야 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85) 구

체적으로, 행정상대방이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신뢰를 갖고 행

위를 한 경우 국가는 행정상대방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임의적

으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의 견해표명은 진실되고 신뢰도가 있

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하며 이

는 정부가 공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용을 지키는 정부를 설립하

는데 유효하며 전 사회가 신용을 지키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신뢰

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행정법에서 신뢰

보호원칙은 원칙상 일반조항에 속하며 그 개념은 불명료하고 불확정성 

때문에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기타 조건들을 살

펴보아야 한다. 일반조건으로는: 첫째, 신뢰의 기초, 즉 신뢰보호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

야 한다. 이런 행위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포함한다. 추상적인 

85) 应松年主编, 앞의 책,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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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유형에서 신뢰의 기초란 국가가 입법활동을 통해 형성한 현

존하고 있는 법질서이고 이는 국가의 구체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구체적인 신뢰보호 유형에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 행정계획 등)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실천 및 관례 또는 행정기관의 부작위도 포함한다. 

또한 신뢰를 구성하는 행정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

니라 위법적인 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신뢰의 기초로 될 수 있다. 

둘째, 신뢰의 표현이 필요하다. 신뢰의 표현이라 함은 행정상대방이 신

뢰를 기초로 행한 일정한 행위를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신뢰보

호와 추상적인 신뢰보호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신뢰보호에서 신뢰의 표

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상대방이 신뢰를 기초로 일정한 처분(处分)

행위(재산의 배분, 사용, 처리 등 법률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하

고 여기에는 부작위(행정상대방이 행정처분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생각

하여 제3자에게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추상적인 신

뢰보호에서는 신뢰의 기초 자체가 추상적인 법질서에 속함으로 행정상대

방이 신뢰의 표현을 구비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행정상대방이 현존하고 

있는 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변동되었을 때 발견할 수 있으므

로 이는 추상적인 것이며 행정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셋째, 정당한 신뢰가 필요하다. 정당한 신뢰라 함은 보호되어야 할 

신뢰로서,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정당성은 행정상대방이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법질서에 의심이 없고 신뢰 기초의 성립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인정된다. 



- 60 -

제 2 절 행정허가의 설정

Ⅰ. 행정허가설정의 개념과 기본원칙

1. 행정허가설정의 개념

행정허가설정이라 함은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 국가관리의 수요에 

따라 법정 권한내 입법의 형식으로 공민 또는 기타 조직의 활동에 설정

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86) 행정허가설정제도의 핵심은 행정허

가의 설정권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설정권 주체가 향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그 핵심 목적으로 한다. 다

시 말해 행정허가설정의 목적은 행정허가설정권을 향유하는 주체와 그 

권한에 대한 유효적인 규제이다.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허가의 설

정권을 이해하도록 한다.

가. 행정허가설정권의 성질

행정허가설정권은 어떤 국가기관이 어떠한 효력을 가진 법률규범으로 

공민과 조직의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범위와 정도 내에서 그 금지를 해

제하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행정허가설정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입법권이라 할 수 있고 행정허가설정은 국가권력기관이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의 법률규범을 설정하는 입법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허가의 설정은 행정허가의 자체적 특성과 현실적 수요에 부

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헌법」 및 「입법법」이 확정한 입법체계 안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허가법」제2장에서 행정허가설정과 관련된 

규정은 행정허가 입법의 유효한 규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지 구체적인 행

정허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86) 应松年主编, 앞의 책,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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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허가설정권의 이론적 근거 

행정허가설정권은 행정허가 영역 중 입법권의 배분문제와 관련된다. 

비록 행정처벌과 같이 본질적으로 공민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불리

한 부담행위와는 달리, 행정허가는 일종의 전형적인 수익행위이고 행정

상대방은 행정허가를 통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게 된다. 다만 유권기관이 어느 영역에서 행정허가를 실시할지 결

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공민 또는 조직에게 이 영역에서 활동을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제한은 아

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공민과 조직이 특정 

범위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는데 이런 금지는 보편적 의

의를 갖고 있는 입법금지이며 이는 행정허가가 존재하는 근거이다. 동시

에 공민과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의 사전적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공민 또는 조직이 행정허가의 조건에 부합하면 특정 활

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구비하도록 한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행정허가는 실질적으로 아주 강한 규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인민주권원칙의 기본 요구하에 국가대의기관(중국에서는 인

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은 국민이 수권 및 위탁한 입법주체로서 

특정된 조건 아래(공공이익의 수요와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고입법

권을 행사하여 공민 또는 조직의 활동에 제한과 금지를 설정하는데 이는 

행정법의 윈칙인 법률유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2. 행정허가설정의 기본원칙

행정허가설정의 기본원칙은 유권기관이 행정허가설정의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근본적인 법률원칙이다. 행정허가설

정의 기본원칙은 입법기관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허가

를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고 행정허가의 본질

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정부가 행정허가를 통해 사회, 경제생활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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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행정허가와 관련된 법률규범을 제

정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허가설정제도의 이론기초를 구성

한다. 「행정허가법」 제11조는 행정허가의 설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즉 "행정허가의 설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규율을 준수하

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적극성,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공공이익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가. 경제와 사회 발전원칙에 부합하는 원칙

경제와 사회 영역은 고유의 자체적인 발전원칙이 있다. 행정허가는 현

대사회에서 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관여하는 중요한 관리 수단인

바 경제와 사회 영역의 발전원칙의 기본적인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허가가 예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이자 전제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자원배분 측면에서 시장이 중심적인 작용을 할 것

을 요구하는데, 시장경제의 원칙은 희소자원의 최대이용 및 최대효익을 

얻기 위한 최적의 경로이다. 따라서 시장체제로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

는 사항은 시장경제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사회 

중개기구도 보조적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므로, 업무조직이나 중개기구

의 자체관리나 자율적인 체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8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체제에 아직 결함이 

존재하고 시장체제와 중개기구의 작용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자원 

독점산업이나 한정된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의 영역에서 시장의 조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이 낮아지고 불합리할 수 있으며 

부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허가의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관하여 보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은, 시장경제의 조건하에서 정부가 행정허가를 통해 사회와 경제의 관리

87) 余正琨, “论行政许可设定制度”, 载《河北法学》第3期,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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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불능”과 “시장실패”의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체제하에 시장이라는 수단은 경제와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우선적 방법이고 정부의 개입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여야 한

다. 따라서 행정허가설정은 반드시 시장체제와 사회자치우선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한계를 파악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직 행정허가의 제도만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관리에 개입하여야 하고 행정허가 방식이 기타 규제방식보다 유효할 경

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행정허가법」제13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하

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시장과 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필요시 정부가 보충하는 지도사상을 구현하였다. 행정허

가는 정부의 마지막 규제수단으로, 입법기관은 법정 권한내에서 행정허

가의 설정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설정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나. 공민과 조직의 적극성, 주동성 발휘원칙

공민권과 입법권, 공민권과 행정권 및 입법권과 행정권의 관계를 정확

히 처리하는 것은 행정법률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

요한 과제이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우선 입법적 측면에서 특정 영역에서

의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사전에 금지하는데, 이런 입법은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기초하지만 공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면서 설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행정허가의 설정은 공공

이익과 공민의 권리 및 자유간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즉, 국가, 사

회, 집단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민사 

손해배상 및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만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말

아야 함이 적당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

히 발휘하여야 한다.88) 다만, 사권과 공익의 충돌이 기존의 규칙으로 해

88) 汪永清主编,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教程》, 中国法制出版社2003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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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공공이

익, 사회질서, 생태환경에 만회를 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행정허가의 설정으로 이를 해결을 하여야 한다.89) 따라서 행정허가의 

설정은 실질적으로 공공이익의 수요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간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허가와 관련된 입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공민과 조직의 적극성, 주동성 발휘원칙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

