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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법의 ‘소권’(actio)중심적 이해에 관한 연구

― 소권과 청구권, 권리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신  철  순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논의, 즉 주관적 권리구제와 행정의 객관

적 통제라는 가치의 대립과 관련하여 부흐하임(Buchheim)이 제시한 행정법

의 ‘소권모델’(Aktionenmodell)은 하나의 단서가 되어준다.

부흐하임에 따르면, 독일 행정법학의 지배적 경향으로서 개인의 행정에 대

한 청구권(Anspruch)을 중심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이 존재

하는데, 이를 ‘청구권모델’(Anspruchsmodell)이라 부를 수 있다. 취소소송의 

기초로 실체법상 취소청구권을 가정하는 청구권모델에 의하면 소송법은 실

체법적으로 완결된 법률관계를 단지 소송에 반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

소된다.

이러한 청구권모델의 대안으로 구상된 소권모델은 로마법상 소권, 즉 악치

오(actio) 개념을 근거로 행정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권리의 ‘재판상 

실현’의 측면을 강조하는 소권모델에 따르면, 행정법의 법률관계는 행정실체

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송법 규범과 법원의 역할을 함께 고려

함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상 권리실현과 무관한 실체적 청구권 

개념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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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청구권모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권

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로마사법(私

法)의 중심개념이었던 소권, 즉 악치오는 권리와 그 실현수단이 합쳐진 개념

이었다. 독일의 로마법 계수 이후 19세기에 사비니는 이를 권리로 파악하

고, 빈트샤이트는 악치오에서 실체(법)적 요소를 강조하여 청구권개념을 확

립하 다. 빈트샤이트의 해석은 공법에도 향을 미쳐 옐리네크와 뷜러 등에 

의해 주관적 공권으로 이어졌고, 이는 행정법의 청구권모델이라는 입장의 이

론적 배경이 되었다.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상호관계에 비추어 보

면, 개인에 대한 귀속으로서의 주관적 권리와 재판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인 소권을 인정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 실체법상 청구권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소권모델에 따를 때 

소송법의 독자성을 인식하고 취소소송과 확인소송 및 행정법원법 상의 일

부 규정들을 소송법상 제도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제기 대상의 불명확성과 공법적 특수성 고려의 부족이라는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권모델은 독일 행정법학의 지배적 경향을 드러내고 그 

역사적 기원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소권법적 관점은 행정

법에서 소송법과 재판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독일 행정법

학의 유산이자 한계인 보호규범이론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제공한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행정재판모델로서 행정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

는 관점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제어: 청구권모델, 소권모델, 소권, 악치오, 청구권, 주관적 권리

학  번: 2015-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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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일본을 경유하여 독일의 이론을 수입하는 것에서 시작한 우리 행정법학은 

그 후 독일과 프랑스 법학의 직접 수용을 넘어 이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독일 행정법

학의 무비판적 수용 내지 답습을 넘어 프랑스와 국, 미국 등 국가의 법제

도 및 법학과의 다원적 법비교가 시도됨에 따라 행정소송의 목적은 무엇인

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개인의 주관적 권

리구제 내지 보호를 주된 과제로 보는 입장과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강조하

는 입장 사이의 견해대립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1) 논쟁은 현재진행형이

다. 주관적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주관주의는 주로, 아니 거의 

예외 없이 독일의 이론과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주목하는 객관주의는 대체로 프랑스의 이론과 실무를 근거로 삼는다.2) 기본

적으로 독일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고 독일의 법학을 수학한 학자가 다

수인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주관주의가 통설 내지 지배적 견해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3)

 1) 2003년 3월 한국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소송제도의 개

편방향’에 대한 정하중 교수와 박정훈 교수의 대담 그리고 이어진 행정법학자

들의 질의는 위와 같이 대립하는 두 입장의 견해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

정소송제도의 개편방향 에 대한 토론: 한국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 공법연

구(제31집 제3호), 2003, 102-1쪽 이하 참조.

 2)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독일의 주관적 법치주의와 프랑스, 
국의 객관적 법치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박정훈, 행정법과 법철학, 행
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10, 88-89쪽 참조.

 3) 참고로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9조 제4항과 행정법원법 (VwGO)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이러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은 적어도 해석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입법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나, 사실상 큰 관심은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행정재판제도의 전통적 권리보호관념에 대한 개

관으로 Naumann, Das subjektive Recht und seine prozessuale Geltendmachung 
in Deutschland und Europa(김환학 역, 독일과 유럽에 있어서의 주관적 공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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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앞서와 같은 행정소송의 목적 논쟁과는 다른 관점

에서 행정법 이해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연구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요하네

스 부흐하임(Johannes Buchheim)의 2016년도 프라이부르크 대학 박사학위논

문인 소권, 청구권, 주관적 권리: 행정법의 소권법적 재구성 (Actio, An-

spruch, subjektives Recht: Eine aktionenrechtliche Rekonstruktion des Ver-

waltungsrechts)이 바로 그것이다. 부흐하임은 위 논문에서 독일의 행정법학

이 실체법(materielles Recht)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행정청의 의무를 전제하

는 사법(私法)상 ‘청구권’(Anspruch)개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

면서, 행정법에서 청구권개념을 극복하고 ‘소권’(訴權, actio)을 중심으로 행

정실체법과 소송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기초 위에서 이론과 실무를 전개

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구권개념의 

극복과 행정법의 소권중심적 이해에 관한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살

펴봄으로써 우리 행정소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권리’ 개념이 원고적격과 본

안요건 모두에서 문제되고, 이로써 철저한 주관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부흐하임은 위 글에서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세 개념의 역

사적 발전과정과 상호관계의 탐구를 통해 행정법에서 실체적 주관적 권리

(materielles subjektives Recht)를 강조하는 독일의 지배적 견해를 비판하고 

이른바 ‘소권모델’(Aktionenmodell) 혹은 ‘소권법체계’(Aktionensystem)에 입

각한 행정법의 재구성을 시도하는데, 부흐하임의 이러한 연구결과에 착안하

여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 경도된 우리 행정법 이론의 타당

성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연구는 부흐하임의 위 연

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단서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소송상 주장), 사법(22호), 2012. 12., 349-352쪽 참조.

 4)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1) - 독일법의 비판적 검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

능, 2011, 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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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과 범위

로마법상 악치오(actio)5) 개념을 이론적 기초로 한 소권법적 관점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행정법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흐하임의 독자적인 이

론체계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본고 또한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부

흐하임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흐하임은 통설과 이를 비판하는 자

신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범주의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소

권,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개념의 역사와 의미를 밝히는 이론적 근거

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기본법 과 행정법원법 등의 해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실정법적 근거이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념

사(史)를 중심으로 한 소권모델의 이론적 근거로서, 위 기본개념들에 관한 

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흐하임이 제

안한 소권모델의 내용과 의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 행정법학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6) 부흐하임의 연구와 

더불어 위 논문이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스 하인리히 루프

(Hans Heinrich Rupp)의 현대 행정법이론의 근본문제 (Grundfrage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lehre) 그리고 통설의 입장에서 부흐하임의 입론을 

비판한 안드레아스 풍케(Andreas Funke)의 행정법상 청구권과 소(訴) (An-

sprüche und Klagen im Verwaltungsrecht)를 중점적으로 참고하 음을 밝힌다.

 5) 로마법의 법개념 중 하나인 actio는 일반적으로 ‘소권’(訴權)으로 번역되나 오늘

날의 제소권한 내지 소송자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로마

법에 특유한 개념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원문의 발음 그대로 

표기하고, 문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어와 함께 원어를 병기한다.

 6) 부흐하임은 실정법적 근거 부분(S. 136ff.)에서 소권모델이 기본법 상 연방입법

의 권한규정(Kompetenzordnung), 권리구제보장(Rechtsschutzgarantie) 등에 부합

한다는 점을 들어 소권모델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그런데 연방입법의 관할, 기

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구제보장과 같은 문제는 독일 기본법 에 특유한 문

제로서 우리의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고

의 중심적인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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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독일 행정법학의 지배적 견해인 청구권모델과 그 대안으로서 

소권모델을 소개한다. 청구권모델의 입장을 대표하는 루프의 견해를 통해 청

구권모델의 내용을 검토하고, 소권모델이 어떤 지점에서 청구권모델과 차이

점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소권모델에 의한 재구성의 기초로서,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세 개의 기본개념에 대해 논한다. 세 개념의 근원에는 로마법상 소

권, 즉 악치오가 있다. 로마법과 19세기 독일 민사법에서 소권과 청구권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해석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세 개념의 의

미와 기능을 소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한 기본개념의 역사와 상호관계를 기초로 소

권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독일 행정법원법 규정에 대한 

소권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덧붙여 청구권모델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소권모

델의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소권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위 모델에 대한 나

름의 평가를 내리고, 소권법적 관점이 우리 행정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밝

히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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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법 이해의 두 방향

- 청구권모델과 소권모델

제1절 개설

부흐하임은 앞서 언급한 논문 소권, 청구권, 주관적 권리: 행정법의 소권

법적 재구성 의 첫머리에서 논문의 제목이 연구의 목적임을 밝히며 이를 통

해 행정법의 ‘소권법적’(aktionenrechtlich) 재구성을 시도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가 말하는 ‘소권법적 재구성’이란 행정법 속에 매몰된 소송적 특성을 새롭

게 인식하고 ‘재판상 권리구제’(gerichtlicher Rechtsschutz)라는 요소를 행정실

체법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다.7)

행정법을 소권법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은 지금의 독일 행정법(학)이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한다. 부흐하임은 행정법의 소권법적 

이해라는 자신의 대안적인 이론모델을 ‘소권모델’(Aktionenmodell)이라고 명

명하고, 소권모델의 극복대상으로서 독일 행정법이론의 지배적 견해를 ‘청구

권모델’(Anspruchsmodell)이라 칭하고 있다. 비록 실체법 내지 실체적 권리와 

그것의 재판상 구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

지만, 하나로 합일되지 않는 다양한 입장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공통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청구권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8) 독일 행정

법에서 이러한 실체법과 소송법의 관계 또는 실체적 권리와 그것의 소송적 

구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주목하는 학자로 한스 하인리히 루프, 볼프 뤼디거 쉔케(Wolf-

 7) Buchheim, Actio, Anspruch, subjektives Recht: Eine aktionenrechtliche Rekon-
struktion des Verwaltungsrechts, 2017, S. 1.

 8) Buchheim, a. a. O.,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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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üdiger Schenke), 페터 바우마이스터(Peter Baumeister), 안드레아스 풍케 등

을 들 수 있는데,9) 부흐하임은 대표적으로 루프의 저서 현대 행정법이론의 

근본문제 를 인용하며 청구권모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10)

이하 이 장에서는 청구권모델과 소권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두 입장이 차

이를 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모델에 대한 비판점을 소개한다.

제2절 청구권모델

루프는 그의 저서 현대 행정법이론의 근본문제 에서 청구권모델로 지칭

할 수 있는 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다.11) 루프는 위 책의 제2장 

‘시민-국가의 외부적 법관계’의 제2절 ‘주관적 공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

다.

“오늘의 헌법상황에서 법률적합성원칙(Gesetzmäßigkeitsprinzip)은 국민과 국

가(Staatsbürger - Staat)의 복합적 관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그 점에서 시

 9) 부흐하임은 이에 관한 문헌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Schenke, 
Rechtsschutz bei normativem Unrecht, 1979; ders., Der Anspruch des Verletzten 
auf Rücknahme des Verwaltungsakts vor Ablauf der Anfechtungsfristen, in:
Geis(Hrsg.), Staat, Kirche, Verwaltung, 2001, S. 723ff.; Schenke, Neuestes zur 
Konkurrentenklage, NVwZ, 2011, S. 321ff.; ders., Nachschieben von Ermessens-
erwägungen im verwaltungsgerichtlichen Verfahren, DVBl, 2014, S. 285ff.; 
Baumeister, Der Beseitigungsanspruch als Fehlerfolge des rechtswidrigen Ver-
waltungsakts, 2006; ders., Rücknahmeermessen bei einem anfechtbaren rechts-
widrigen Verwaltungsakt?, in: ders.(Hrsg.), Staat, Verwaltung und Rechtsschutz, 
2011, S. 601ff.; Funke, Perspektiven subjektiv-rechtlicher Analyse im Öffent-
lichen Recht, JZ 70, 2015, S.369ff.

10) Buchheim, a. a. O., S. 12f.
11) Buchheim, a. a. O.,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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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행정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대응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뷜러(Bühler)가 

적절하게 말한 바와 같이 시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의 승인은 법치국가

의 기본개념을 형성하는 초석이다.”12)

루프는 주관적 공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관적 공권이 인정

된다면 어떤 법주체는 다른 법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법적인 ‘작용

력’(Einwirkungsimpulse)을 갖는다. 이는 일차적으로 독일 민법전 (Bürger-

liches Gesetzesbuch: BGB) 제194조 제1항13)에서 말하는 ‘청구권’(Anspruch)

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

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인 것이다.14)15) 행정행위의 취소를 

지향하는 그러한 구체적 주관적 권리는 취소소송의 기초를 이룬다.16)

루프에 따르면, 행정법상의 취소소송은 ‘실체적 취소청구권’(materieller 

Aufhebungsanspruch)을 기초로 한다.17) 시민은 행정에 대하여 위법한 권리침

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인 대응권 또는 (결과)제거청구권(Reaktions- oder 

Beseitigungsanspruch)이 발생하는 관계에 있다.18)19) 이는 실체법적 청구권으

12) Rupp, Grundfragen der heutigen Verwaltungsrechtslehre: Verwaltungsnorm und 
Verwaltungsrechtsverhältnis, 2. Aufl., 1991, S. 146f.