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행정허가의 설정은 기타 규제수단이 더 이

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행정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허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면 최소의 범위

로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통해 공민과 조직의 기본적

인 권리와 자유를 억제 또는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허

가의 설정은 실체법적 측면에서 공민과 조직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일종

의 금지인데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행정권력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동시에 공민과 조직에 충분한 절차상 권

리나 권리구제권 등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허가법」제19조90)에서는 허가를 설정할 때 의견청취의 절차 규정

을 두었는데 이는 입법에서 직접적으로 공민과 조직이 행정허가의 입법

에 참여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다.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경제·사회·생태환경의 조화로

운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

면.
89) 应松年/杨解君, 《行政许可法的理论与制度解读》, 北京大学出版社2004年版, 

178면.
90) 「행정허가법」 제19조: 법률, 법규의 초안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장의 초안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하고자 할 때 초안작성 부서는 청문회, 심의회 

등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제정기관에 당해 행정허가 설정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의견을 수렴하고 채택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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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행정허가의 기능과 목표를 제시한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입

법적으로 공민 및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와 자유에 대

해 행정권력이 개입하여 제한과 금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

한과 금지는 반드시 “시장실패”“사회불능(社會不能)”과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공공이익, 사회질서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많은 영역

에서 행정허가를 설정하기 전 공민과 조직은 행동의 자유가 있었을 것이

지만, 행정허가를 설정함에 따라 국가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입하고 공

민, 조직의 권리와 자유는 공권력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은 당

해 행정허가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에 기여한

다는 필요성과 대체불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는 정부가 경

제와 사회관리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공이익의 수호와 사회질서

의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발전의 기본 요구이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경제체제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허가의 

방식으로 자원의 배분과 위험의 통제에 참여하는바 이는 아주 중요한 보

충적 교정 수단이며 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양호한 사회 경제 질서를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경제, 사회, 생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최우선의 경로이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현실 필요성을 근본적인 전제로 하여 “경제, 사회, 생태환경의 균형적

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Ⅱ. 행정허가설정의 주요내용

1.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

「행정허가법」 제12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 ① 국가안전, 공공안전, 



- 66 -

경제의 거시조정, 생태환경보호 및 신체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 

등에 직접 관계되는 활동으로 법정조건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 

② 제한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이익91)에 직접 

관계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진입 등 특정한 권리의 부여가 요구되는 사

항, ③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 업종으로 

특별한 신용이나 명예,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능 등 자격이나 자질이 요

구되는 사항, ④ 공공안전, 신체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

계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생산품, 물품으로서 기술기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檢驗), 검측, 검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심사와 결정을 요하는 

사항, ⑤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을 필요로 하

는 사항, ⑥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

타사항”이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행정허가 사항으로 규정하여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제6항은 아래와 같

은 목적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었는데, 첫째, 현행 법률 및 행정법

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행정허가를 설정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둘째,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 및 행정법규는 현실적 상황에 근

거하여 「행정허가법」이 정한 상술 5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셋째, 지방성법규, 지방 인민정부의 규장 

및 국무원의 결정으로는 상술한 5개 행정허가사항 이외의 행정허가를 설

정할 수 없으며 이미 설정한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92) 

「행정허가법」 제14조에서는 법률에 미처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

정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

무원은 "결정"의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결정의 형식으로 

91) 공공이익이란 대중 또는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이익은 반드시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대중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으로, 대중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의 표현이다. 공공이익의 주체

는 대중이다. 
92) 《中国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注解与配套(第四版)》, 中国法制出版社, 2017, 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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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을 정한 후, 임시적인 행정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을 제청하거나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5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

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성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관

리의 필요로 인하여 행정허가의 신속한 실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장으로 임시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

다. 임시적인 행정허가의 실시가 만 1년을 경과하고 계속적인 실시가 필

요한 경우, 반드시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지방성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성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자질에 관한 행정허가를 정할 수 없다.

2.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동법 제13조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허가의 대상

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

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시장경쟁 시스템이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 ③ 업계조직이나 중개기구93)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 방식으로 충분

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

는데 첫째, 이는 입법의 근거로 될 수 있다. 즉 입법기관이 행정허가를 

설정하려는 경우, 그 사항이 동법 제12조에서 열거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만 상술한 “자주우선”, “시장우선”, “자율우

선”, “사후우선”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 입법기관은 행정허가

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행정허가의 입법 개정 및 입법 페지의 

93) 여기서 말하는 중개기구는 비정부성, 공익성, 공공권력성, 및 중개성의 특징

을 가지는 조직을 말하며, 예컨대, 체육애호가협회, 노인협회, 변호사사무소, 회

계사무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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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다. 즉 입법기관이 행정허가를 설정한 이후 사회 환경의 변화

로 인해 더이상 행정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조정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설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94) 및 제21조95)의 규정은 이러

한 고려를 기초로 확립된 것이다. 

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자주결정의 범위, 조건과 기준이 무엇인가의 핵심은 국민자유의 경계

에 있다. 행정허가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와 상

대적 자유로 구분된다.96) 예컨대, 개인의 신체, 생명, 사상, 의지 등은 절

대적으로 개인의 생존공간에 속하는 것이고 국민 개인이 최고의 주재자

이며 국가 공권력으로 이를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정허

가를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의 활동이 공공사회생활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고, 사회공공생활의 기본규범을 반

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민이 상대적 자유의 범위를 향유하게 될 때, 국

가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나. 시장경쟁 시스템이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

94) 「행정허가법」 제20조: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해 정

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설정된 행정허가가 본 법 제13조에서 

열거한 방식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행정허가의 설정 규

정을 즉시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실시기관은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 상황 및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적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해당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에 보

고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허가의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허가의 설

정과 실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건의할 수 있다. 
95) 각주 60)을 참조.
96) 马怀德, 앞의 책, 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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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상대적 자유의 범위를 향유하더라도, 행정허가의 설립은 결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 자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연적

인 자가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시장경쟁규율 자체가 시장에서 

출현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부의 "보이는 손"보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정

부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 업계조직이나 중개기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국가의 통일적인 간섭과 비교할 때, 업계자치조직 또는 중개조직의 자

율관리가 더 민첩하고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관리와 비교

할 때 자치관리는 자연적인 우월성을 지닌다. 국가의 통일관리는 단지 

보조적이고 보충적이며, 기타 간섭수단이 효과가 없는 상황하에서만 사

용할 필요가 있다.

라.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만약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

하다. 행정검사,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보조, 행정장려 등은 모두 행정

허가보다 간섭의 정도가 약하고, 더욱 신속하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채

택하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행정허가를 굳이 설정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3. 《국문원이새로운행정허가의설정을엄격히통제하는데관한공고》(國務

院關於嚴格控制新設行政許可的通知)

2013년 9월 26일에 공포된 《국문원이새로운행정허가의설정을엄격히

통제하는데관한공고》는 국무원이 행정허가의 설정을 엄격히 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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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행정심비(行政審批)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정

부 기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된 《국무원기

구개혁과기능전환방안》 및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지(主

旨)인 행정심비제도에 관한 개혁의 심화를 관철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

허가의 설정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행정허가사항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근거하

여 법적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는 각급 행정기관이 경제 및 사회 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

에 의하여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전통제의 수단이

다. 행정허가의 설정은 국민의 삶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후에 기초(起草)가 될 법률 초안 및 행정법

규의 초안은 일반적으로 행정허가를 새로 설정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행정허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설정기준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이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 활동을 할 경우, 중요하

거나 제한된 고정 자산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②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특별한 신용, 특

수한 조건 또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 외 인원의 능력 수준을 평

가하는 사항은 행정허가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③ 기업 또는 개인의 자질·자격에 대한 사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적인 자질·자격만 설정할 수 있다. 