13) 민법전 제194조(시효의 대상)
(1) 다른 사람에게 행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는 시효에 

걸린다.
14) Rupp, a. a. O., S. 147.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13. 참조.
15) 루프에 따르면, 법주체들 사이에 인정되는 작용력에 대해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성권’(Gestaltungsrecht)으로 파악

할 수 있는데, 시민-국가 관계에서 형성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Rupp, a. a. O., S. 147.).
16) Buchheim, a. a. O., S. 13.
17) Buchheim, a. a. O., S. 14.
18) Rupp, a. a. O., S. VII.
19)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위의 책(주 4), 157쪽은, 독일의 경우 행정

법의 모든 문제에 있어 거의 예외 없이 일정한 ‘청구권’ 관념, 예컨대 무하자재

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등등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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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송법인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제113조 제1

항 제1문20)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본권적 자유 그 자체나 침

해된 객관적 보호규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근거를 필요로 한

다.21)22)

청구권모델에 의하면, 권리구제를 구하는 시민에게 있어 모든 것은 이미 

실체법에서 실체적 취소청구권이라는 형태로 모두 결정되어 있고,23) 행정법

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은 오직 법원에 의한 행정행위 취소의 소송요건

만을 창설할 뿐이다.24)25) 실체적 취소청구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취소소송

은 실체법적 측면에서 실질을 갖추게 된다.26) 취소소송은 실체법에 속하는 

방어 또는 제거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27)

졌는데,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고, 이로써 행정법의 주관화(Subjektivierung des Verwaltungsrechts) 또는 주관적 

법치주의(subjektiver Rechtsstaat)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행정법학 전체가 권

리중심적 체계로 되었다고 한다.
20) 행정법원법 제113조

(1)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원고가 그로 인해 그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원은 그 

행정행위와 재결을 취소한다. (이하 생략)
21) Rupp, a. a. O., S. VII.
22)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에서 본안사항으로 요구하는 객관적 위법성 외에 

‘위법행위에 의한 권리침해’(Rechtsverletzung)를 실체법상 권리 개념으로 구성한 

것이 공법상 청구권이라는 견해로 송시강,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도그

마틱의 재구성 -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12쪽 참조.
23) 다음과 같은 서술 또한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청구권개념이 있음으로 해

서 소송법을 원용하지 않아도 실체법상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표현할 수 있

게 된다. 다시 말해 청구권개념을 통해 실체법은 소송법으로부터 독립한 완결된 

체계를 가지는 것이다.”[송시강, 위의 글(주 22), 32쪽].
24) Buchheim, a. a. O., S. 14.
25) 루프는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침해’는 소

(訴)의 허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적 청구권의 요소이며, 그러한 청구권을 

관철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Rupp, a. a. O., S. 160.).
26) Rupp, a. a. O., S. 171. Buchheim, a. a. O., S. 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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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모델에 따르면, 소송법의 역할은 이미 실체법에서 정해진 청구권들

을 소송을 통해 관철하는 요건과 그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국한된다.28) 다

시 말해, 실체법 또는 실체적 권리는 소송으로 반 된다. 행정에 대한 실체

적 취소청구권은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이 규정하는 법원의 취

소명령에 대응한다.29) 행정법관계는 원래 실체적 국면과 소송적 국면으로 구

별되었다. 소송의 국면은 시민과 법원 또는 행정과 법원 사이의 법적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실체적 국면은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문제된다. 그런데 소송

적 요소는 실체적 요소에 종속되므로, 시민은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것만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이 시민의 부담으로 행한 것만을 시민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실체적 요소와 소송적 요소는 분리되어, 행정법

원법 이 포함하고 있는 소송법규범은 오직 소송적 요소, 예컨대 행정행위 취

소의 소송요건만을 규율할 수 있다.30)

청구권모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관념은 민사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빈트샤이트(Windscheid)가 로마법상 악치오를 실체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기초해 판덱텐체계를 실체적 청구권의 체계로 재구성한 것

에서 기인한다.31)32) 주관적 공권의 청구권개념으로의 축소, 행정법원법 의 

규율대상인 법문제의 실체적 부분과 소송적 부분으로의 분할, 소송법의 제한

된 역할 등은 이러한 민사법적 배경 하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33)34)

27) Rupp, a. a. O., S. 171.
28) Schenke, Der Anspruch des Verletzten auf Rücknahme des Verwaltungsakts vor 

Ablauf der Anfechtungsfristen, a. a. O., S. 723f. Buchheim, a. a. O., S. 15.에서 재

인용.
29) Buchheim, a. a. O., S. 15.
30) Buchheim, a. a. O., S. 15.
31) Buchheim, a. a. O., S. 15f.
32) 빈트샤이트의 악치오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제2장 제1절 . 2. 참조.
33) Buchheim, a. a. O., S. 16.
34) 송시강, 위의 글(주 22), 37-38쪽은, 독일 사법(私法)에서 ‘Anspruch’는 두 가지 

기능, 즉 실체법이 소송법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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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권모델

앞서 본 청구권모델이 실체법적 청구권, 즉 ‘법원을 매개하지 않는’ 법적

인 힘(Rechtsmacht)을 핵심개념으로 삼는 반면, 소권모델 혹은 소권법적 관

점은 로마법상의 악치오, 즉 권리를 ‘재판상 실현할 수 있는 힘’(gerichtliche 

Rechtsdurchsetzungsmacht)을 그 대상으로 한다. 청구권모델이 모든 법적 문

제를 실체법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과 달리, 악치오 개념은 소

송법을 실체법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두 법 역의 상호결합을 강조한

다.35)

소권모델이 청구권모델이라는 지배적 견해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된 것인 

만큼, 소권모델의 내용은 주로 청구권모델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배적 견해에 따르면, 다양한 실체법 규정에 근거하여 형성된 청구권

은 소송법이 규정한 - 법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 소(訴)와 신청의 도움을 받

아 실현된다.36) 권리의 실현 내지 관철은 주관적 권리에서 시작하여 청구권

을 거쳐 소(actio)로써 이루어진다. 소권 그리고 소송법은 여기서 단지 실체

적 청구권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반 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37)

이에 반하여 소권모델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청구권, 다시 말해 법원(재

판)에 의한 권리실현권한과 무관한 청구권개념을 규범화할 필요성을 부인한

소송법에서 실체법을 체계상 분리하는 동시에 실체법을 소송법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는데, 독일 민사소송법 (ZPO)과 달리 행정법원법 은 본

안판단사항과 소송요건으로 Anspruch가 아니라 ‘Rechtsverletzung’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청구권 개념이 위 두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공법상 청구

권 개념은 실체법을 독자적인 완결된 체계로 구성하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한다.
35) Buchheim, a. a. O., S. 23.
36) 민법의 예에 비추어 보면, 수권규범의 위반 및 주관적 권리의 구체화를 통해 구

체적인 청구권이 형성되고, 이러한 청구권이 이행소송과 취소소송의 기초를 이

룬다. 그러나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청구권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Buchheim, a. a. O., S. 24.).
37) Buchheim, a. a. O.,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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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청구권모델이 ‘객관적 법’(objektives Recht)으로부터 보호규범이론

(Schutznormtheorie)을 통해 특정한 규범을 추출하고 거기서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소권모델에서는 이러한 규범들로부터 - 행정이나 개인

이 아닌, 법원에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한을 주고, 주관적 권리의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 소송상 권한을 도출한다.39) 개인

이 구체적으로 법적 수단을 통해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의 종국적인 권리실

현의 힘은 실체법에서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수권규범

과 주관적 권리 그리고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상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서 생겨난다.40) 그러므로 예컨대, 어떤 건물의 건축허가로 향

을 받는 이웃주민의 구체적이고 법적인 권한은 실체법상 이격거리규범(Ab-

standsnorm)에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취소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

항 제1문의 취지를 더불어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정해진다.41)

제4절 평가

Ⅰ. 소권법적 관점에 대한 비판

빈트샤이트는 악치오 개념에 입각한 소권법적 관점에 대해 근대적인 시각

에서 볼 때 낙후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19세기의 법적 관점에서 

보면 법원에 의한 강제권한이 없이도 권리를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무

엇인가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권리를 소구(訴求)할 수 있는 것은 지극

38) Buchheim, a. a. O., S. 24.
39) Buchheim, a. a. O., S. 24f.
40) Buchheim, a. a. O., S. 25.
41) Buchheim, a. a. O., S. 25.



12

히 당연하므로, 소권법적 관점이 재판상의 실현권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

라는 것이다.42) 통설은 이를 기초로 비판을 이어가는데, 앞서 본 소권중심적 

사고는 ‘권리’를 갈등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삶의 질서’(Lebensordnung) 

또는 인간 행동의 ‘유도 내지 조종수단’(Orientierungs- und Steuerungsmittel)

으로는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3)

청구권모델의 소권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44)

(1) 소권법적 관점은 독일법이 취하고 있는 주관적 권리구제체계와 맞지 

않는다. 소권모델에서는 소송상 권한(자격)이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 

또는 그로부터 기인하는 지위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규범 또는 

지위에는 실체적 청구권에 내재하는 ‘의사의 힘’(Willensmacht) 내지 ‘법적인 

힘’(Rechtsmacht)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의미의 주관적 권리

라고 할 수 없다.

(2) 빈트샤이트는 로마법상의 악치오에서 권리의 ‘구제’라는 측면을 제거

하고 엑셉치오네스(exceptiones, 소송상의 방어방법)45)를 실체법의 역에 귀

속시킴으로써 실체법과 소송법을 분리하 다. 빈트샤이트의 위와 같은 해석

의 향에 따라 실체법상 문제와 소송법상 문제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선험

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소권법적 관점은 이러한 소송법과 실체

법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실체법의 고유한 역에 대한 소송법의 침해를 

야기한다.

42) Buchheim, a. a. O., S. 27.
43) Schenke, Rechtsschutz bei normativem Unrecht, 1979, S. 67; De Boor, Gerichts-

schutz und Rechtssystem, 1941, S. 8 u. 12f. Buchheim, a. a. O., S. 27.에서 재인용.
44) 이하의 세 가지 비판은 Buchheim, a. a. O., S. 28, 29.를 요약한 것이다. 이 부분

의 비판은 행정법의 소권모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로마법에서부터 

이어진 소권법체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흐하임의 소권모델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아래 제3장 제3절 참조.
45) 일반적으로 ‘항변’으로 번역하나 여기서는 소송상의 방어방법 일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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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권모델은 법원의 법률구속성에도 반한다. 법관에게 포괄적인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근대의 유산인 ‘법률에 대한 구속’을 무력화한다.

Ⅱ. 청구권모델의 한계

부흐하임은 통설인 청구권모델이 가지는 문제점을 취소소송과 확인소송, 

행정과 법원의 권한 문제, 기본법 상 효과적인 권리구제 요청이라는 관점에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취소소송에서의 문제

청구권모델의 출발점은 취소소송이 ‘행정청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실체적 

청구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46) 이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법원이 원고가 신

청한 법상태, 즉 행정행위의 취소를 행정의 위치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특징

을 지닌, 법기술적으로 단축된 의무이행소송이 된다.47) 그러나 이러한 이해

는 역사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취소소송으로부터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

하면 적절하지 않다.48)

취소소송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정법에서 중심적인 권리구제

형식임을 감안할 때 청구권모델의 설명은 지나치게 우회적이다. 행정법원법

이 ‘법원’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취소의무

46) 쉔케는 취소소송을 원고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취

소(verwaltungsbehördliche Aufhebung)를 구하는 실체법적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하위개념이라고 한다

(Schenke, Verwaltungsprozessrecht, 16. Aufl., 2019, Rn. 178. 참조).
47)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 경우에(행정행위의 형식

적 존속력) 취소소송은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를 지향하는 의무이행소송의 

특수한 형태가 된다는 견해로 Schenke, a. a. O.(주 46), Rn. 178. 참조.
48) Buchheim, a. a. O.,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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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배적 견해는 행

정법의 많은 법적 문제들에서 명문의 규범인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을 도외시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적 취소청구권이라는 불문의 

규범을 끌어온다. 이 점에서 통설은 상대적으로 법률과 멀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49)

2. 확인소송의 문제

청구권모델을 논리적으로 일관하면, 확인소송 또한 피고에 대한 법관계의 

승인을 구하는 실체적 청구권을 기초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50) 그런데 문제

는 확인소송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당사자의 양보나 용인을 얻는 

것보다는 분쟁 외에서 ‘재판을 통해’ 법적인 확정력을 법률관계에 부여하고

자 한다는 데 있다. 확인소송이 처음부터 특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되는, 소

송에 의한 구제수단(prozessualer Rechtsbehelf)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51)52)

49) Buchheim, a. a. O., S. 19. 이에 대하여 상세는 ders., a. a. O., S. 192ff. 참조.
50) 이러한 문제는 이미 민사법의 도그마틱에서 다뤄진 바 있는데, 민사소송법

(ZPO)과 민법전 의 입법이유(Motive)에 의하면 실체적 확인청구권의 인정 여

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Buchheim, a. a. O., S.
18.(Fn. 32) 참조].

51) Buchheim, a. a. O., S. 18. 이에 관하여 상세는 ders., a. a. O., S. 225ff. 참조. 부흐

하임은 청구권모델의 입장에 서 있는 쉔케 또한 확인소송이 실체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소송상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다[Schenke, a. a. O.
(주 46), Rn. 377.]고 지적한다.