④ 중개기구가 대리한 사항이 궁극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법률 및 행

정법규의 수권을 받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중개기구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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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품에 행정허가를 할 경우 개인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⑥ 제품의 상위분류에 행정허가를 설정하여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하위분류에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제품의 하위분류에 

행정허가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 목록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⑦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제품 및 활동의 목록 

관리에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제정한 경우 제품과 활동 목록의 제

정 및 조정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법률 및 행정법규의 초안에 행정허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예정된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하여 기층 조직 및 지방의 관리가 더 편리하고 효과

적인 경우 국무원 각 부서를 행정허가의 실시기관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⑨ 기존의 관리 수단 및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

에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범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

에 대해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⑪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실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타 행정기관은 이 사안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

정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면서 기타 행정기관의 의견

을 통해 결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⑫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관리 절차에 행정허가를 설정하여 해

결이 가능한 경우 여러 개의 관리 절차에 각각의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⑬ 현행 법률 및 행정법규의 행정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해결

이 가능한 사항에는 새로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⑭ 현행 법률이 구체적인 관리 수단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

허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집행성이 있는 관련 행정법규의 초안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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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⑮ 행정법규의 초안이 법에서 제정한 행정허가의 설정에 대해 구체적

인 규정을 제정할 경우 행정허가를 증설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 조

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률에 위반되는 기타 조건을 추가할 수 없

다. 

⑯ 국무원 각 부문의 규장 및 규범성 문건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고 등록, 등기, 연례 검사, 감독, 인정, 인증, 심의 등으로 형태를 바꾸

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행정허가의 심사와 비준이 아닌(非行政

許可審批) 사항으로 형태를 바꾸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 

법률, 행정법규 외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데 관한 감독 및 

점검, 피허가인이 행정허가사항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감독 및 

점검하는 데 대한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비용을 징수하면 안 된다. 

《국문원이새로운행정허가의설정을엄격히통제하는데관한공고》는 정

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시장이 자

원배분에서의 기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 역량이 사회 사무를 관

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데에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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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허가주체와 허가절차

Ⅰ. 허가주체

「행정허가법」 제22조는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구비한 행정기관

이 그 법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시기관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서 행정상대방의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

허가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과 수권조직을 말한다.97) 행정주체원리에 따

라, 행정주체자격을 지닌 국가행정기관과 수권조직은 행정허가의 실시기

관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가. 국가행정기관

중앙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또는 그 산하 외부행정관리기능을 지니

는 업무 부문으로,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설립된 파견행정기관 및 

종합적 법률행정기관을 말한다.98) 

나. 수권받은 사회조직

이는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 법규의 수권에 따라, 특정 분야의 행정

관리기능의 이행을 담당하는 각종 사회조직을 말한다.99) 이에 대하여, 

「행정허가법」 제23조는 "법률·법규가 수권하는,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은 법정 수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

은 일반적으로 사무 관리를 책임진 조직을 말하는데 예컨대, 학교, 도서

97) 马怀德, 앞의 책, 350면.
98) 马怀德, 앞의 책, 351면.
99) 马怀德, 앞의 책,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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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과 같은 공공사무 조직을 뜻한다. 조직 내부의 사무만 관리하는 기

관은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법률 및 법

규의 수권이 없는 사업 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없

다. 

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공무조직

법률이 규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은 부분적인 행정허

가사항을 상응하는 인원, 기술과 조직조건을 구비한 사회조직에 위임하

여 처리할 수 있다.100) 국가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공무조직이 행정허

가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할 책임을 지고 그 행

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위임기관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할 수 있고 위임기관은 

피위임기관과 위임받은 행정허가 실시 내용에 대한 공고를 공포해야 한

다. 이에 대하여, 「행정허가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허가 실시권한의 집중

행정허가 실시권한의 집중은 다음 2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실체

권한의 집중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성급 인민정부는 간소화, 통일

화, 효율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이 행정기관과 관련된 행

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허가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절차권한의 집중으로, 행정허가가 동일한 

인민정부의 다수 부문 또는 동일한 행정기관의 내부의 다수 기관과 관련

이 있을 경우, 하나의 기관이 지정하여 통일적으로 신청을 수리하고, 허

가결정을 송달하거나 또는 인민정부의 협조하에, 상이한 부문이 연합처

리 및 집중처리할 수 있다.101) 이에 대하여, 「행정허가법」 제26조가 규

100) 马怀德, 앞의 책, 351면.
101) 马怀德, 앞의 책,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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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Ⅱ. 허가절차

행정허가절차라 함은 행정기관 또는 수권조직이 구체적인 사건 중에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이다.102) 「행정허가법」의 규정으로 볼 때, 행

정허가의 실시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절차는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청문절차 등을 포함하고 특별절차는 특별한 

상황에 근거한 특별한 행정허가의 제정에 관한 절차 규범이다. 아래에서

는 한국 「행정절차법」의 내용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와 의견청취

절차를 비교하면서 「행정허가법」의 허가절차 규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허가의 신청과 수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한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행정허

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규정된 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

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편민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대

리인에게 의뢰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허가의 신청은 우

편, 전보, 전신, 팩스, 전자디지털 및 전자메일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제29조） 이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방으로 

하여금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의 신청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관련 

행정허가의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자료의 목록과 신청서의 견본을 사무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공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설명이나 해석을 하여야 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

102) 马怀德, 앞의 책,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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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0조） 신청인은 그 신청 자료의 실질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

청하는 허가사항과 무관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

허가법」제31조）

수리단계의 임무는 신청의 형식적 조건을 심사하고, 신청인의 신분과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최초 

심사한다. 행정상대방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법정 형식적 요건에 부

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은 반드시 접수한다. 행정기관은 신

청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에 근거하여 각기 처리하

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2조） 즉, ① 신청사항이 법에 의하여 행

정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불수리함

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항이 법에 의하여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

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불수리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

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류상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

한 내용 전부를 한꺼번에 고지하고, 행정기관이 기간을 넘겨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에 허가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한 경우에는 행정허가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한국 「행정절차법」 제17조에서는 처분의 신청과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동조에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

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이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청은 신청에 필

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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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의 접수와 관련해서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

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

다. 또한,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

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

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행정허가법」에서는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그 하자의 보완을 한꺼번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신청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행정허가법」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

기관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공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103) 처분의 신청과 수리에 있어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허

가에 관한 사항의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필요한 경우 보완의 통지를 하

여야 하는 점, 행정기관이 요건을 구비한 신청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지

는 점에서 한국의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 허가기간

허가기간에 대하여 「행정허가법」 제42조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① 즉석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경우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

가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및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허가가 각 부문간 통일적으로 처리될 필

요가 있거나, 연합처리 또는 집중처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처리

103) 정이근, 앞의 논문, 663-6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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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45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인민정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최장 15일을 연장할 수 있고, 기한연장

의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하급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행정기간의 결정을 요하는 행정허가의 경우, 하급행정기관은 행정허

가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및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행

정허가법」제43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

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여 송달하

거나, 또는 검사표지의 부착, 검험, 검측, 검역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

다. (「행정허가법」제44조）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허가결정이 청문, 입

찰, 경매, 검험, 검측, 검역, 감정 및 전문가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이

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소요되는 시간을 서면

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45조）

한국 「행정절차법」 제19조에서는 허가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

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앞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청이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

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

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기간에 관하여는 한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의 경우, 한국 「행정절차법」 제

18조는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

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법」은 허

가기간에 대해 법 조문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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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차법」에서는 처리기간을 행정청이 종류별로 미리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기간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하여 처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더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행정허가법」은 

공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처분 처리기간의 공

표, 기간 연장의 회수,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취지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 청문절차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허가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

우, 또는 행정기관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으로서 청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 간의 중대이익에 직

접 관계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문의 권리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문의 신청

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행정허가법」제46조, 제47조) 

청문절차에 관하여 「행정허가법」 제48조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기관은 청문을 실시하기 7일 전에 청문을 행하는 시간, 

장소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

고하여야 하며 청문은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해 행

정허가신청을 심사하는 인원 이외의 자를 청문주재자로 지정하여야 하

고,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주재자가 당해 행정허가사항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청문을 진

행하는 경우 당해 행정허가의 신청을 심사하는 인원은 심사의견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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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명과 증거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청문은 필록(청문조서)을 작

성하여야 하며, 청문 조서는 청문 참가인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은 청문 조서에 근거

하여 행정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은 청문 조서의 배타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즉 행정기관의 결정은 반

드시 청문 조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 조서 이외의 어떠한 

자료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제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독일, 일본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고 본다.104)

한국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란 사전통지된 내용에 따라 행정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청문절

차라고도 한다.105) 「행정허가법」에서 말하는 청문절차는 한국 「행정

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넓은 의미

의 청문절차이다. 한국의 의견청취절차에는 약식절차인 의견제출과 정식

절차인 청문과 공청회가 있다. 한국 「행정절차법」은 법 제22조106)에서 

104) 정이근, 앞의 논문, 667면. 
105) 정하중, 『행정법개론(제9판)』, 법문사, 2015, 364면. 
106) 한국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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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라는 이름하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다. 의견제

출은 당사자가 일정한 규격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당해 행정작용에 대

하여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행정절차

법」은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불이익처분에 대하

여 반드시 의견제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문은 청

문주재자의 지휘 아래 심문방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주장과 반박을 개

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

다. 청문절차에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과정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 등

을 종합하여 그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 당해 행정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하

고 당해 행정청은 그것을 참작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공청회란 공청회주재자의 주관하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의 일반

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107) 의견청취절차에 대

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국의 「행정절차법」과는 달리, 유일하게 

행정허가의 절차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허가법」은 

청문절차와 관련한 제도적 규범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큰 문제점이 존재

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제4장 제3절에서 후술한다. 

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

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107) 정하중, 앞의 책,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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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허가의 심사와 결정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법정형식에 부합하여 행정기관이 즉석에

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서면의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현장심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2인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4조) 하급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행정기관의 결정을 요하는 행정허가의 경우에, 하급행정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직접 상급행정기관에 송부하

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5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신청에 대하

여 심사를 하면서 행정허가사항이 타인의 중대이익에 직접 관계됨을 알

게 된 경우에는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

제36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행한 후, 즉석에서 행정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7조) 행정기관이 행정허

가를 하지 않는 서면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법」제38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허가결정은 

공개하여야 하고, 일반인은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허가법」제40조)

허가의 결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허가의 신

청시기와 행정기관이 결정을 하는 시기는 차이가 있는 경우, 예컨대 신

청인이 행정허가의 신청을 한 후 법률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신청인의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결정

을 하는 시점의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

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행정허가는 행정상대방이 장래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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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종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허가를 한 후에 허가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으며 행정상대방은 비로

소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상 행정상대방의 허가 신청이 

신청 당시의 법률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가의 장래성에 비추어볼 

때 허가결정을 내리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

한 원칙 하에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이다. 예컨대 ① 행정기관의 부작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허가가 

지연된 경우, ② 행정허가와 기타 행정행위가 하나의 통일적인 행정과정

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상대방이 이미 전치절차를 완성한 후 기타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련되는 법률이 변경된 경우 등이다.108)

108) 郑春燕, “行政许可申请与行政许可决定”, 载《法制日报》, 2004, 9면.



- 84 -

제 4 절 위법한 행정허가의 효과

Ⅰ. 취소와 말소

1. 허가의 취소

허가의 취소란 행정기관이 감독·검사 과정에서 행정허가의 발부 자

체가 위법임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발부는 합법이지만 당사자가 허가

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허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실시하였을 경

우, 행정기관은 이미 발부된 행정허가를 취소한다.109) 행정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행정허가법」 제69조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행정기관 인원의 직권남용, 직무소홀로 행정허가의 결정을 한 경우, 

②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③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④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정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⑤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허가의 

신청자가 기만, 증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그 허가는 

취소한다. 단, 허가의 취소가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가. 신뢰배상

허가 취소를 야기한 위법사유가 행정기관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 행

정기관은 반드시 허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야기된 합법적 권익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허가 취소를 야기한 위법사유가 당사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여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다. 또한, 행정허가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 취소의 경우, 피허가인이 허가에 기하여 취득한 이익은 보

109) 马怀德, 앞의 책,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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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지 못한다.

나. 사정변경

행정허가가 위법하게 발부되었더라도, 허가 취소가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이익형량의 고려에 기초하여 허가를 취소

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은 기타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998년 8월 천(陳)모 씨는 모 현(縣) 토지관리국에 주택건축을 신청

하고, 현(縣) 토지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청관진(城關鎮) 향양로(向陽

路)변 (縣 계획구에 속함)에 위치한 45.32평방미터의 택지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이 후, 다시 진(鎮) 인민정부 건설사무국에서 발부한 건

축시행허가증을 취득하였다. 8월 20일 陳모씨는 주택건축을 착공하였

다. 현(縣) 도시농촌건설위원회(城鄉建設委員會)가 陳모씨의 주택건축

을 발견한 이후, 당해 주택이 자신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위법건축이

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10월 24일, 陳모씨에게 서면통지를 발부하여, 

즉각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陳모씨는 자신의 주택건축이 현

(縣) 토지국의 승인을 거쳤고, 또한 진(鎮) 인민정부에서 발부한 건축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간주하고, 통지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공사하였다. 1999년 12월 5일, 현(縣)도시

농촌건축위원회는 현(縣)토지국과 진(鎮) 인민정부에게 각각 발부했던 

증서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동시에 陳모씨에 대하여 직접 

“위법주택건축 철거통지서”를 발부하였다. 陳모씨는 여전히 관여하

지 않고, 계속 공사하였다. 1999년 12월 21일, 현(縣)도시농촌건설위원

회는 “통지”에서 지정한 기한만료 이후에, 해당 지역 법원을 통하

여 陳모씨가 건축 중인 주택을 강제철거하였다. 陳모씨는 이에 불복

하고, 현(縣)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현(縣)도시농촌건설

위원회의 행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그 경제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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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의 말소

허가의 말소는 법정사유의 출현으로 인해 합법적이고 유효한 행정허

가가 효력을 상실하여, 지속적인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폐지수속을 말한다.110) 이에 관하여는 「행정허

110) 马怀德, 앞의 책, 359면.

실액 57846.60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사안의 핵심은 토지국이 발부한 용지허가 또는 진(鎮) 정부에서 

발부한 건축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이다. 그리고 만약 위법일 경우, 원

고 陳모씨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

다. 본 사안은 비교적 전형적인 행정허가에서의 신뢰배상 사건으로, 

주요한 법적 근거는 「행정허가법」 제69조이다. 본 조의 규정에 따

르면 행정허가를 취소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경우, 

취소하지 않는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허가의 취소로 인

해 피허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

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한편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토지국에서 발부한 용지허가증 또는 진(鎮) 정부에서 발

부한 건축허가증이 적법한 경우, 현(縣)도시농촌건설위원회의 “규장

위반 건축철거통지서”는 위법이고, 현(縣)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반드

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토지국이 발부한 용지허가 

또는 진(鎮)정부가 발부한 건축허가가 위법이고, 陳모씨가 위법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사기, 협박 또는 뇌물수수

의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인원으로 하여금 착오의 의사표시를 하

게 하여, 용지허가증과 건축허가증을 위법으로 발부받았다면, 陳모씨

가 취득한 이익은 불법이고, 불법적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 다시 말해, 합법적 권익의 손해가 아닐 경우, 국가는 배상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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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

어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민에 특정자격을 부여한 행정허가에 있

어 당해 공민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③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하여 중지된 경우, ④ 행정허가가 법에 의하여 취소·철

회되거나 행정허가증서가 법에 의하여 회수 취소된 경우, ⑤ 불가항력으

로 인하여 행정허가사항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 ⑥ 법률 및 법규가 규

정하는 반드시 행정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

를 말소할 수 있다. 