52)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와 확인청구권의 문제는 앞서 민사소송법학계에서 다루어

졌다. 청구권개념과 관련하여 확인의 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19세기에는 확인의 소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확인의 이익이 실체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

는 순수한 소송법적 제도로서 실체법상 청구권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 실체법상 확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호문혁, 19
세기 독일에 있어서의 확인소송의 생성, 민사소송법연구(I), 1998, 211, 231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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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인소송에서 실체적 확인청구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법률관계의 구속력 있는 확정이 이루어진다는 사고는 이른바 계속확인

심판청구(Fortsetzungsfeststellungswiderspruch)에 관한 논의에 의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53) 취소소송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제기에 앞서 소송

물인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Widerspruch)을 거쳐야 한다( 행정법원법 제

68조 제1항, 이른바 필수적 전치주의). 그런데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4문54)이 규정하고 있는 계속확인소송(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55)의 경

우에도 그 적법요건으로서 행정심판청구가 필요한지 문제되는데, 연방행정법

원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의 계속확인심판청구는 그 필요성과 허용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다.56) 부흐하임은 확인소송에서 행정의 ‘이행’이 문

제되지 않아 관계인이 행정에 대한 계속확인청구를 행정심판절차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연방행정법원의 태도가 타당

하다고 한다.57)

계속확인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로 - 취소소송과 달리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 외에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속확인심판청구

의 허용은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는 행정에 권리침해의 단순

한 인정을 통해 확인소송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58) 계속확

조].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승인 내지 확인의 소가 입법된 과정에서의 논의에 대

한 상세는 호문혁, 위의 글, 220-230쪽 참조.
53) Buchheim, a. a. O., S. 19, 226.
54) 행정법원법 제113조

(1) (전략) 행정행위가 판결선고 전에 직권취소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 법원은 원고가 그 확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행정행위가 위법하 음을 선고한다.
55) 독일법상 계속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박정훈,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권리

보호필요성, 위의 책(주 4), 303-313쪽 참조.
56) BVerwGE 26, 161, 165; 56, 24, 26; 81, 226, 229.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227. 참조.
57) Buchheim, a. a. O., S. 19, 227.
58) Buchheim, a. a. O., S.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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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판청구가 인정될 경우 행정청과 행정심판기관의 인적 조직적 동일성으

로 인해 관계인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행정의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자기 책

임의 인정을 통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행정상 법률관계가 그것과 무관한 기

관에 의해 구속력 있게 확정되는 ‘공론장’(öffentliches Forum)을 형성하는 계

속확인소송의 목적이 잠탈될 우려가 있다.59)

3. 행정과 법원의 권한 불일치

청구권모델의 해석은 법원의 취소권한의 범위가 행정청의 그것을 초과하

는 경우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대표적으로 행정에 규범폐지권한(Norm-

verwerfungskompetenz)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행정청의 

기관이 무효인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발령하 을 때 행정주체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제48조60)는 규범폐지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제49조61)는 동일

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법규명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에서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에서 ‘도출된’ 취소권한만이 일응 유효하게 통용되는 무효인 법규명령을 무

효로 할 수 있다.62)

59) Buchheim, a. a. O., S. 227. 공론장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제4장 

제2절 . 참조.
60) 행정절차법 제48조(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1) 위법한 행정행위는 불복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장래에 대하여 또는 과거에 

소급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1) 행정절차법 제49조(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

(1) 적법하고 수익적이지 않은 행정행위는 불복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장래에 대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행위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

령되어야 하거나 다른 사유로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2) Buchheim, a. a. O.,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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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툼이 없다. 문제는 오로지 ‘행정에 대하여’ 존재하는 취소청구권을 법원이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의무는 없다’(impossibilium nulla est obligatio)는 명제에 의할 때 그러한 취

소청구권의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다. 위 사례에서 그와 같은 청구권은 규범

폐지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데, 법원을 통한 취소를 구

하는 청구권은 결국 행정행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actio), 달리 말

해 소송권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63)

건설법전 (Baugesetzbuch: BauGB) 제36조64)65)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행정청은 게마인데(Gemein-

de)가 협의를 거부했을 때 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 게마인데의 협의에 대한 거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 건축주가 의무이행소송

을 통하여 행정청에 건축허가의 발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다. 청구권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축허가 관련 행정주체

에 대한 - 실현 불가능한 - 실체적 청구권이 가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소권

법적 관점에 따르면 간명하게 해소된다. 법원은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

여 소송법이 부여하는 권한과 각각의 권리구제형식에 따른 조건 하에서 ‘언

제나’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 내지 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에 

63) Buchheim, a. a. O., S. 20.
64) 건설법전 제36조(게마인데와 상급 행정청의 참여)

(1)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

가관청에 의한 건축감독절차에서 게마인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른 

절차에서 제1문에 열거된 규정에 따른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게마

인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하 생략)
65) 위 규정의 번역은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98쪽의 번역을 참조하 다. 김종보, 위의 글, 44쪽
은 건축감독청이 일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자치단체(게마인데)의 계획고권과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것인데, 
이는 축소된 형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의 일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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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2차적 실체적 청구권(materieller Sekundäranspruch)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66)

4. 효과적인 권리구제요청의 측면

기본법 제19조 제4항67)은 효과적인 권리구제(effektiver Rechtsschutz)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모델은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절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상정한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은 공무원법상 경

쟁자배제소송68)에 관한 연방행정법원의 최근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연방행

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절차에서 탈락한 사람은 가구제(vorläu-

figer Rechtsschutz)를 통해 경쟁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

에도 경쟁자에 대한 위법한 임명행위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다.69) 청구권모델은 위와 같은 취소소송의 기초로 위법한 임명행위를 취소하

는 행정청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취소의 가

능성이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직무안정성의 원칙70)). 그

럼에도 연방행정법원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효과적인 재판상 권리구제

요청에 따라 권리구제가 좌절된 경우에도71) 재판상 취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66) Buchheim, a. a. O., S. 20f.
67) 기본법 (Grundgesetz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제19조

(4) 누구든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위 소는 일반 법원에 제기한다. 제10조 

제2항 제2문은 이에 향받지 아니한다.
68) 경쟁자소송에 관한 일반론으로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

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7권), 2001. 4., 154-159쪽 참조.
69) BVerwG, NVwZ 2011, 358, 362.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22. 참조.
70)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BBG) 제13조와 제14조는 공무원 임명행위

가 무효로 되는 경우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

정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임명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효력에 향이 없다. 이
는 법적 안정성 및 피임명자의 신뢰보호 등을 근거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Leppek, Beamtenrecht, 12. Aufl., 2015, §11 Rn.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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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72)

위 판례는 소권모델의 이해에 따를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전적 재판상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기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재판상 권

리구제의 요청에 근거하여 임명행위의 취소를 사후구제(ex post-Rechtsschutz)

로서 허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실체적 취소청구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상 형성권한(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원고에 

의한 그것의 실현가능성(같은 법 제42조 제2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도출된

다.73) 부흐하임은 효과적인 ‘재판상’ 권리구제 요청을 담고 있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으로부터 어떻게 ‘실체적’ 청구권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 규정은 오직 소송에 의한 효과만을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74)

5. 그 밖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청구권모델의 결정적인 난점은 청구권의 기초가 민사법과 같은 형태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국가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75) 개인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권리침해의 금지와 취소,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침

해와 그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체 행정절차법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76)

(2) 소송법은 취소소송과 확인소송( 행정법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취

71) 원고가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임명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판례 사안에서

는 원고의 가구제 신청이 기각되고 경쟁자의 임명이 이루어졌다.
72) Buchheim, a. a. O., S. 22.
73) Buchheim, a. a. O., S. 22.
74) Buchheim, a. a. O., S. 22-23.
75) Buchheim, a. a. O., S. 189.
76) Buchheim, a. a. O., S.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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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의 집행정지효(같은 법 제80조), 가구제(같은 법 제123조) 등을 통해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침해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방어청구권(Abwehranspruch)이 

오로지 이와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보호수단들로부터 나온다는 설명77)은 이

상하다.78)

(3) 청구권모델의 설명에 따를 때 실체적인 권리보호청구권의 의무자가 어

떤 국가기관인지 불분명하다. 의무자가 ‘국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소권법적 관점에서는 권리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의무자는 법

원이고, 이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송상 권한, 즉 소권(Klagerecht)이다.79)

Ⅲ. 소결

실체법상 청구권과 그에 대비되는 소권 개념을 중심으로 행정법을 이해하

는 시각이 보편적이라거나 널리 승인된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자가 말하는 소권모델과 그 비판대상인 청구권모델의 내용이 그다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상의 개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

모델이 빈트샤이트의 악치오 해석을 근거로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가지는 

실체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반해, 소권모델은 로마법상 

소권(actio) 개념에 착안해 공법상의 권리구제체계를 소송법을 중심으로 (재)

구성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이다.

부흐하임은 소권모델에 제기된 비판들을 극복하고 소권모델의 타당성을 

77) Grzeszick, Rechte und Ansprüche, 2002, S. 66-91. Buchheim, a. a. O., S. 190.에서 

재인용.
78) Buchheim, a. a. O., S. 190. 이러한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실체적 제거청구권을 순

수하게 소송법으로 이해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서 이끌어내는 루프의 시

도는 ‘주석학파적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한다(Buchheim, a. a. O., S. 191.). 주석

학파에 관한 설명으로는 아래 제2장 제1절 . 참조.
79) Buchheim, a. a. O., S.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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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행정법을 소권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소권과 청구권 그리고 주관적 권리라는 세 개의 기본개념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문에서 소권모델의 이론적 기초로서 세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상호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은 소권과 주관적 권리 사이

의 관계에 있다.80) 이하 제2장에서는 로마법에서 태동한 악치오 개념의 역

사적 변천을 개관하고, 그로부터 청구권 및 주관적 권리 개념이 어떻게 형성

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위 세 개념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80) Buchheim, a. a. O., 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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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개념의 역사와 의미

제1절 개념의 역사

Ⅰ. 로마법상 악치오 개념

이 장의 연구대상인 세 개의 개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로마법

에서 기원하는 악치오이다. 로마시대의 법학자 켈수스(Celsus)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악치오는 ‘자신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을 소송으로 구하는 권리’라고 

한다.81)

악치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기 로마의 방식서소송(actiones 

formulae, Formularprozess)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82)83) 로마법상 방식서소송은 

두 단계로 나뉜다. 법정절차(in iure)84)에서는 사법정무관(법무관, praetor)

이 주장된 사실관계에 대해 소구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긍정된다

면 법무관은 심판인(iudex)을 지정하여 심판절차(apud iudicem)의 진행을 

위임한다. 심판절차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청구의 인용 또

는 기각을 선언한다.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관은 심판인에게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청구의 배제근거(항변, exceptiones)가 포함된 방식서

(Urteilsformel)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서는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81) “Nihil aliud est actio quam ius quod sibi debeatur iudicio persequendi.” 
Buchheim, a. a. O., S. 31. 번역은 최병조, 로마법강의, 2007, 525쪽을 참고하 다.

82) 로마의 민사소송은 크게 세 단계의 변천을 겪는데 고대의 법률소송(legis 
actiones), 고전기의 방식서소송, 후기의 특별심리소송(cognitio extra ordinem)이 

그것이다. 최병조, 위의 책(주 81), 523쪽,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2004, 229쪽 

참조.
83) 이하 방식서소송에 관한 설명은 Buchheim, a. a. O., S. 31-34.를 요약한 것이다.
84) 이하의 라틴어 번역은 최병조, 위의 책(주 81)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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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판단규범(Entscheidungsnorm)의 역할을 한다.85) 소송 및 판단의 기초

를 결정하는 법정절차는 이로써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구

체화기능(Konkretisierungsfuktion)을 수행한다.

주장된 사실관계가 심판절차에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심판인 지정 

후에 이루어진다. 원고가 구하는 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될 것인지는 법무관이 

심판인을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식서를 제출하는지에 달려 

있다. 심판인이 지명되면 ‘소송의 허용’ 내지 ‘소권의 부여’(actionem dare 

또는 iudicium dare)가 선언된다.86) 로마법상 악치오, 즉 ‘소송을 통해 무엇

인가를 구하는 권리’(ius iudicio persequendi)는 법원에 대한 단순한 소제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무관이 악치오를 부여한다

는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일응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로

마의 방식서소송에서 심판관(Richter, iudex)이 지정된다는 것은 원고 청구의 

원칙적 승인(인용)을 의미하 다.

현대와 같이 실체법과 소송법이 분화되지 않은 로마법에서도 당연히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적 사고는 존재하 다. 실체법은 악치오의 부여라는 

문제에서 ‘지도적 기능’(Orientierungspunkt)을 수행하 는데, 이는 앞서 켈수

스가 악치오를 ‘자신에게 귀속하여야 할 것’(was einem gebührt)을 추구하는 

권리라고 지칭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고전기87) 로마의 악치오 이해에 의하

85) 법무관이 주재하는 법정절차가 종결되면 방식서가 작성되고, 심판인은 방식서의 

내용에 따라 사안을 심리 판단하여야 했다. 그런데 방식서를 법무관이 작성하

는지 아니면 원고가 작성한 방식서를 법무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심판

인에게 제출하 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현승종/조
규창, 위의 책(주 82), 279쪽 참조.

86) iudicium dare를 최병조, 위의 책(주 81), 523쪽은 ‘소송의 허용’으로, 현승종/조
규창, 위의 책(주 82), 279쪽은 원고에 대한 ‘소권의 부여’로 표현하고 있다. 이
러한 표현에 비추어 보면 로마법에서는 소권이 부여된다는 것이 곧 소송이 허

용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87) 로마법상 고전기(klassische Epoche)는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원

수정(元首政)부터 세베루스(Severus)의 제정(帝政)기까지, 시기상으로는 기원전 

약 1세기부터 서기 230년 내지 250년까지를 가리킨다. Kaser/Knütel, Römis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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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귀속결정’(individualisierte Zuordnungsentscheidung, 

quod sibi debeatur)을 ‘구체적인 실현권능’(konkrete Durchsetzungsbefugnis, 

actiones)을 통해 추구하는 권리이다. 두 요소는 악치오의 부여라는 문제에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법과 소송법이 통합적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실체적 주관적 권리 

관념이 로마법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부흐하임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악치오나 엑셉치오(exceptio)와 같은 

소송적 개념이 실체적 주관적 권리와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은 고전

기 로마법에 따르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88)

Ⅱ. 19세기 이전까지의 흐름

12세기 초반 유스티니아누스 편찬집, 이른바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

을 기초로 한 로마법의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다.89) 주석학파(Glossatoren)90)

는 로마법상 악치오에서 소송절차로부터 독립된 실체적 주관적 권리(ius)의 

개념화를 시도한다.91) 이때 악치오와 그 기초를 이루는 주관적 권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법학제요(Institutiones) 4. 6. pr.에 대한 

Privatrecht, 19. Aufl., 2008, § 1, Rn. 1. Buchheim, a. a. O., S. 31. 및 WIKIPE-
DIA, “Klassik(Jurisprudenz)”, https://de.wikipedia.org/wiki/Klassik(2020. 11. 21. 
확인)에서 재인용.