Ⅱ. 법적 책임

1. 공무원의 법적 책임

행정기관 및 그 인원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위

반하면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

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행

정처분을 한다. (「행정허가법」제72조) 즉, 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

정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② 법에 의하여 당연히 공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사무장소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③ 행정허가의 수리, 심사, 

결정과정에서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④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

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⑤ 법에 따른 행정허가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 또

는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⑥ 법에 따라 당

연히 실시하여야 할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행정기관 인원이 행정허가, 감독, 검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에게 

재물을 독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접수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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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허가법」제73조) 또 행정기관이 행정

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허가법」제74조) 즉, ①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

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허가의 결정을 한 

경우, ②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

정기한 내에 허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입찰, 경매의 

결과 또는 고시성적에 근거하여 우월한 자를 선택하여 허가결정을 하여

야 하는 경우에 입찰, 경매 또는 고시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입찰, 경매

의 결과 또는 고시성적에 근거하여 우월한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허가

결정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행정기관이 허가를 위법하게 실시하여 당사

자의 합법권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법적 책임

허가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경고를 한다. 기만, 증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허가법」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 즉, ① 

허가증을 위조, 전매, 임대, 대출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허가를 불법 양

도하는 경우, ② 허가범위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③ 감독 검사

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기만하거나, 허위로 자료

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상황이 반영된 실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

우, ④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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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의 개선방안

중국의 「행정허가법」은 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행정허가법」의 실시 과정에서 나타

나고 있는 주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제 1 절 행정허가의 설정

Ⅰ. 문제점

「행정허가법」의 법조문은 행정허가의 사항들을 한정함에 있어 당시

의 입법 기술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행정허가법」의 제정은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복잡한 행정

허가사항을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따라 행정허가의 범위

는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허가사항은 더욱 간결해져야 할 것이

다. 「행정허가법」 제12조에서는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하여 행정허가사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그 결과 정부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허가에 관련된 규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명확해야 

하는데 법조문에서는 많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부족하다. 특히 “공공이익” 등과 같은 불확

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확대할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불확정개념은 행정기관이 허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단행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보

충권이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행정허가법」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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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와 제13조 법조문의 표현 또한 문제가 된다. 제12조에서는 “행

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어

떤 사항에 행정허가를 설정해야 하는지와 어떤 사항에 행정허가를 설정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행정허가설정을 규범화하는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허가설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국

에서 행정허가사항의 설정행위는 추상적인 행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

허가의 설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개선방안

법은 구체적인 사안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되어야 할 사

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유형화·추상화하여 규율하는 것

이다.111) 「행정허가법」 제12조의 규정 또한 이러한 의도에서 행정허가

의 설정범위를 유형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안들을 가능한 한 모두 포섭

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일반성 규범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율방

식은 불명확성의 위험이 존재하고 행정기관에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면서 부패의 우려가 있다. 또한, 전형적인 사안에서는 추상적 규

범을 적용하면, 그 논리적 귀결로 입법자의 의도가 실현된다. 그러나 입

법자가 특정 요소에 대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법을 적용하는 

자가 일반적 규범에서 특정된 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들을 고려하

지 않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본래의 법규범을 제정할 때 의도하

111)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구상-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행

정법연구(27), 2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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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실무에서는 추상적·포괄적 규율방식을 폐기하고 규제대상을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이 채택되어 왔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율방식이 채택되면서 이와 동시에 포괄적·추상적 

규정이 삭제되면, 법규범은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현실에서는 본래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구체적 기준의 제시를 통해 예견 가능성과 명

확성을 담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적·포괄적 규정을 통해 통

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112) 즉 설정범위의 추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 설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열거

의 형식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

어 열거 사항 외에 설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

가 법조문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될 경우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 업무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허가법」만으로는 

행정허가 사항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법

을 제정하거나 「행정허가법」이 미처 제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

용된 설정범위 내에서 개별법이 규정할 수 있게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행정허가의 설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112) 이원우, 앞의 논문, 9-11면.



- 92 -

제 2 절 허가주체

Ⅰ. 문제점

「행정허가법」 제14조와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허가설정권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고 지방정부의 허가설정권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어 보완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행정허가설정권

과 행정허가실시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법률 시스템의 요구와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행정허가를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며 공민, 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한 관여

를 줄이며 정부 기능을 혁신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지

역의 공공관리 기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의 경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성법규는 행정허

가 조건을 증설할 권리가 없고 비교적 큰 도시의 지방 규장은 행정허가

를 설정할 수 없는데, 이는 기존의 입법 시스템과 관리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다. 「입법법」 제73조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는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관리 필요에 의하여 지방 규장을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허가법」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의 정부 규장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의 입법 체제와 충돌한다. 

또한, 행정허가설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지방정부의 허가설정

권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는 권한 배분방식은 지역의 현실적인 생활 

관리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지

역 사회의 경제 발전 수준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지방 행정허가설정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 통제의 방식을 통한 관리가 어

려워지고 사후 감독의 비용이 많이 들며 효과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전국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은 불균형하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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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인 것보다 다양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계속 국가 법령의 

통일만을 강조한다면 지방의 행정 관리에서 응당 기대되는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없고 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

으며 정부 공공관리의 실제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가 점차 확립되면서 설정 권한이 중앙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역에서는 보완적인 작용만 하는 배분 방식에 대해 개혁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행정허가법」은 지방 정부에게 일정한 행정허가설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Ⅱ. 개선방안

행정허가의 설정은 중앙 및 지방 통일배분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중

앙 법제의 통일적인 관리를 고려할 때 지역의 발전 현황도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지방의 행정허가설정권한을 확대하여야 하고 지역 사무를 스

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정부 규장의 “임시성” 제한을 취소하

여야 한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구체적인 행정 관리에 관한 규장을 제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규장도 관리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행정허가의 실시 현황으로 보았을 때, 임시적인 행정허

가의 실시 효과는 좋지 않은데, 이유는 임시적인 행정허가의 기간이 만

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입법이 어렵고 그 절차가 복잡하며 제정에 필요한 

시간과 현실 수요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교적 큰 도시의 정부가 제정한 정부 규장이 「입법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일부 행정허가를 설정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의 사회 경제 발전 수준은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높기에 그들이 직면한 관리의 문제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런 점을 고려

하여 지역 정부에 정부규장제정권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 개발에서 직면

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정부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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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행정허가설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 큰 도시를 설립하려는 이념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표현이기도 하다. 종

국적으로, 지방 정부가 실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준보다 높은 

행정허가의 조건을 제정하고 행정허가설정권을 허용한다면 지방 도시 관

리의 질과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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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청문절차

Ⅰ. 문제점

청문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허가결정 및 신청인, 이해관계인의 권

익 보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청문절차 적용범위는 합리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허가법」 시행 이후, 일부 행정기관

은 「행정허가법」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의 참여와 의견 표명을 보장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제도적 규범이 결여

되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청문제도가 확실히 실행될 수 있

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허가법」은 청문을 실시할지 여부와 관련한 결정권의 상당 부

분을 행정기관에 맡겼고 이로써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될 경향이 

있다. 「행정허가법」은 행정기관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

사항으로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사항이 중대한 사항

인지, 타인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되는지, 청문을 공고할지도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행정기관이 청문 절차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

문에 청문 절차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외

에도, 청문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관련 법률도 제정

하지 않았다.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허가의 신청인과 이

해관계인만이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청문 주체가 상대적으

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제46조 조문에 나오

는 “공공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입법적인 해석이 없고, 청문 

기한의 규정이 없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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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문주재자와 관련하여 「행정허가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행정허가의 청문 절차에서 청문주재자는 매우 중요한 지위

에 있고 그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청문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행