88) Buchheim, a. a. O., S. 34.
89) Buchheim, a. a. O., S. 34.
90) 9세기 초 프랑스에서 집필된 최초의 교회법 주석서인 디오니시오 하드리아누

스 법령집 (Collectio Dionysiana Hadriana)을 필두로 하여 12세기 볼로냐 학교에

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해석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 학파를 말한다. 주석학

자들은 주석(glossa)을 다는 방식으로 로마법을 해석 연구하 고, 이들에 의해 

최초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연구의 필요성이 일깨워졌다(한동일, 법으로 읽는 

유럽사, 2018, 311, 320쪽 참조).
91) Buchheim, a. a. O.,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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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주석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소권(actio)이 ‘그것을 통해’(durch)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반

면, 채권(obligatio)은 ‘그것에 근거하여’(aufgrund)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92)

이에 따르면 악치오와 오블리가치오(obligatio)는 모두 권리(iura), 즉 개인

의 법적 지위이다. 다만 악치오가 구체적인 실현권능이라면 오블리가치오는 

그것으로 인해 위와 같은 실현권능이 부여되는 법적인 지위이다. 따라서 채

권은 소권의 원인이 된다.93)

한편 중세 이후의 주해학파(Kommentatoren)94)와 이른바 ‘판덱텐의 현대적 

변용’(usus modernus pandectarum)95)의 등장에 따라 자연법과 이성법에 관한 

이론이 발달한다.96) 18세기를 지배한 자유관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더

92) Nota quod actio est ius quo persequimur, sed obligatio est ius, propter quod 
persequimur. Coing/Lawson/Grönfers, Das subjektive Recht und der Rechtsschutz 
der Persönlichkeit, 1959, S. 13. Buchheim, a. a. O., S. 35.에서 재인용(강조는 필자).

93) Buchheim, a. a. O., S. 36.
94) 13세기에 법문을 넘어서 법의 정신과 의도를 고려해 법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주해’(commentarium)가 등장하 는데,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치도시가 형성

되어 도시규약이 등장하면서 주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약의 해석이 문제되

었기 때문이라고 한다[한동일, 위의 책(주 90), 364-370쪽 참조].
95) 13세기 이후 수백년에 걸쳐 독일의 토 내에서 로마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로마법의 계수(繼受, Rezeption)라 한다[신유철, 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

법 계승, 법학연구(제17권 제1호), 8쪽 참조]. 그런데 17, 18세기 이후 로마법대

전의 원문에 엄격히 구속되지 않고 로마법 이외에도 자국의 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로마법 내지 판덱텐의 

현대적 변용이라 부른다(신유철, 위의 글, 21쪽 참조).
96)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초실증적 법명제들이 존재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자연

법론(Naturrechtslehre)은 이러한 초실증적 명제들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맞는 다

른 법명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보편타당한 법질서의 설계를 시도하 다. 17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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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하 고, 이로써 법질서를 주관적 권리체계로 보는 관점이 생겨났

다.97)98)

Ⅲ. 19세기 사법학의 개념 이해

1. 사비니의 권리 및 악치오 이해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는 저서 현대로마법체계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에서 로마법상 소권과 주관적 권리의 개념을 정립

하 다. 사비니의 개념 이해를 주관적 권리와 악치오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

본다.

(1) 의사의 힘으로서의 주관적 권리

사비니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subjektives Recht)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힘

이고, 그의 의지가 지배하는 역’이다.99) 자유로운 존재의 공통적인 도덕적 

실존은 개인의 존재(Dasein)와 작용(Wirksamkeit)이 그 내부에서 자유를 획득

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인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경계를 정하는 

규칙이 바로 법(Recht)이다.100) 객관적 법(objektives Recht)이 개인에게 그와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대표적이다[신유철, 위의 글(주 95), 21-24쪽 참조].
97) Buchheim, a. a. O., S. 38.
98) 법학방법론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시대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로마법 계수, 주

석학파와 주해학파, 근대 자연법론과 판덱텐의 현대적 변용 등의 흐름을 정리한 

문헌으로 남기윤, 법학방법론: 기초이론 방법론의 역사 비교법학방법론 한국 

사법에 대한 유형론적 방법론의 적용, 2014, 194쪽 이하 참조. 특히 주석학파와 

주해학파에 대해서는 220-231쪽, 자연법론과 판덱텐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는 

298-311쪽을 각 참조.
99)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and 1, 1840-1849, S. 7 = § 4. 

Buchheim, a. a. O., S. 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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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유로운 역으로 부여한 것이 바로 그의 주관적 권리(subjektives 

Recht)이다. 모든 법은 누군가의 권리이고, 양자는 빈번하게 교차한다.101)

‘의지가 지배하는 역’, 즉 의사의 지배력 또는 의사의 힘(Willensherr-

schaft bzw. Willensmacht)인 주관적 권리는 이로써 독자적인 법개념으로 자

리 잡는다.102) 주관적 권리의 본질인 ‘의사의 힘’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아서 

오직 구체적이고 법적인 강제권한만이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부흐하

임은 이로 인해 주관적 권리와 예컨대 원고적격(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1문)에 체화된 ‘권리실현력’(Rechtsdurchsetzungsmacht) 사이

의 경계를 정하기 어렵다고 한다.103)

(2) 악치오 이해

사비니는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관적 권리와 악치오의 관계를 규

정하는데, 그에 따르면 악치오는 ‘방어적 지위’라는 새로운 형식의 주관적 

권리이다.104) 침해된 권리에 대한 방어 혹은 반작용의 총체와 그에 대한 법

칙이 소권법(Aktionenrecht)의 내용을 이룬다.105)

소송절차에 방어 내지 반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사비니

는 악치오를 실체법에 귀속시키고 소송적 측면을 그로부터 분리시켰다. 그 

점에서 사비니는 빈트샤이트가 악치오를 청구권으로 재해석한 것을 부분적

으로 선취하 다고 할 수 있다.106) 그러나 동시에 소권과 소송(절차)의 엄격

한 분리는 실체와의 긴밀한 결합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고도 하 다.107) 부

100) Savigny, a. a. O., Band 2, S. 331f. = § 52. Buchheim, a. a. O., S. 39.에서 재인용.
101) Buchheim, a. a. O., S. 40.
102) Buchheim, a. a. O., S. 40.
103) Buchheim, a. a. O., S. 40.
104) Savigny, a. a. O., Band 5, S. 2 = § 204. Buchheim, a. a. O., S. 41.에서 재인용.
105) Buchheim, a. a. O., S. 41.
106) Buchheim, a. a. O., 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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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하임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비니의 입장이 실체법과 소송법 외의 제3의 

역으로서 ‘재판상 보호’(Gerichtsschutz) 이론을 내세우는 드 부어(Hans Otto 

de Boor)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108)

사비니는 권리침해(Rechtsverletzung)로부터 생겨나는 악치오는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의 중지(Aufhebung)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Forde-

rungsrecht)과 유사하다고 하 다.109)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악치오

에 완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리를 침해당

한 사람은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110) 이를 법원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오직 피고(Beklagte)로서만, 다시 말해 법원의 관여 

하에서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악치오는 무조건적인 요구권능이 아니

라 ‘법원에 대한’ 요구권능이다. 따라서 악치오는 법원에 대한 요구권능의 전

제로서 ‘법원의’ 요구권능을 포함할 때 의미가 있다.”111)

비록 사비니가 악치오에 실체법상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인정하기는 하

으나 악치오가 로마법에서 각각의 청구에 대해 심판인을 지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방식서소송의 중심개념이었다는 점에서 그것의 권리보호적 성격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악치오 개념으로부터 권리보호의 측면을 완전히 분리 

내지 제거하려는 시도는 빈트샤이트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진다.112)113)

107) Buchheim, a. a. O., S. 41.
108) Buchheim, a. a. O., S. 41.
109) Savigny, a. a. O., Band 5, S. 5 = § 205. Buchheim, a. a. O., S. 42.에서 재인용.
110) Buchheim, a. a. O., S. 42.
111) Buchheim, a. a. O., S. 42.
112) Buchheim, a. a. O., S. 42.
113)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전반에 대해서는 남기윤, 위의 책(주 98), 344쪽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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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트샤이트의 악치오 해석 - 악치오의 청구권으로의 전환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는 그의 저서인 현대법의 관점에서 본 

로마 민법상 소권 (Die Actio des römischen Zivilrechts vom Standpunkte des 

heutigen Rechts)을 통해 로마법상 악치오에 대해 사비니와는 다른 개념정의

를 시도하 다. 저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의 주된 관심사는 로마시

대의 법률가들이 소권(actio) 또는 권리(ius)라는 말에서 무엇에 주목했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현대의 법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혀내는 데 

있었다.114)

빈트샤이트에 따르면, 오늘의 법의식에서는 법질서가 ‘권리의 질서’(Ord-

nung der Rechte)로 설명되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가 그것의 재판상 실현가

능성보다 우선한다.115) 그리하여 악치오의 존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주관적 

권리의 존부에 관한 문제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따라서 악치오는 ‘다른 사람

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짧게 말하면 ‘청구

권’(Anspruch)이다.116) 빈트샤이트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에 이른다. ‘누군가에게 악치오가 있다’는 것은 - 재판에 의한 실현가능성이 

권리의 종착지가 되는 - 우리 시대의 법적인 언어로는 ‘누군가에게 청구권이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117)118)

빈트샤이트는 재판을 통한 실현가능성(gerichtliche Verfolgbarkeit)의 요소

는 우리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악치오에

서 권리구제의 측면을 제거하 다.119)120) 동시에 그는 실체적 주관적 권리가 

114) Buchheim, a. a. O., S. 43.
115) Windscheid, Die Actio des römischen Zivilrechts vom Standpunkte des heutigen 

Rechts, 1856, S. 3. Buchheim, a. a. O., S. 43.에서 재인용.
116) Windscheid, a. a. O., S. 3-5. Buchheim, a. a. O., S. 44.에서 재인용.
117) Windscheid, a. a. O., S. 6. Buchheim, a. a. O., S. 44.에서 재인용.
118) 빈트샤이트의 청구권개념에 대해서는 호문혁, 19세기 독일에 있어서의 청구권

개념의 생성과 변천, 위의 책(주 52), 108-110쪽; 윤철홍, 빈트샤이트의 생애와 

법사상, 법학연구(제28권 제4호), 2017. 11., 19-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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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개념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에서도 ‘의무’(Obligation)

와 그로부터 나오는 ‘청구권’은 구별된다.121) 사비니와 유사한 관념, 즉 어떠

한 권리가 청구권(Anspruch, 빈트샤이트에 따르면 악치오)을 거쳐 소권(Kla-

gerecht)으로의 발전단계를 따른다는 것은 빈트샤이트에게서도 발견된다. 부

흐하임은 빈트샤이트의 청구권개념이 그에게 부과된 과제, 즉 실체적 주관적 

권리와 악치오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 다

.122)123)

빈트샤이트의 견해의 핵심은 오직 소송법적 관점에서만 구상되고 다소 빈

약한 소권체계를 실체법적 질서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124) 이 점에서 빈트

샤이트는 주석학파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데, 그는 로마법상 다양한 소

권125)으로부터 하나의 통일적인 실체적 주관적 권리를 도출하지 않고 악치

119) Buchheim, a. a. O., S. 44.
120) 이에 대해 무터(Theodor Muther)는 악치오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일차적으로 

‘국가의 도움’(Staatshülfe)을 구하는 권리임을 간과하 다고 비판하 다(Muther, 
Zur Lehre von der Römischen Actio, dem heutigen Klagerecht, der Litiscontes-
tation und der Singularsuccession in Obligationen, 1969, S. 47ff. Buchheim, a. a.
O., S. 42, 64.에서 재인용). 무터를 비롯한 19세기 학자들의 빈트샤이트 비판에 

대해서는 호문혁, 위의 글(주 118), 110-112쪽 참조.
121) Windscheid, a. a. O., S. 5 u. 222. Buchheim, a. a. O., S. 44.에서 재인용.
122) Buchheim, a. a. O., S. 44, 45.
123) 한편 절차법 내지 소송법적으로 사유하는 17, 18세기의 결단주의의 잔재가 빈

트샤이트를 통해 실체법으로 근거지워진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19세기의 규범

주의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도 있다[Wolf, Bernhard Windscheid, Grosse Rechts-
denker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1963, S. 595. 윤철홍, 위의 글(주 118), 
31쪽에서 재인용].

124) Buchheim, a. a. O., S. 54.
125) 앞서 본 바와 같이 로마인들은 권리를 소송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로 

이해하 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누구에게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누구에

게 소권이 인정된다’고 표현하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에는 그에 

해당하는 소권이 존재할 수 있었다. 최병조, 위의 책(주 81), 525, 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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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실체법상 청구권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 다.126)

그런데 악치오를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실체적 청구

권을 상정하기 어려운 소권의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

한다. 예컨대 로마법상의 벌금소권(actiones poenales)127)이라든가 선판결

(praeiudicium, 일종의 확인판결)128)의 경우가 그렇다.129)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빈트샤이트는 두 가지 방향의 대응을 시도하는데, 하나는 모든 소권이 실체

적 청구권이라는 당초의 명제를 상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한 의

미의 소(Klage)란 실체적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

는 것이다. 소의 목적은 실체적 청구권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이행소송만이 

‘진정한’ 소이며, 실체적 청구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 밖의 소송형태는 

순수하게 소송적 관점에서의 구제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130)

이상과 같은 빈트샤이트의 입장은 그 후 독일의 사법학(私法學)에 막대한 

향을 끼쳐 독일 민법의 근간을 형성하 고,131) 나아가 그의 청구권개념은 

행정법에도 이어져 전술한 청구권모델의 기초가 되었다. 행정법체계를 이해

하는 두 방향인 청구권모델과 소권모델의 대립은 이와 같이 중세로부터 이

어진 사법학에서의 논쟁이라는 맥락 아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32)

126) Buchheim, a. a. O., S. 54.
127)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권을 말한

다.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주 82), 263쪽, 최병조, 위의 책(주 81), 528쪽 참조.
128) 로마법에도 어떤 사실상태 또는 권리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존재하 는

데(예컨대 노예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 이행소송의 이행판결(condemnatio)과 

대비하여 확인판결을 예비판결 또는 선판결(praeiudicia)이라고 하 고, 이를 기

초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주 82), 
280, 281쪽 참조.

129) Buchheim, a. a. O., S. 54.
130) Buchheim, a. a. O., S. 55.
131) 빈트샤이트의 삶과 학문 그리고 독일 민법전 편찬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서는 

윤철홍, 위의 글(주 118), 11-54쪽 참조.
132) 사법학의 역에서 정립된 사비니와 빈트샤이트, 예링의 이론이 공권의 성립에 

미친 향에 대해서는 정하중,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행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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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비니와 빈트샤이트 이후

19세기 후반 사비니와 빈트샤이트 이후에도 주관적 권리 및 청구권의 개

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여기서는 예링과 톤의 견해 그리고 권리

보호청구권이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예링의 이익설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로마법의 정신 (Geist des römischen Rechts)

에서 의사(Wille)가 아니라 효용(Nutzen)이 권리의 본질133)임을 선언하며, 사

비니의 의사설을 비판하 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 법은 개인에게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효용 내지 이익(Interesse)을 위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효

용과 이익이 주관적 권리의 실질을 이루고, 그 보호를 위해 형식적 수단, 즉 

소(訴)가 문제된다.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다.”134)

예링의 이와 같은 권리 이해는 권리의 개념표지로서 ‘의사력’에 향을 미

쳤는데, 그것은 주관적 권리를 구성하는 의사력의 개념을 ‘소송을 통한 실현

권한’과 동일시하게 한 데 있다. 그에 따라 사비니가 강조한 ‘개인에게 귀속

된 자유 역’으로서의 권리 개념은 축소되었고, 주관적 권리와 그것의 보호

를 위한 관철수단의 엄격한 분리는 다소 완화되었다.135)

(2) 톤의 규범주의적(normativistisch) 이해

톤(August Thon)은 1878년 법규범과 주관적 권리 (Rechtsnorm und sub-

이론과 실제, 2012, 59-61쪽 참조.
133) Jhering, Geist des römischen Rechts auf den verschiedenen Stufen einer Ent-

wicklung, Band 3/1, 8. Aufl., 1954, S. 338. Buchheim, a. a. O., S. 57.에서 재인용.
134) Jhering, a. a. O., S. 339. Buchheim, a. a. O., S. 58.에서 재인용.
135) Buchheim, a. a. O., 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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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ktives Recht)에서 청구권과 권리의 구별을 시도하 다. 그는 청구권을 특

정한 국가기관에 법적인 구제를 명하는 선결조건을 설정하는, 법질서로부터 

부여받은 힘이라고 정의하 다.136) 이로써 톤은 악치오와 주관적 권리를 실

체적 청구권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빈트샤이트식의 이해를 거부하고 로마법

상 악치오의 권리구제적 측면을 다시 강조하 다. 그의 견해에서 주목할 부

분은 ‘객관적 규범위반’(objektive Normwidrigkeit)으로부터 청구권이 발생한

다고 한 것이다. 규범위반상태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있어 권리

구제의 목적은 - 나중의 켈젠(Hans Kelsen)137)이나 뒤기(Léon Duguit)138)와 

같이 - 객관적 규범의 유지에 있을 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139)

청구권에 내재된 권리실현력(Rechtsdurchsetzungsmacht)은 톤에 따르면 주

관적 권리의 징표 내지 필수조건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규범보호’(Nor-

menschutz)가 곧 그의 권리이고, 규범이 위반된 경우에 그 위법상태를 제거

할 수단이 주어진다.140)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규범보호 내지 

규범의 내용이 주관적 권리이고, 규범을 통해 그와 같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136) Thon, Rechtnorm und subjektives Recht, 1878, S. 228. Buchheim, a. a. O., S. 59.
에서 재인용.

137) Kelsen, Reine Rechtslehre, 2. Aufl., 1960, S. 140f. Buchheim, a. a. O., S. 59.에서 

재인용.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켈젠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광의의 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는 객관적 법, 다시 말해 규범체계로서의 법질

서와 대립되며 이것과 구별되는 역이다. 순수법학은 의무와 (기술적 의미

에서의) 주관적 권리를 법규범, 즉 인간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연계시

키며 제재의 집행을 - 이를 목적으로 하는 - 소송에 의존하도록 하는 법규범에

로 환원시킴으로써 이러한 이원론을 제거한다. 동시에 순수법학은 주관적 의미

에서의 법개념이 기여하고 있는, 법에 대한 모든 주관주의적 태도를 지양한다. 
순수법학의 태도는 전적으로 객관주의적 보편주의적인 것이다.”(한스 켈젠, 

변종필/최희수 역, 순수법학, 1999, 297, 298쪽).
138) Duguit,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Band 1, 1927, S. 299. Buchheim, a. a. O., 

S. 59.에서 재인용.
139) Buchheim, a. a. O., S. 59.
140) Thon, a. a. O., S. 133. Buchheim, a. a. O., S. 59-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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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청구권인 것이다.141) 한편 톤은 주관적 권리를 ‘장래의 청구권에 대

한 가능성’(Aussicht auf künftigen Anspruch) 또는 기대권(Anwartschaft)으로 

보는데, 이 점에서 규범주의적 토대를 공유하는 켈젠 및 뒤기와 차이를 보인

다.142) 켈젠이 권리실현력을 부여하는, 즉 소권을 근거지우는 규범을 곧 주

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subjektive berechtigende Norm, 수권규범)으로 보

는 반면, 톤에게 있어 양자는 분리된다.143)

톤은 주관적 권리에 어떤 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대신 주관적 권리와 수

권규범을 같은 것으로 본다.144) 주관적 권리는 곧 규범이고, 개인은 그 불이

행을 특히 소송의 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145) 주관적 권리는 규범의 형태

로 존재하는 객관적 법의 한 단면(斷面)이다.146)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

은 오직 다음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규범의 불이행을 특히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실정 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법이 갖는 이점은, 예컨대 

이웃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 ‘법적인 이격거

리 준수에 대한 의사력’이라는 모호한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정법규범이라는 명확한 출발점을 갖는 데 있다고 한다.147)

141) Buchheim, a. a. O., S. 60.
142) Buchheim, a. a. O., S. 60.
143) Buchheim, a. a. O., S. 60. 부연하면 수권규범(예컨대 예술, 학문, 연구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제5조 제3항)을 통해 주관적 권리가 주어지고, 그 규범의 내용

이 권리실현력의 목적이 되는데, 행정법원법 제42조나 제113조, 기본법 제

93조 제1항 4a호 등의 규정이 이러한 관철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켈젠과 달리 

톤에게 있어서는 주관적 권리와 권리실현력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한다(ebd.).
144) Thon, a. a. O., S. 133, 138, 223, 252. Buchheim, a. a. O., S. 61.에서 재인용.
145) Buchheim, a. a. O., S. 61-62.
146) 주관적 권리에 관한 톤의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후술할 ‘귀속 기술’로서의 성격

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 제2절 . 주관적 권리에 관한 서술 중 (3) 참조.
147) Buchheim, a. a. O., 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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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보호청구권이론

로마법상 악치오에 관한 빈트샤이트의 저작은 민사소송법이론에도 상당한 

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권리보호청구권이론(Lehre vom Rechtsschutzan-

spruch)이 의미가 있다. 국가가 어떤 조건과 형식 하에서 개인의 권리 내지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기관을 세워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19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가졌다.148) 소권(Aktionenrecht)과 이에 포함된 권리보호기

능이 실무적인 동기에서 실체적 권리 의무와 함께 다루어졌던 반면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권리’(Recht auf Staatshilfe)의 문제는 개념적인 관점에서 오

직 민사소송법학에서만 논의되었다.149)

민사소송법의 역에서 바흐(Adolf Wach)의 확인청구권(Feststellungsan-

spruch)에 관한 논의150)와 관련하여, 실체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의 실현

방법으로서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권리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권리보호청구

권이론이 발달하 다. 바흐가 이론을 전개하게 된 계기는 독일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ZPO)에서 확인소송이 인정된 데 있다. 확인소송의 도입

은 실체법에 그 대응물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소송형식이라는 점에서 법적

인 권능의 중대한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었다.151) 확인소송의 규범화는 소송

상 권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빈트샤이트가 말하는 

‘실체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소송상 권리에 의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 다.152) 권리보호청구권 개념

148) Buchheim, a. a. O., S. 64. 이러한 ‘실현’의 문제는 빈트샤이트가 청구권으로부터 

권리구제의 측면을 배제하 기 때문에 민사실체법 분야에서는 더 이상 다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ebd.).
149) Buchheim, a. a. O., S. 64-65.
150) Wach, Der Feststellungsanspruch, Zeitschrift für den deutschen Zivilprozess 32, 

1904. Buchheim, a. a. O., S. 65.에서 재인용.
151) Buchheim, a. a. O., S. 65.
152) Buchheim, a. a. O., S. 65. 부흐하임은 이로써 빈트샤이트가 악치오로부터 권리

보호기능을 제거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했던 명료성과 단순화가 허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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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자들은 위 개념이 악치오 대신에 민법과 소송 사이의 경계 역에 있

는 권리보호수단의 체계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주장하 다.153)

Ⅳ. 공법에서의 수용

사법학에서 19세기에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근본개념에 대한 논

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법의 역에서도 국법학과 행정법학의 도그마틱이 생

성되기 시작하 다. 대략 1870년경부터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는 관념

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주관적 공권’(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의 개념

도 정립되었다.154) 악치오의 청구권으로의 전환, 주관적 권리에 관한 의사설

과 이익설의 대립 등 사법에서의 논의는 공법학에도 향을 미쳤고, 주관적 

권리 개념도 일부 변형을 거쳐 공법에 수용된다.

먼저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 그의 주관적 공권

의 체계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를 통해 주관적 권리에 

관해 통설인 의사설과 예링의 이익설의 결합을 시도하 다.155) 동시에 그는 

민사법의 역에서 독립하여 주관적 사권(私權)의 자리에 ‘공법상 지위’(status)

를, 청구권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주관적 공권’을 두었다.156) 그로써 옐리네

크는 주관적 공권을 청구권개념으로 축소시켰다.157)

옐리네크가 주관적 공권 개념의 생성에 기여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는 뷜

러(Ottmar Bühler)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뷜러는 청구권과 주관적 권리

를 넓은 의미에서 같게 보면서 동시에 최초의 보호규범이론을 전개하

드러났다고 평가한다(ebd.).
153) Buchheim, a. a. O., S. 66. 호문혁, 위의 글(주 118), 116쪽도 참조.
154) Buchheim, a. a. O., S. 66.
155) Buchheim, a. a. O., S. 67-68.
156)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 1919, S. 58.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68. 참조.
157) Jellinek, a. a. O., S. 86. Buchheim, a. a. O., S. 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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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8) 그의 관심사는 개념 자체에서 그 적용국면으로 옮겨갔는데, 그에 따

르면 주관적 공권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법 질서가 그것을 원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159)

부흐하임에 따르면, 최초에 공법은 사법에서 전래된 주관적 권리와 청구

권, 소권의 개념을 불완전하게 받아들 다. 공법에서 재판상 권리구제의 가

능성에 대해 전후(戰後)의 소송법 그리고 행정법원법 이 제정될 때까지 분

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무상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악치오 개념이 공법

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60) 그럼에도 1960년대까지 행정법의 실무와 도그마

틱은 동시대인들에게 ‘소권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루프는 당시의 행정법

원이 순수한 소권법의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체법적 권리

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왜곡하 다고 한다.161) 민사법에서 논의된 청구

권과 권리의 차이 또한 행정법학에서 채용되지 않았다. 대신 빈트샤이트가 

악치오에서 발전시킨 실체적 청구권 개념은 주관적 공권으로 통합되었다.162)

부흐하임은 주관적 권리가 빈트샤이트식의 청구권개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도그마틱과 실무가 그러한 청구권의 증명 그리고 새로운 

공법상 청구권의 규범화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163) 

대신 소송법의 역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과 관련하여 어떤 규범을 위

반하 을 때 소송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이 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떤 규범으로부터 주관적 권리가 나

오는지를 해명하고자 한 보호규범이론이다.164) 다만 보호규범이론의 적용은 

158) Bühler, Die subjektiven oeffentlichen Rechte und ihr Schutz in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 1914, S. 103f.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68. 참조.

159) Buchheim, a. a. O., S. 68.
160) Buchheim, a. a. O., S. 70.
161) Rupp, a. a. O., S. 165.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70. 참조.
162) Buchheim, a. a. O., S. 70.
163) Buchheim, a. a. O., S. 70.
164) Buchheim, a. a. O., 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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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이 주관적 권리의 개념에 대해 입장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야

기하 는데, 예컨대 바우어(Hartmut Bauer)는 주관적 공권이 - 이론적으로 

형성된 개념과 달리 -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법적으로 보호된 개인의 이익’

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 다.165) 주관적 권리의 개념과 실무에서의 적용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루프이고, 그 노력의 결

과가 바로 행정법의 청구권모델이다.166) 결국 청구권모델은 주관적 권리와 

권리의 실현가능성(Rechtsdurchsetzungsmöglichkeit)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빈트

샤이트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167)

제2절 의미와 기능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세 가지 근본개념

에 관한 이론의 역사를 통해 세 개념이 - 주관적 공권이라는 용어의 통례 

그리고 빈트샤이트에 의한 악치오의 실체적 청구권으로의 해석과는 달리 - 

서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68) 부흐하임은 이어서 이러한 개념사적 이해

에 기초하여 위 개념들의 본질과 기능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에 대한 해명을 

통해 소권모델에 제기되는 비판, 그중에서도 특히 주관적 권리구제체계와의 

불일치라는 지적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65) Bauer, Geschichtliche Grundlagen der Lehre vom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1986, S. 139. Buchheim, a. a. O., S. 70.에서 재인용.