정허가법」의 규정은 청문주재자를 선정함에 있어 임시성이라는 문제점

이 존재하고 고정된 청문주재자 성원들이 없으므로 청문주재자의 선정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고 일부 청문주재자들이 이미 축적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Ⅱ. 개선방안

「행정허가법」 제46조에서는 청문의 실시요건으로 “법률, 법규, 규

장이 행정허가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행정

기관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으로서 청문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

허가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당연히 규정된 요건

에 따르면 되지만, “행정기관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

항으로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은 행정상대방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

다. 만약 다른 법령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다면 청문의 실시 여부는 행

정기관의 재량에 따르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청문이 필요한 사안일지라도 

행정기관이 청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청문이 실시되지 아니한다. 따

라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민주화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범위나 자격

요건 조항을 신설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외에 그에 맞는 행정상대방

이 청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청문절차에서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진행, 조정 및 통제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로서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피⋅
회피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의 청문은 행정기관에 의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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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청문주재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청문주재자는 법률, 법규 및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겸비하여야 하

고 훌륭한 품성과 정직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외국

의 예를 보면 법원판사나 독립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113) 종국적으로 청문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주재자제도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 「행정절차법」에서와 같

이 일련의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청문제도의 실시가 효과적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아직 행정절차법

이 제정되지 않았고 청문제도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청문 관련 규정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흩어져 있고 청

문제도의 일반조항이 부재하여 행정절차의 목적, 적용 범위, 기본원칙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청문의 시행에 효과적인 법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바, 한국을 비롯한 행정절차법을 제정한 국

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가속화하여 청문제도의 

구축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113) 박균성, 앞의 책, 5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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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감독제도

Ⅰ. 문제점

1. 사후감독 부족

행정허가를 중요시하면서도 사후감독은 소홀히 하는 것이 현재 중국 

행정허가제도의 현실이다. 행정허가제도는 신청인이 행정허가를 신청하

는 것에 관하여 많은 진입 조건을 설정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여야만 허가증을 발급받아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하

지만 행정기관의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행정상대방이 특정 활동에 종사

하는 것에 대한 사후감독도 매우 중요하다. 사후감독이 미비할 경우 행

정허가는 실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고 단순히 허가사항

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불합리한 감

독방식으로 인하여 행정허가 진입기준만 높아지고 행정허가제도가 무의

미해질 수 있다. 예컨대, 신청인은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 당시의 

신청 조건과 허가증에 요구된 사항에 따라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데 사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증의 불법 양도, 재판

매, 임대 및 대여 등 현상들이 발생한다.114) 행정허가에 대한 사후 감독

의 부족은 사회 경제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 책임 추궁 시스템 부족

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에 관한 책

임 조항이 부족하므로 책임의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법한 

허가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행정허

114) 孙洪义, “论对我国行政机关实施行政许可的监督与救济”, 载《行政与法》11

期, 2009, 5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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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에서는 “행정기관은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법에 따라 행정허

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허가를 설정

한 이후, 행정허가가 근거로 하는 법률, 행정법규, 규장이 개정 또는 폐

지되거나 행정허가의 실시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

생한 경우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이미 효과가 

발생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익의 한계

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신청

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책임

자와 업무 담당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

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운

영에서 어느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위법 상황에서 부분적 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Ⅱ. 개선방안

행정허가에 대한 사후 감독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정기적 감독과 비정기적 감독을 결합하는 방식, 현장 

감독과 서면 감독을 결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생명 및 재산 안전, 식품

안전 등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검

사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독 방식

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허가법」은 행정주체가 현

장 감독 및 서면 감독의 방식으로 피허가인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서면 감독의 경우 서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 및 실제 상황이 

서면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서면 감독의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현장 감독을 결합하여야 하며 피허가인이 제공한 서면 자료

의 진실성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 감독은 서면 감독에서 찾

아내지 못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 서면 감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현장 감독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고 현장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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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감독 방식과 표본 

수집의 감독 방식을 결합하거나 독촉의 감독 방식과 통제의 감독 방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행정허가의 사후 감독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행정허가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 추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책임에 대해 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한 행정의 중요한 보장으로서 행정허가의 의미는 상실

될 것이다. 행정허가 감독의 중요한 부분인 법률책임 시스템을 개선하려

면 첫째,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

고 문제의 범위, 유형, 성질 및 그에 대한 처분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적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법규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행정보상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른 보상”의 입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형사법적 책

임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위

반하는 경우 먼저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허

가 및 감독 업무의 수행에 있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형사 책임의 기본 

요건 및 책임 추궁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가해야 하는

데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법정 책

임을 위반하거나 법정 권한을 초월하여 행사함으로써 허가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청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

로써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허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허가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만, 행정허

가가 법치의 궤도에서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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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중국의 「행정허가법」은 ‘법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린다(依法治

国)’의 사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법률이고 「행정처벌법」(1996) 이후의 

행정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다. 「행정허가법」은 2004년 7월 1일

에 시행된 이래 많은 면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허가 영

역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공민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허가의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한, 행정허가의 항목과 기준을 설정·공포하고 절차적 규정의 준수를 통

하여 인간관계에 기초한 ‘꽌시(關係)행정’을 줄임으로써 행정공무원의 

부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허가영역에서 절차법으로서 사

전구제제도로 작용할 것이고, 각종 행정허가제도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상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총괄

적인 수준에 있는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에 관련된 기본 이론 및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허가법」 실시 이후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

허가의 설정범위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행정허가의 설정주체

에 관하여 설정권한의 배분이 불합리하며, 행정절차법의 부재로 인한 청

문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규범이 결여되어 있고, 사후감독의 

부족 및 법적 책임 추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허가의 설정범위를 열거의 형식으

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괄적·추상적 예외조항을 제정하며, 지방 정부

에게 행정허가설정권을 부여하고, 청문주재자제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며,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가속화하고, 여러 가지 감독 형식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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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허가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허가의 법체계를 어떻게 형

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어

떻게 조화시켜 공익을 극대화하고 사익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인가는 지

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끝없는 과제이다. 「행정허가법」 제정 이후의 진

행경과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과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제도를 형성하는 것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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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n China

JIN AILI

Department of Law,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s established for maintaining 

economic system, public order and public interest, also is for protecting 

the resources and environment, for securing the civil rights and so on.  

Today, people attach more and more importance to democracy and 

nomocracy, therefore,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s in an urge to 

be reinforced as maturing marketing economy is coming near.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consists of eight parts and eighty three articles, and it came into force 

upon July 1, 2004. The introduction of the law enforcement practice 

for our permission to provide a more clear legal basis for the 

deepening of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with a ver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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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However, the Act from July 1, 2004 since the implementation in 

practice, also exposed many problems, legislation led to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Based on this, In chapter Ⅱ, author overviewed the present 

administrative licensing system in China, discussed some basic theories 

on, went over the general developing history of administrative licensing 

in China, and pointed out the realistically signific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In chapter Ⅲ, author 

pointed out the create of administrative license, application and 

acceptance, inquiry and decision, period, hearing, leg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provides the of the principles of 

openness, fairness and convenience for the people of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provides the systems of witness hearing and the reliance 

interest protection, which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Chinese 

legal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a lot of legal issues were expos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In chapter Ⅳ, the author gave her some 

advices on how to perfect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 problems. 

keywords :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Reform Of License System, Item Of License, Procedure Of 

License

Student Number : 2016-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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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15)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2004년 7월 1일 시행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3장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4장 행정허가의 실시절차

제1절 신청 및 수리

제2절 심사 및 결정

제3절 기한

제4절 청문

제5절 변경 및 연장

제6절 특별규정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6장 감독조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115) 이 부분은 저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길 경우 출처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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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행정기관의 효

과적인 행정관리의 실시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적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3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기관은 기타 기관 혹은 직접 관리 하는 사업기관의 인사, 재

무, 대외업무 등 사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행정허가의 설정과 시행은 법이 정한 권한, 범위, 조건, 절차에 따

라야 한다. 