166) Buchheim, a. a. O., S. 70-71.
167) Buchheim, a. a. O., S. 71.
168) Buchheim, a. a. O., 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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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관적 권리

부흐하임은 아래와 같이 의사력, 효과의 약속, 법 내용의 귀속, 집합개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주관적 권리의 의미를 분석하고, 주관적 권리 개념을 인

정하는 이점에 대해 서술한다.

(1) 사비니 이래의 전통적인 권리 개념에 입각할 때 권리는 기본적으로 - 

일반 공중이 아닌 - 특정한 개인에게 그것을 주장(관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속되는 법의 개별적인 내용이다. 애초에는 권리의 개념에서 ‘의사가 지배

하는 역’ 이상의 의미는 특별히 주목되지 않았으나, 그 후 이러한 자유

역의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리실현력이라는 측면으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었

다.169) 어떠한 법의 내용이 주관화(subjektiviert)되는지에 따라 의사의 ‘힘’(Mäch-

tigkeit) 또한 달라진다.170) 예컨대, 물건에 대한 권한으로서 소유권이 인정되

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권한으로서 채권이 인정되며, 정신적 창작물의 생산, 

보급, 이용에 대한 권한으로서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법원의 특정한 결

정(판단)에 대한 권한으로서 소권(actio)이 있다. 권리자에게는 관련된 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혹은 주장하지 않을 권한이 인정된다.171)

(2) 법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결국 권리자가 그에게 귀속된 

법의 내용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로써 주관적 권리의 부여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법의 내용에 대한 ‘효과의 약

속’(Wirksamkeitsversprechen)과 결부된다.172) 여기서의 약속이 임의적인 자력집

행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권리실현권한(Rechtsdurchsetzungsbefugnis)

169) Buchheim, a. a. O., S. 71.
170) 이에 반해 Larenz, Zur Struktur „subjektiver Rechte‟, in: Baur(Hrsg.), Beiträge 

zur europäischen Rechtsgeschichte und zum geltenden Zivilrecht, 1977, S. 129, 
147.은 의사력은 권리의 다양성을 은폐하는 ‘획일성’으로 인해 그다지 유용한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Buchheim, a. a. O., S. 72.에서 재인용).
171) Buchheim, a. a. O., S. 72.
172) Buchheim, a. a. O.,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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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인함으로써 효과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는데, 그것의 가장 빈번하고 실

용적인 경우가 ‘개인의 소송가능성’(Individualklagemöglichkeit)이다.173) 개인

의 자유 역을 통해 개인에게 허락된 가능성은 권리자의 행위를 통해 현실

화되고, 그로써 그때까지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던 권리는 실제적인 효력을 가

진다. 주관적 권리는 관념의 체계로서의 법을 현실세계로 전환한다.174)

(3)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법적 내용은 개인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 주관적 권리는 경우에 따라 법의 어떤 내

용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따라서 주

관화된 다양한 법의 내용은 채권, 지배권, 형성권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적 권리를 ‘법 내용의 개인적 귀속 기술’로 볼 수 있

다.175)

(4) 주관적 권리를 빈트샤이트식의 청구권과 동일하게 보는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주관적 권리의 통합적 요소를, 그리고 그가 제시한 구체적 청구권

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권리의 추상적 잠재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176) 예

컨대, 독일 민법전 제903조177)가 규정한 소유권은 소유와 그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들의 단일체이고, 기본법 제2조 제2항178)은 국가의 보호의

무(금지의무, 제거의무, 국가책임 등)와 연결된다.179)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173) Buchheim, a. a. O., S. 73. 주관적 권리를 이와 같이 법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

는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째서 개인의 제소가능성과 주관적 권리가 견고하

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고 한다(Buchheim, a. a. O., S. 74.).
174) Buchheim, a. a. O., S. 73.
175) Buchheim, a. a. O., S. 75.
176) Buchheim, a. a. O., S. 87.
177) 민법전 제903조(소유자의 권한)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고 타인의 향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78) 기본법 제2조

(2)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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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집합개념 내지 통합적 요소가 강조되는데, 이때 개별규범의 근거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규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80)

부흐하임은 주관적 권리 또는 규범의 집합 내지 참조점으로서의 기능

(Bündelungs- bzw. Referenzpunkt-Funktion)을 강조하는데, 이는 행정법이 사

법(私法)과는 다른 규범화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81) 사법에서와 

달리 공법에서는 여러 규범들로부터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실체법에

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정실체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할 뿐인데, 건축법상

의 이격거리규정이나 임미시온보호법(Immissionsschutzrecht)상의 허용한계치

(Grenzwert), 기본권규범 등이 그 예이다. 실체규범들이 목적으로 하는 생활

의 질서는 일차적으로 - 이를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고 있

는 - 행정절차에 의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그러한 구체화가 잘못되었을 경

우 소송법이 정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릇된 가정

(假定)과 그로 인한 결과가 제거되고 새로운 구체화가 시도될 수 있다.182)183)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규정

에서 도출되는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주관적 권리는 가장 먼저 행정에 이러

한 명령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

을 때 주관적 권리의 방어기능에 기해 취소소송, 계속확인소송, 의무이행소

송, 행정법원법 제123조의 가구제, 예방적 금지소송/확인소송, 일반이행소

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184) 앞서 본 권리보호청구권 개념을 주장한 바흐는 

이러한 다양한 소송의 가능성은 권리구제수단의 다양성을 의미할 뿐 보호되

179) Buchheim, a. a. O., S. 87, 88.
180) Buchheim, a. a. O., S. 89.
181) Buchheim, a. a. O., S. 89.
182) Buchheim, a. a. O., S. 90.
183) 입법자가 행정법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립하면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

은 행정소송과 행정절차라는 두 형식이므로 양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상호관

련적 절차로서 서로 분리하여 고찰될 수 없다는 견해로 박정훈, 행정소송과 행

정절차(1) - 비교법적 고찰 및 네 개의 접점문제 -, 위의 책(주 4), 558쪽 참조.
184) Buchheim, a. a. O., S. 90.



42

는 권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185)

이에 반해 청구권모델은 실체적인 의무 혹은 명령이 소송법을 통해 구체

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무시한다. 위 모델에 따르면 추상적 혹은 구체적 규

범들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오직 실체법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구권모델에 따르면 위에서 든 예에서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주관적 권리는 실체법에서 상대방에 대한 취소청구권이나 확인청구권, 

이행청구권, 명령청구권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송법은 단지 

(제거,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적 청구권과 (재량고려사유의 보충, 행

정절차에 의한 취소 등의) 권한을 소송으로 반 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186)

(5) 주관적 권리 개념을 인정하는 실익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특별한 권한의 창설이다. 앞서 본 주관적 권리의 기능, 즉 법의 개인

적 귀속은 법질서가 어떤 개인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187) 부흐하임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주관적 권리(공권)가 

갖는 의의를 차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는 개인을 법

주체로 승인하고, 그로써 국가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그 개인에게 국가에 

자신과 관련된 법률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권리가 

없으면 개인은 국가의 신민(臣民, Untertan)에 불과하고 국가행위의 객체일 

뿐이다. 주관적 권리의 존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국가 및 법치국가

를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조건이다.188) 권리 혹은 법의 주관화는 - 법질서의 

규범적 사실적 상황에 변함이 없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 고차원의 상징성 

내지 선언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선언적 효력으로부터 구체적인 법적 효

과를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범의 의미와 그 구성요

185) Wach, a. a. O., S. 89. Buchheim, a. a. O., S. 90, 91.에서 재인용.
186) Buchheim, a. a. O., S. 91.
187) Buchheim, a. a. O., S. 94.
188)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2011, § 8, Rn. 4.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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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일부분을 이룬다.189)

주관화라는 법기술은 어떤 규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주체를 다른 이들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드는데, 이로써 권리의 실현가능성을 확대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개인에 대한 권리의 귀속은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selbsterfüllende 

Prophezeiung)처럼 기능하여, 특별한 관련성(besondere Betroffenheit)에 따라 

개인이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190) 이를 ‘형식적’ 또는 ‘기능적’ 주관적 권

리로 지칭하는 견해191)도 있는데, 부흐하임은 그 예로 일반 상거래 규정

(AGB-Recht)의 내용이 소비자단체에도 귀속되어 위 규정의 준수에 대해 소

비자단체가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상황을 들고 있다.192)

둘째,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들 수 있다. 법 또는 권리의 내용이 주관

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법질서상 이용가능한 권리실현자원이 한정되어 있

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 주관적 권리가 존재함으로 인해, 모든 사

람이 법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 특별히 귀속된 

자만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법자원이 분배된

다.193) 루만(Niklas Luhmann) 또한 주관적 권리의 주된 기능이 법원에의 접

근권, 다시 말해 재판상 권리구제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한다.194)

셋째, 주관적 권리구제체계의 우월성이다. 주관적 권리구제체계는 소송가

능성의 기준과 특성에 대해 로마법의 소권법체계나 프랑스의 이익소송보다 

더 통일적이고 일반 추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195) 예컨대 이익소송체계에

189) Buchheim, a. a. O., S. 94.
190) Buchheim, a. a. O., S. 94.
191) Hong, Subjektive Rechte und Schutznormtheorie in europäischen Verwaltungs-

rechtsraum, JZ 67, 2012, S. 380-388. 이에 관하여 Buchheim, a. a. O., S. 94. 참조.
192) Buchheim, a. a. O., S. 95.
193) Buchheim, a. a. O., S. 95.
194) Luhmann, Das Recht der Gesellschaft, 1. Aufl., 1995, S. 488. Buchheim, a. a. O., 

S. 95.에서 재인용.
195) Buchheim, a. a. O., 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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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송가능성의 문제가 뒤로 미뤄져 청구 단계에서의 이익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실체적 주관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소권만이 존재하는 

로마법과 같은 순수한 소권법체계에서는 소송가능성의 문제가 일반 추상적

으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소송상 실현, 즉 악치오에 관한 규율이 ‘어떤 실체

적 기준’이 ‘어떤 법주체’와 관련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주관적 

실체적 권리와 결합된 체계는 권리의 내용이 소송의 국면, 즉 재판상 실현 

단계에서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관점에서 그와 같

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196)197)

(6) 결론적으로 주관적 권리는 개인에 대한 법의 특별한 귀속 기술이고, 

개인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주관화된 법의 내용으로서의 주관적 권리 개념

은 주관적 권리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에 관한 예링의 견해198)로 

정리할 수 있다. 권리의 실질적 요소가 법의 내용에 있다면 형식적 요소는 

그것의 주관화, 즉 관철가능성에 있다.199)

196) Buchheim, a. a. O., S. 97.
197) 부흐하임은 소권모델에 대한 청구권모델의 주된 비판으로 언급되는 주관적 권

리구제체계와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본문과 같이 소권체계와 주관적 권리의 결

합으로써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은 소송법 규범의 

고려를 통해 법률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던 소권모델의 기본입장에 비추어 다

소간의 후퇴라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독일의 주관적 권리구제체계 하에서 소

권법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과 같은 엄격한 주관주의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소권법적 사고를 통해 취소소송을 객관소송

으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준다. 이에 대하여 상세는 아래 제4장 제2절 . 참조.
198) 권리의 실질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에 관한 예링의 입장에 대하여는 Buchheim, 

a. a. O., S. 91-93. 참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관적 권리를 개인이 그 내

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 데 대해, 예링은 이러한 이해가 의사의 힘

이라는 권리의 ‘형식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이익이나 효용 같은 실질적 요소는 

등한시하 다고 비판하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Buchheim, a. a. O., S. 91. 참
조.

199) Buchheim, a. a. O., 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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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권 내지 악치오

부흐하임은 앞서의 소권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기초 위에서 악치오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악치오는 법원에 개인에 대한 규범의 설정 또는 

폐지를 구할 수 있는, 법규범이 부여하는 가능성, 즉 이러한 내용의 주관적 

권리이다.”200) 그에 따르면 악치오는 주관적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

기 용이한 개념인데, 주관적 권리의 개념이 오래 전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것

과 달리 악치오는 그 핵심개념이 ‘개인의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가능성’에 있

다는 점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201) 악치오를 성격, 내용, 효력과 기능이라

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격

악치오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구하는 주관적 권리이

다.202) 악치오를 부여하는 규범은 법원의 특정한 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규범의 일차적 수범자는 법원이다. 수범자가 법원이라고 하여 소권법 

체계 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법률관계는 악치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치오를 통해 실현하

고자 하는 (주관화된) 실체법 규범에서 형성된다.203) 악치오가 처음에는 국

가에 의한 권리의 확정과 실현의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던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사비니와 빈트샤이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

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204)

200) Buchheim, a. a. O., S. 100.
201) Buchheim, a. a. O., S. 100. 이는 악치오의 뿌리가 로마의 방식서소송이라는 구

체적인 법률실무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ebd.).
202) Buchheim, a. a. O., S. 101.
203) Buchheim, a. a. O., 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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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악치오는 소송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판단)을 하게 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

서 더 나아가 악치오 내지 소권(Klagerecht)은 단순한 결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보면 

악치오는 단순한 소송자격 또는 소송수행권한으로 볼 수 없다.205)

악치오가 단순히 법원에 대한 소제기권한 이상이라는 점은 민사소송법상 

권리보호청구권이론이 추상적 소권과 구체적 소권을 구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추상적 소권’이 단지 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결정이든지 내리게 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구체적 소권’ 내지 권리보호청구권은 법원의 특정한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소권은 단순히 형식적인 소제기권능이 아니고 ‘법에 

맞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는 권능’이다.206)

악치오는 이상과 같이 법원에 의한 규범정립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리자에게 스스로 규범을 정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원에 특정한 

결정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범은 소의 제기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악치오의 행사를 통해 법원에 

대한 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207)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법

질서는 청구권의 행사와는 무관하게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변제기한을 어긴 채무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청소년, 인접한 거주지

를 침범한 이웃주민에게는 규범이 적용되고, 이는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들의 행위를 규율한다.208)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

204) Buchheim, a. a. O., S. 102.
205) Buchheim, a. a. O., S. 103.
206) Buchheim, a. a. O., S. 104.
207) Buchheim, a. a. O., S. 104.
208) Buchheim, a. a. O., S. 105.



47

이 가능하다. 실체적 권리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에서 나오는 청구권들은 악

치오의 행사와는 분리되어 있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

건의 인도를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209) 

그런데 악치오의 효력, 즉 매도인에게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할 법원의 의무

는 소의 제기에 달려 있다. 실체법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소의 제기로써 법

원은 사안에 대해 판단할 권한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악치오는 재판

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힘으로서 오로지 분쟁상황을 위해 부여된 것이

다.210)

3. 기능

악치오는 권리자로부터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에 특정한 규범정립의 의

무를 부과함으로써 권리의 보장(Rechtsbewehrung)에 기여한다.211) 악치오라

는 개념의 기원으로 돌아가면 악치오가 권리를 실현 내지 보호하는 수단이

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로마법에서는 악치오 외에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12) 그러나 지금과 같이 ‘권리’라

고 개념하지 않았을 뿐 앞서 본 켈수스의 악치오 정의에 의하더라도 오늘날 

말하는 ‘실체적 권리’ 또는 ‘실체법적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로마법상 악치오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체법, 특히 실체적 

주관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213)

현대의 행정법에서는 악치오를 이와 같이 권리보호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209) Buchheim, a. a. O., S. 106. 주관적 권리와 악치오의 분리는 곧 수권규범(subjek-
tiv berechtigende Norm)과 제재규범(Sanktionsnorm)의 분리로서 법질서를 설명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한다(ebd.).
210) Buchheim, a. a. O., S. 106.
211) Buchheim, a. a. O., S. 107.
212) Buchheim, a. a. O., S. 108.
213) Buchheim, a. a. O., S.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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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 악치오의 근거규범 외에도 시민과 행정 사이의 관계

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권이 이러한 규범의 

실현과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실체법 그리고 실체적 권

리 모두에 대하여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214)

악치오는 권리보호 외에도 실체법 규범을 통해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더 

상세히 구체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악치오를 부여하는 규범

이 실체적 법률관계로부터 특정한 요소를 선별하여 그것을 법원 판결의 전

제조건으로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215) 여기서 법률관계 일반이 직접적

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 소송상의 - 법률관계로 전환된

다. 양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원고와 법원 사이의 하나의 법률

관계 그리고 피고와 법원 사이의 두 번째 법률관계로 변한다. 이러한 두 개

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법원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효력

이 있는 구체적 권리를 창설한다.216)

Ⅲ. 청구권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범이 부여한 

가능성217)으로 정의한 부흐하임은 행정법에서 청구권모델의 극복을 주장하

는 입장에서 청구권개념의 무용성을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청구권은 주관화

된 법의 내용으로서의 ‘법적인 힘’(Rechtsmacht)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다.218) 실체적 청구권은 권리보호기관이 아닌 실체적 법률관계의 상대방에게 

214) Buchheim, a. a. O., S. 109.
215) Buchheim, a. a. O., S. 110.
216) Buchheim, a. a. O., S. 110.
217) Buchheim, a. a. O., S. 111.
218) Buchheim, a. a. O., S. 118. 청구권의 보유자가 그 준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명령은 청구권의 행사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있으므로, 청
구권의 행사를 통해서는 어떠한 규범이 정립될 수 없고, 이 점에서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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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고전적 의미의 악치오와 구별된다.219) 부흐하임은 

청구권에 귀속기능, 권리보호기능, 구체화기능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청구권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고 행정법의 역에서는 이

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권개념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인한다.

1. 귀속기능의 측면

전술한 기본개념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이 소권보다 법의 내용을 

개인에게 더 포괄적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이해에 따르

면 소권은 오직 법원의 개입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빈트샤이

트가 악치오를 청구권으로 재해석함에 따라 권리자는 권리의 내용 또는 법

규범이 의도한 법상태를 소(訴)와 독립하여 바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점에서 청구권은 소권의 부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권리의 귀속

이라는 기능을 수행하 다.220)

그러나 법내용의 포괄적 귀속이라는 기능은 개념의 역사와 주관적 권리에 

관한 서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 주관적 권리의 역에 속한다. 그것은 

청구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221) 개인이 법의 내용을 오직 법원

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주장할 수 있음을 계기로 그것은 권리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청구권’이라는 형

태로 존재할 필연성은 없다.222) 소권법체계에서는 의도된 법상태가 그 자체

로 주관화되는 것이 아니고, 소권이라는 형태로 개인이 소송을 통해 그러한 

법상태를 실현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소권을 통해 실현되는 법상태가 이와 

법적인 힘을 권리 부여 내지 규범정립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다(ders., a. a.
O., S. 111.).

219) Buchheim, a. a. O., S. 118.
220) Buchheim, a. a. O., S. 113.
221) Buchheim, a. a. O., S. 113.
222) Buchheim, a. a. O., 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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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 다소 간접적이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귀속

기능을 청구권의 고유한 징표로 볼 수는 없다.223)

2. 권리보호기능의 측면

청구권개념은 주관적 권리의 내용 중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권리보호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청구권은 법

질서의 어떤 부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224)

이에 대해 부흐하임은 청구권이 위와 같이 단지 소송을 통한 실현의 문제

에 관련되어 있다면 어째서 그것이 실체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

지 못한다고 비판한다.225) 한편 청구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기껏해야 정해

진 방식에 따라 제소할 수 있는 것이 법의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

을 뿐이다. 법률관계에 있어 제소가능성의 범위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다

른 규범군(郡), 즉 소송법 내지 소권법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 청구권개념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에 필요하거나 충분한 조건

이라고 볼 수 없다.226)

3. 구체화기능의 측면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몇몇의 의미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는 실체적 청구

권규범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법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권 또한 구체화기능을 수행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청구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권 또한 특정한 법

223) Buchheim, a. a. O., S. 113.
224) Buchheim, a. a. O., S. 113-114.
225) Buchheim, a. a. O., S. 114. 여기에 더해 빈트샤이트가 제소가능성은 청구권의 

개념표지가 아니라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ebd.).
226) Buchheim, a. a. O., 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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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를 예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

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률관계가 소송법 규범을 통해 

충분히 구체화되는 역에서는 구체화라는 관점에서의 청구권개념은 불필요

하다.227)

Ⅳ. 소결

이상과 같은 기본개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부흐하임은 주관적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수단 내지 권한은 분리되어 있고, 청구권개념은 이를 인정할 

실익이나 필요가 없다는 중간결론에 이른다.

소권모델에 의하면, 실체적 주관적 권리와 관계된 귀속결정은 법원을 대상

으로 하고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악치오에 의해 보장된다.228) 실현하

려는 권리는 실체적 청구권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현하려는 실체적 

권리와 그것의 실현수단이 반드시 동일한 형식이나 구체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229) 따라서 양자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청구권모델과 달리, 법원에 대한 

주관적 권리인 소권과 실체적 법률관계에서의 주관적 권리는 내용상 같을 

필요가 없다.230)

주관적 권리와 개인이 이를 소송을 통해 실현하는 소권은 개념적으로 분

리된다. 양자가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권이라는 구체적 형

식이 주관적 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관적 권리의 본질이 

소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231) 이러한 이해는 권리의 결정(Rechtszu-

schnitt)과 권리의 실현(Rechtsdurchsetzung)이라는 두 가지 다른 문제에 관한 

227) Buchheim, a. a. O., S. 114.
228) Buchheim, a. a. O., S. 118.
229) Buchheim, a. a. O., S. 118, 119.
230) Buchheim, a. a. O., S. 119.
231) Buchheim, a. a. O., 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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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부흐하임은 ‘권리를 정하는 법’(Rechts-

zuschnittsrecht, le droit déterminateur)으로서의 실체법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Rechtsbewehrungsrecht, le droit sanctionnateur)으로서의 소송법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232)

232) Buchheim, a. a. O., 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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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권모델의 내용과 한계

제1절 소권모델의 내용과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소권(actio)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 개념의 역사와 의미, 

기능에 관한 서술을 토대로 부흐하임이 제시한 행정법의 소권모델의 내용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소권모델 내지 소권법적 관점은 그 자체가 완결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기존 행정법학에 만연한 실체법 중심적 사고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함으

로써 종래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소권법적 관점

은 기본적으로 대안모델로서 제안된 것이며, 위 관점이 극복하고자 하는 통

설적 입장을 청구권모델이라 부를 수 있다.

(2) 대안으로서의 소권모델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립항인 

청구권모델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되었고 뒤에서 다룰 

소권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더 상세히 다뤄지겠지만, 부흐하임이 상정하는 청

구권모델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행정법의 청구권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취소소송의 기초 내지 배후에 ‘실체적 취소청구권’(materieller Aufhebungsan-

spruch)을, 확인소송에 확인청구권을, 금지소송에 금지청구권을 가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상 법률관계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형태로 실체법 

단계에서 결정되고 소송법은 단지 이를 소송에 반 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3) 부흐하임에 따르면, 독일 행정법학에서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청구권모델의 기원은 사법(私法)에서 빈트샤이트에 의해 수행된 악치

오 해석에 있다고 한다. 로마사법의 중심개념이었던 악치오는 사비니가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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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후 빈트샤이트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빈트샤이트가 악치오에 들어있는 소송법적 요소와 실체법적 요

소 중 순수한 실체법적 내용을 추려내어 청구권(Anspruch)개념을 확립한 것

을 말한다.233) 빈트샤이트의 이러한 입장은 독일 민법학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옐리네크와 뷜러 등을 거쳐 ‘주관적 공권’과 같은 형태로 공법에 수

용되었으며, 비교적 근래에 이와 같은 전통적 입장을 계승 정리한 학자가 

루프이다.

(4) 청구권모델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개념

인 소권모델의 주된 내용은 청구권모델의 그것을 정확히 반박함으로써 제시

될 수 있다. 첫째, 행정상의 법률관계, 대표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은 

실체법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과 함께 소송법 규정

을 더불어 고려함으로써 파악된다. 둘째, 이때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청구권

이라는 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234)

(5) 소권모델의 이론적 근거는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개념

의 역사와 이를 통해 형성된 개념의 의미 내지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와 같이 ‘권리’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로마법에서 악치오는 오늘날 실체

법이 정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이익의 ‘주관적 귀속’과 소송법이 담당하는 

그것의 ‘실현’ 내지 ‘관철’이라는 역할을 모두 담당하 다. 앞서 살펴본 개념

의 역사에 의하면, 악치오는 그 후 ‘권리’와 그 ‘실현수단’으로 분화되었

고,235) 그 과정에서 그것의 청구권 내지 실체법적 성격만이 강조되어 그 재

판상 실현의 문제는 관심에서 밀려나기도 하 다. 소권모델은 소권과 주관적 

권리라는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잊혔던, 혹은 등한시되었던 소

송적 요소를 재인식하고 이를 행정법상 문제해결의 단초로 삼고자 하는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부흐하임의 주장에 따르면, 법의 내용 혹은 이익의 귀속

233) 호문혁, 위의 글(주 118), 110쪽 참조.
234) Buchheim, a. a. O., S. 260.
235) 이로부터 실체법과 소송법의 관계, 미법상 right와 remedy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가 파생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Buchheim, a. a. O., S. 120-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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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의 주관적 권리 그리고 법원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실현수단

으로서 소권을 인정하면 충분하고, 행정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

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이를 인정할 필요와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청

구권개념에 기초한 청구권모델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제2절 소권모델에 따른 ｢행정법원법｣의 해석

부흐하임은 소송법이 단순히 실체적 규율의 소송요건만을 규정하거나 실

체적 법률관계를 소송상 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름의 독자성과 고유

성을 지니고 행정법상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독일 

행정법원법 의 몇몇 규정과 제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권법적 관점에

서의 이해를 시도한다.

Ⅰ. 확인소송

행정법원법 제43조236)는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인 내지 확정의 가

능성을 규정한다. 위 규정은 행정법원으로 하여금 ‘확인판결의 선고’라는 법

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위 규정은 순

수한 소송상의 제도이다.237) 확인소송의 역할은 법률관계의 확인 외에 별도

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체법적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236) 행정법원법 제43조
(1) 원고는 즉시 확정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소로써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 또는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확인소송).
(2) 확인소송은, 원고가 형성소송 또는 이행소송을 통해 그의 권리를 실현하거

나 실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행정행위의 무효 확인

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37) Buchheim, a. a. O., S.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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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게 확정하는 데 국한된다. 그것은 오로지 실체적 기준을 준수했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소송의 기본적인 

목적에 해당한다.238) 따라서 확인소송을 허용함에 있어 이와 병행하는 확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239)

Ⅱ. 재량고려사유의 보충

행정법원법 제114조는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와 

같은 재량행사의 위법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문에서 행정청이 행정

소송절차에서 재량고려사유(Ermessenserwägung)를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40)241) 부흐하임에 따르면, 행정법원법 제114조 제2문은 행

정청에 의해 보충되어 수정된 행정행위가 취소판결 또는 재결정명령판결(Be-

scheidungsurteil)242)의 대상이 됨을 선언할 뿐이고, 재량의 사후보충이 실체-

238) Buchheim, a. a. O., S. 152.
239) 확인소송에서 확인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위 제1장 제4절 . 