제5조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되어야 한다. 공포되지 않은 규정은 행정

허가를 실시하는 근거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

는 국가기밀, 상업기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인은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차별하여서는 안된

다. 

제6조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편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무 처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실시에 대하여 

진술권 및 해명의 권리를 향유하고 법에 의하여 행정재심(行政復議)116) 

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행정

허가를 실시함으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근거하여 취득한 행정허가는 

116)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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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임의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가

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 규장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

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공공이

익의 필요를 위하여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발생한 행정허

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

직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

다.

제9조 법에 의하여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 법규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

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건전

한 감독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감

독·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허가 사항의 활동에 종사

하는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제11조 행정허가의 설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규율을 준수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적극성,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도우며 공공이익과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一)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의 거시조정, 생태환경보호 및 신체의 건

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 등에 직접 관계되는 활동으로 법정조건에 따라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

(二) 제한된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진입 등, 특정한 권리의 부여가 요구되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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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공공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직업, 업종으로 특

별한 신용이나 명예, 특수조건 또는 특수기능 등 자격이나 자질이 요구

되는 사항

(四) 공공안전, 신체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한 설비, 시설, 생산품, 물품으로서 기술기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

(檢驗), 검측, 검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심사와 결정을 요하는 사항

(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등 주체자격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사

항

(六)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사항

제13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으로 다음 방식을 통해 규범화 될 수 

있는 경우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二) 시장경쟁 시스템이 유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경우

(三) 업계조직이나 중개기구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四) 행정기관이 사후감독 등 기타 행정관리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에 미처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법규로 행정허가를 설

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결정의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실

시 후 임시적인 행정허가사항을 제외하고 국무원은 즉시 전국인민대표대

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법률의 제정을 제청하거나 스스로 행정법규를 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법 제1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성법규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아직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행정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행정

허가의 신속한 실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의 규장으로 임시적인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적인 행정허가의 

실시가 만 1년을 경과하고 계속적인 실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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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지방성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하여야 

한다.

지방성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장은 국가가 통

일적으로 확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 자질에 관한 행

정허가를 정할 수 없다.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의 설립 등기 및 전치적인

(前置性)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설정된 행정허가는 기타 지역

의 개인 혹은 기업이 본 지역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지역의 제품이 본 지역의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제16조 행정법규는 법률이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행

정허가의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성법규는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

해 행정허가의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규장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허가의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규, 규장은 상위법이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할 수 있으나 행정허가를 증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허가 조건에 관

한 구체적인 규정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기타 조건을 증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본 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기타 규범성 문건은 일

률적으로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행정허가 설정 시, 행정허가의 실시 기관, 조건, 절차, 기한에 대

해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법률, 법규의 초안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장의 초안으

로 행정허가를 설정하고자 할 때 초안작성 부서는 청문회, 심의회 등 형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제정기관에 당해 행정허가 설정의 필요성, 

경제와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의견을 수렴하고 채택한 상황을 설명

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은 설정한 행정허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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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설정된 행정허가가 본 법 제13조에서 열거한 

방식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행정허가의 설정 규

정을 즉시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실시기관은 이미 설정한 행정허가의 실시 상황 및 존재의 필

요성에 대해 적시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해당 행정허가의 

설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허가의 설정기관과 실시기관에 행정허

가의 설정과 실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법규가 설정한 경제 사무와 

관련된 행정허가에 대해 해당 행정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근거

하여 본 법 제13조에서 열거한 방식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뒤 해당 행정지역 내에서 이 행정

허가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제22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구비한 행정기관이 그 법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3조 법률·법규가 수권하는,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은 법

정 수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피수권조직은 

본 법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기타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 기관

은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받은 행정허가의 실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 행정기관은 위탁받은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 행위에 대하여 감

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

다.

위탁받은 행정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허

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행정허가의 실시를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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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간소화, 통

일화, 효율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이 행정기관과 관련된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허가를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된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하나의 부서를 확정하여 통일적으로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허가결정을 전달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지방 인민정부 두 곳 이상의 부문이 각각 실시

하여야 할 경우 당해 인민정부는 하나의 부문이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하

고 관련 부문이 각각 의견을 제시한 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관

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

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받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행정허가를 처리할 때, 신청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

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 공공안전, 인신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의 검사, 검측, 검역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

정한 행정기관 이외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기관이 점차 실시하

여야 한다. 전문기술 기관 및 관련 인원은 실시한 검사, 검측, 검역 결과

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행정허가의 실시절차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한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행

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서가 규정된 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서 서식에는 행정허가 사항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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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드시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사무장소에 와서 행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허가의 신청은 우편, 전보, 전신, 팩스, 전자디지털 및 전자메일 등

의 방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관련 행정허가의 사항, 근

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자료의 목록과 신청

서의 견본을 사무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공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설명이나 해석을 하여야 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청인은 행정허가 신청 시 행정기관에 진실한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진실한 정황을 보고해야 하며 그 신청 자료의 실질 내용의 진실성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청하는 허

가사항과 무관한 기술 자료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에 

근거하여 각기 처리하여야 한다.  

(一) 신청사항이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적시에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二) 신청사항이 법에 의하여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

우에는 즉시 불수리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권한 있는 행정기

관에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三) 신청서류상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

청인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四) 신청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충이 필요한 내용 전부를 한꺼번에 고지

하고, 행정기관이 기간을 넘겨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

한 날에 허가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五) 신청사항이 본 행정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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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한 경우에는 행정허가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신청에 대해 수리 또는 불수리의 경우 모두 해당 행

정기관의 전용 도장이 찍히고 날짜가 명시된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은 관련 제도를 설정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전자화 행정업

무를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사이트에 행정허가사항을 공포하여 신청인이 

데이터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행정허가신청을 제출하는데 편리하게 하여

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과 행정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34조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가 법정형식에 부합하여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서면의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한

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현장심

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2인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행정기관의 결정

을 요하는 행정허가의 경우에, 하급행정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심사의견

과 모든 신청서류를 직접 상급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급 행정기

관은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행정허가사

항이 타인의 중대이익에 직접 관계됨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이해관계

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진술 및 해명의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행한 후, 즉석에서 

행정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117 -

제38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서면 결정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결정이 행정허가 증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도장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행정허가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一) 허가증, 면허증 또는 기타 허가증서

(二) 자격증, 자질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기타 합격증서

(三) 행정기관의 비준 서류 또는 증명 서류

(四)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행정허가증서

행정기관이 검험, 검측,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검험, 검측, 검역에서 합

격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검험, 검측, 검역 도장

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허가결정은 공개하여야 하고, 일반인은 열

람할 권리가 있다.

제41조 법률, 행정법규가 설정한 행정허가가 그 적용 범위에 있어 지역

의 제한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행정허가는 전국적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3절 기한

제42조 즉석에서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경우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률 및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한 행정허가가 각 부문간 통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거나, 연합처리 또는 집중처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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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간은 45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인민정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최장 15일을 연장할 수 있고, 기한연장

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법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행정기간의 결

정을 요하는 행정허가의 경우, 하급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및 법규에 별

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여 송달하거나, 또는 검

사표지의 부착, 검험, 검측, 검역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허가결정이 법에 의하여 청문, 입찰, 경

매, 검험, 검측, 검역, 감정 및 전문가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소

요되는 기간은 본 절에서 규정하는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소요되는 시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청문

제46조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허가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공공이익에 관련된 중대한 행정허가사항으로

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일반인에게 공고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행정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문

의 권리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문의 신청을 하는 경우 행

정기관은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이 청문회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청문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一) 행정기관은 청문을 실시하기 7일전에 청문을 행하는 시간,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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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고한다. 

(二) 청문은 공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三) 행정기관은 당해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하는 인원 이외의 자를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주재자가 당해 행

정허가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四)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행정허가의 신청을 심사하는 인원은 심

사의견의 증거나 이유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증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변명과 증거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五) 청문은 필록(청문조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는 청문참가인

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청문조서에 근거하여 행정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절 변경과 연장

제49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허가를 결

정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정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0조 피허가인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행정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이 필

요한 경우 당해 행정허가의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법률, 법규, 규장에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은 피허가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행정허가의 유효 기간 만

료 전에 연장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을 넘긴 후에도 결정

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특별규정

제51조 행정허가의 실시 절차는 본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절의 규정

을 적용한다. 본 절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장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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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무원이 실시하는 행정허가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53조 본 법 제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실시하

는 경우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 등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

다. 다만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행정

기관이 입찰, 경매 등 방식을 통하여 행하는 행정허가결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행정기관은 입찰, 경매절차에 따라 낙찰인, 매수인을 확정한 후 행정허

가결정을 해야 하고 법에 따라 낙찰인, 매수인에게 행정허가증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 경매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

거나 입찰, 경매절차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본 법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공민에게 특정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국가고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고시성적과 기타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행정허가의 결정을 한다. 법

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의 자격, 자질을 부여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전문 인력의 구성, 기술조건, 경영업적과 관리수준 등을 고려

한 후 행정허가의 결정을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공민의 특정자격에 대한 고시는 법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이 실

시하고 공개적으로 한다. 행정기관 또는 업계조직은 자격 고시의 등록조

건, 응시방법, 응시과목, 응시요강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고시 전에 강제적으로 사전교육을 조직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재 혹은 기

타 고시용 자료를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본 법 제12조 제4항에서 열거한 사항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

우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법에 의하여 검험, 검측, 검역을 실시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검험, 검측, 검역 결과에 따라 행정허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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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검험, 검측, 검역은 신청의 수리일로부터 5일 이내

에 2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여 기술표준이나 기술규범에 따라 검험, 검

측,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검험, 검측, 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의 기술적인 분석 없이 설비, 시설, 생산품, 물품의 기술표준이나 기술규

범의 부합 여부를 즉시에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검험, 검측, 검역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으로 행정허가를 하지 아니 하는 근거가 되는 기술표준 

및 기술규범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 본 법 제12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한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등기해 주어야 한다. 신청자료의 실질적 내용

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본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7조 수량이 제한되는 행정허가는 둘 또는 둘 이상 신청인의 신청이 

모두 법정조건이나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선 

후 순서에 따라 허가의 결정을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제58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실시와 행정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과 조

사를 진행할 때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서 양식서류를 제공할 때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행정기관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급 재정 부서가 이를 보장하고 비준(批准)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59조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있어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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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수취하는 경우 공포된 법정 사항과 기준에 따라 수취하여야 한다. 

수취한 비용은 전부 국고에 상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유용, 또는 사사로이 나누거나 다른 형식으로 나누

어서는 아니 된다. 재정 부서는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수취

한 비용을 반환 또는 다른 형식으로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감독조사

제60조 상급 행정기관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허가 실시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여

야 한다. 

제61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감독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피허가인이 행정

허가 사항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를 검사함으로

써 감독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피허가인이 행정허가 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에 

대하여 감독·조사할 때, 감독·조사한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

독·조사인원이 서명 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중은 행정기관의 감

독·조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여건을 마련하여 피허가인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컴퓨터 

문서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실현하여 행정허가 사항의 활동에 종사하

는 피허가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2조 행정기관은 피허가인이 생산·경영한 제품에 대하여 법에 따라 

표본검사, 검험, 검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의 생산·경영 장소에 대하

여 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 시 행정기관은 법에 따

라 열람하거나 피허가인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피허가인은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안전, 인신 건강, 생

명 및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 설비,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검험에 합격한 경우 행정기관은 상응하는 증

명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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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행정기관이 감독·조사를 실시할 때 피허가인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허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

취하여서도 아니 되고 기타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담당 지역 밖에서 

불법으로 행정허가사항의 활동에 종사할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의 행정기

관은 법에 따라 피허가인의 위법 사실과 처리 결과를 행정허가를 결정한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인과 조직이 불법으로 행정허가사항의 활동에 종사한 것을 발

견할 경우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즉시 사실

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피허가인이 법에 따라 자연자원의 개발·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공공자원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피허가인

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공공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특정 산업의 시장 진입과 관련된 행정

허가를 취득한 피허가인은 국가가 정한 서비스 및 비용 기준과 행정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안정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허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임의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허가인이 전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에 의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하

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68조 공공안전, 인신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중

요 설비, 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설계, 건조, 설치 및 사용을 담당하

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감독할 시 공공안전, 인신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

접 관계되는 중요 설비, 시설에 안전상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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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건축, 설치, 사용을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설계·건축·설치·사용하

는 기관이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69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행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一) 행정기관 인원의 직권남용, 직무소홀로 행정허가의 결정을 한 경우

(二) 법정직권을 초월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三)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四)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五)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피허가인이 기만, 증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그 허가

는 취소한다. 

앞의 두 조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한 행정허가가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

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한 행정허가가 피허가인의 합법적인 권

익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배상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소한 경우 피허가인이 행정허가의 취

득에 따라 얻은 이익은 보호 받지 못한다. 

제70조 아래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

하여 행정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一)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二) 공민에 특정자격을 부여한 행정허가에 있어 당해 공민이 사망하거

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三)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하여 중지된 경우

(四) 행정허가가 법에 의하여 취소·철회되거나 행정허가증서가 법에 의

하여 회수 취소된 경우

(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행정허가사항이 실시될 수 없는 경우

(六) 법률 및 법규가 규정하는 반드시 행정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



- 125 -

경우

제7장 법률책임

제71조 본 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한 경우, 관련 기

관은 행정허가를 설정한 해당 기관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에 의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제72조 행정기관 및 그 인원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二) 법에 의하여 당연히 공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사무장소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三) 행정허가의 수리, 심사, 결정과정에서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四)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고지하

지 아니한 경우 

(五) 법에 따른 행정허가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 또는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六) 법에 따라 당연히 실시하여야 할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행정기관 인원이 행정허가, 감독, 검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에게 

재물을 독촉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접수 또는 기타 이익을 도모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제74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

면,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

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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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의 결정을 한 경우

(二)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거나 법정기

한 내에 허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三) 법에 따라 입찰, 경매의 결과 또는 고시성적에 근거하여 우월한 자

를 선택하여 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입찰, 경매 또는 고시를 거

치지 아니하거나 입찰, 경매의 결과 또는 고시성적에 근거하여 우월한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허가결정을 한 경우

제75조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실시에 있어 임의로 비용을 수취하거나 법

정 사항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불법으로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의 실시에 있어 법에 의하여 수취한 비용을 가로채거나 유용(流

用), 또는 사사로이 나누거나 다른 형식으로 나눌 경우 이를 추궁하여야 

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처

벌을 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6조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에 손해를 야기할 경우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

다. 

제77조 행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감독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

게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

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8조 허가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

하며 경고를 한다. 행정허가신청이 공공안전, 신체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 신청인은 1년 안에 당해 행정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7 -

제79조 피허가인이 기만, 증뢰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여야 한다. 취득한 행정허가가 공공

안전, 신체건강, 생명 및 재산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 신청인

은 3년 안에 당해 행정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0조 피허가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은 법에 의하여 행

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 허가증을 위조, 전매, 임대, 대출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허가를 불

법 양도하는 경우

(二) 허가범위를 초월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三) 감독 검사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기만하거

나, 허위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상황이 반영된 실제 자료의 제공

을 거절하는 경우

(四)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위법행위

제8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

에 의하여 제지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벌을 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

제82조 본 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근무일

로 계산하고 법정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83조 본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정허가 규정에 관하여 제정기관은 본 법의 규

정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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