2. 참조.
240) 행정법원법 제114조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법원은 재량의 법률적 

한계를 넘거나 재량을 부여한 목적에 맞지 않게 재량을 행사하 음을 이유로 

행정행위나 그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행정청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재량고려사유를 보충할 수 있다.
241) 종래 독일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Nachschieben von 

Gründen)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1997년 행정법원법 이 개정됨

에 따라 제114조 제2문이 추가되었다[박정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행정행

위의 전환, 위의 책(주 4), 502쪽 참조].
242) 의무이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즉, 행정행위의 발령요건이 충

족된 경우) 청구된 행위가 기속행위라면 법원은 특정한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

결(Vornahmeurteil, 특정행위명령판결)을 선고하나, 행정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

는 경우에는 재량하자 없이 신청에 대해 결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Beschei-
dungsurteil, 재결정명령판결)을 선고한다(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5항 참조). 박
정훈, 취소소송의 4유형, 위의 책(주 4), 85쪽 참조. 그밖에 정호경, 독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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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적 관점에서 정당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한다.243) 행정청은 위 

규정을 통해 시민에 대하여 어떠한 실체적 권한도 부여받지 않으며, 그 점에

서 제114조 제2문은 - 분쟁대상인 행정행위의 관점에서 행정절차법적 법률

관계와는 분리된 - 소송상 법률관계에만 관계된다.244)245)

행정법원법 제114조 제2문은 재량과 관련된 문제에서 재판상 심사기준

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행정청은 재량

고려사유를 보충할 수 있다.”는 문언은 법원이 재량판단에서의 심사기준을 

그와 같이 재량고려사유가 보충된 상태 하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246)247) 이러한 점에서 위 규정은 법원에 ‘분쟁심판기관’(streit-

entscheidendes Organ)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판단의 기초에 관해 

소송당사자 일방에 의한 분쟁대상의 일방적인 변경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라

고 한다.248)

소송의 체계와 유형 -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23집 2호), 
2006. 10., 6쪽도 참조.

243) Buchheim, a. a. O., S. 153.
244) Buchheim, a. a. O., S. 153.
245) 행정법원법 제114조 제2문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법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처분사

유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시에 존재하 으나 행정청이 처분이유로 제시하지 않

은 사유를 소송 도중에 처분의 근거로 추가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사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면 재량고려사유는 재량행위에서 재량권 행

사의 적법성을 근거지우는 것으로서 재량고려사유는 처분사유에 포함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훈, 위의 글(주 241), 480-485쪽 참조.
246) Buchheim, a. a. O., S. 153.
247) 재량고려사유의 보충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독일에

서는 원래의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는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한 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주장되며, 그밖에 ‘보완’(ergänzen)의 의미에 대

하여도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상세는 박정훈, 위의 글(주 

241), 502-510쪽 참조.
248) Buchheim, a. a. O., 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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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소소송

법원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에 소송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 위 규정은 취소판결의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고 법원에 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소권법적 이해에 따를 때 위 규정은 실체적 취소청구권을 

원용하고 있지 않고, 법원에 의한 취소의 조건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

다.249)

위법성(Rechtswidrigkeit)과 권리침해(Rechtsverletzung)라는 두 가지 요건을 

통해 제113조 제1항 제1문은 실체법적 기준, 즉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주관

적 권리의 부여라는 기준을 참조한다. 취소소송의 기능은 이러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데 있다.250) 소(訴)의 소극

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상태를 지향하는 법원의 형성권한은 

현상유지(status quo ante), 즉 권리침해적 행정행위의 발령 이전의 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법원은 단지 실체법상의 심사기준의 효력을 확인할 뿐이

다.251) 법원의 이러한 취소 내지 파기권한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Tatbestandswirkung)과 집행력(Titelfunktion)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구속

력 있는 확정의 최종관할이 법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司法)에 이

와 같은 특별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송법의 힘이다.252)

Ⅳ. 행정심판절차

행정법원법 제8절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면

249) Buchheim, a. a. O., S. 154.
250) Buchheim, a. a. O., S. 156.
251) Buchheim, a. a. O., S. 156.
252) Buchheim, a. a. O., 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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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68조 이하에서 행정심판절차(Widerspruchsverfahren)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흐하임에 따르면, 위 규정들은 단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허

용요건만을 특정하고 소송당사자의 소송상 또는 소송 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원을 수범자로 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의무의 전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소송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행정이 

행정심판을 수행할 의무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절차적 

권리는 제68조 이하에서 도출되지 않는다.253) 제68조 이하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을 거쳐야 한다는 소송상 부담이 전부이다.254) 이상과 같은 이해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재판의 사전절차’(gerichtliches Vorverfahren)이고 재결청은 법원

에 유사한 통제기관으로 파악되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일부가 된다.255)

위와 같은 해석이 행정청의 고유한 구조를 무시하고 행정에 법원과 직결

된 통제심급으로서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 행정에 대한 이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내부의 자기통제(Selbstkontrolle)라는 오랜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256) 전

통적으로 행정소송의 관심사는 행정의 원결정에 대한 통제 지 그 결정이 

목적으로 하는 ‘좋은 행정’(gute policey)이 아니었다.257) 더욱이 행정심판과 

253) Buchheim, a. a. O., S. 157.
254) Buchheim, a. a. O., S. 158.
255) Buchheim, a. a. O., S. 159.
256) Buchheim, a. a. O., S. 159. 19세기 독일에서는 행정통제의 방법으로서 사법국가

모델(justizstaatliches Modell, 일반 법원을 통한 행정통제)과 프랑스의 예에 따

른 행정구제 방식 사이의 오랜 논쟁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대부분의 주(州)들
에서는 프랑스식 모델과 유사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

르면 행정구제기관은 조직적으로 행정의 내부에 속하나, 적어도 그 최종심급에

는 사법기관의 전형적 요소(인적 물적 독립성,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가 인정

되었다. ders., a. a. O., S. 160(Fn. 86). 참조. 19세기 후반 행정통제의 방식으로 

사법국가론과 행정사법(行政司法, Administrativjustiz)의 대립에 관한 논의에 대

하여는 Kohl, Reichsverwaltungsgericht: Ein Beitrag zur Entwicklung der Ver-
waltung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1991, S. 9-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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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행정내부의 사전절차는 전통적으로 소송법의 규율대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은 행정의 원결정의 통제 그리고 법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형태로 

소송법의 전형적인 목적에 기여한다.258)

제3절 소권모델에 대한 비판

부흐하임으로부터 청구권모델의 대표적인 지지자로 호명된 풍케는 자신의 

논문인 행정법상 청구권과 소(訴) 를 통하여 부흐하임이 제시한 행정법의 

소권모델에 대해 평가하 다. 풍케는 청구권모델의 입장에서 소권법적 관점

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 다.

Ⅰ. 청구권모델이라는 개념설정의 적절성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부흐하임이 주장하는 소권모델은 통설로서의 청구

권모델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관점이다. 그런데 정확히 ‘청

구권모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단일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고, 권리와 그 

실현수단의 관계에 대한 독일 행정법학의 공통된 견해를 추출하여 이를 청

구권모델로 명명하 다는 것은 앞서 청구권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다. 풍케는 가장 먼저 부흐하임의 이러한 개념설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

흐하임은 행정법이론이 청구권모델을 ‘실정법의 도그마’로 다루고 있다고 주

장하나,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고 부흐하임이 위 

주장에 대한 근거도 들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259)

257) Buchheim, a. a. O., S. 160.
258) Buchheim, a. a. O., S. 160.
259) Funke, Ansprüche und Klagen im Verwaltungsrecht, Die Verwaltung 52, 2019, 

S.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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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케는 부흐하임이 서술한 청구권모델이 실제로 그와 같은 형태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지배적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면서 부흐하임 또한 청구권모델의 

대변자로 단지 루프와 쉔케 같은 몇몇의 학자만을 들고 있음을 지적한다.260) 

그에 따르면, 부흐하임이 명명한 청구권모델은 - 특히 청구권에 대한 이해에 

있어 -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행정법원법 의 주석서들은 취소청구권

(Aufhebungsanspruch)을 거의 다루지 않거나 법원에 대한 청구권에 비하여 

축소된 역할만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행정법에 관한 대부분의 교과서 또한 

취소청구권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주관적 공권이 행정법원법 제42

조 제2항의 원고적격 또는 제113조 제1항 제1문과 관련하여 다뤄지지만, 취

소청구권은 매우 드물게만 언급될 뿐이다.261) 풍케는 부흐하임에 의한 청구

권모델과 소권모델의 대비가 청구권모델에 대한 소권법적 덧칠을 은폐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262) 이는 소권모델의 우위를 논증하기 위해 청구권모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구성하 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Ⅱ. 공법적 논의의 부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흐하임은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의 개념과 이에 

관한 논의의 역사적 흐름을 상세히 분석하 다. 풍케 또한 부흐하임이 19세

기 사법학에서 이루어진 주관적 권리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을 가치

가 있다고 평가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구권모델과 핵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법상의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옐리네크의 지위론(Statuslehre)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을 비판한다.263) 소극적 지위와 적극적 지위, 행정의 준수

의무와 이행의무의 구별은 청구권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흐

260) Funke, a. a. O.(주 259), S. 242.
261) Funke, a. a. O.(주 259), S. 243.
262) Funke, a. a. O.(주 259), S. 243.
263) Funke, a. a. O.(주 259), S. 253. 루프가 옐리네크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

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이 더욱 놀랍다고 한다(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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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은 이러한 논의를 누락함으로써 그의 연구가 다루는 중심적인 문제 하

나를 회피한다.264)

Ⅲ. 행정의 자기통제에 대한 설명의 곤란265)

소권모델은 소송에 앞서 청구권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의 자기교

정(Selbstkorrektur)을 설명하지 못한다. 부흐하임은 소송가능성(Klagemöglich-

keit)의 존재가 행정으로 하여금 법원의 임무인 권리보호를 행정이 선취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소권모델에 따르면 시민은 행정에 대

하여 법적으로 형성된 청구권이라는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시민은 ‘반드

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시민이 ‘소송의 부담’을 진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민은 법원에 의한 방어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는 행정의 자발적 대응의무라는 형식의 권리구제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권모델 하에서 행정을 상대방으로 하는 주관적 권리는 그다지 의미 있

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주관적 권리의 수범자, 즉 행정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권(actio)의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중요성을 가진다. 개인은 행정에 

대하여 더 이상 ‘주체’가 되지 못하고, 행정에 의해 ‘다스려진다’(verwaltet). 

이로부터 신민이 군주의 행정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그 주장

은 오로지 법원이 행정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19세기의 

관념이 은연중에 느껴진다.

264) Funke, a. a. O.(주 259), S. 253.
265) 이 항의 문제제기는 Funke, a. a. O.(주 259), S. 253-254.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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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권모델의 비판에 대한 반박

1. 확인소송의 문제

부흐하임은 청구권모델을 비판하는 논거 중 하나로 확인소송을 들면서 실

체적 확인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 다.266) 이에 대해 풍

케는 청구권모델이 왜 반드시 법률관계의 확인에 대한 실체법적 청구권을 

가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확인소송은 의문의 여지 없이 소

송상 제도이고, 청구권의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다.2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인소송은 실체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성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다.268) 법률관계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청구권

모델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세분화된 방식으로 파악한다. 이는 청구권모델

이 다양한 주관적 권리로 이루어진 체계이기 때문이다.269) 요약하면, 풍케는 

부흐하임이 지적한 확인소송의 문제가 청구권모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행정의 규범폐지권한과 재량고려사유 보충의 문제

부흐하임이 청구권모델에 대해 행정에 규범폐지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우를 예로 들어 불가능한 일을 할 의무는 없음을 이유로 개인의 취소청구권

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한 비판270)에 대해 풍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지

배적인 이해에 따르면 위법한 법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청은 입법자 또

는 행정법원이 규범의 폐지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 

266) 위 제1장 제4절 . 2. 참조.
267) Funke, a. a. O.(주 259), S. 245.
268) Funke, a. a. O.(주 259), S. 245.
269) Funke, a. a. O.(주 259), S. 245.
270) 위 제1장 제4절 .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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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도 위법한데, 이는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한 취소청구권은 존재하지만 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규범이 폐지되면 행정행위 또한 취소될 수 있다. 시민의 취소청구권과 

행정의 폐지권한은 구별되어야 한다.271)

한편 행정법원법 제114조 제2문의 재량고려사유의 보충과 관련하여 소

권모델이 이를 오로지 소송상의 제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272)에 대해 풍케

는 부흐하임이 다음과 같은 해석, 즉 처분사유의 사후보충을 한편으로는 위

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및 그로 인한 취소청구권의 이행으로, 다른 한편으로

는 부분적으로 행정행위의 새로운 발령으로 구성하는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

다고 지적하 다.273)

271) Funke, a. a. O.(주 259), S. 250.
272) 위 제3장 제2절 . 참조.
273) Funke, a. a. O.(주 259), S.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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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소권모델에 대한 평가

Ⅰ. 소권모델의 한계

풍케가 소권법적 관점에 대하여 19세기 사상을 운운한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그의 비판 중 상당 부분은 쉽게 간과하기 어려우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풍케가 지적한 부분 외에 혹은 그의 지적에 더하

여 사견으로 소권모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

다.

(1)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소권모델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청

구권모델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앞서 

풍케도 적절히 언급하 는데, 부흐하임의 논문에서는 청구권모델이 통설 내

지 지배적 견해로 지칭되나, 그러한 입장에 있는 학자로 오직 네 명만이 열

거된다는 점에서 위 모델에 통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부흐하임은 청구권모델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루프의 견해

를 들고 있는데, 소권모델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청구권모델의 내용이 루

프의 견해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루프가 그와 같은 입

장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면 부

흐하임이 비판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임의로 청구권모델이라는 하나의 관

점을 가정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점에서 부흐하임은 청구권

모델의 소권법적 채색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부흐하임이 소권과 청구권,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개념의 역사를 탐구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권모델이라는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 점은 매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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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로마사법(私法)에서 시작해 19세기 

사법학에서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개념사의 검토는 지나치게 민사법과 민사

소송법에서의 논의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소권모델이라는 관

점을 형성함에 있어 행정법 내지 공법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

었는지 의문이 있다. 소권과 주관적 권리 등의 개념이 공법에 수용된 과정에 

대해 다뤄지기는 하지만, 로마법과 사비니, 빈트샤이트를 다룬 비중에 비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흐하임은 나름대로 행정법의 특

수성을 근거로 청구권모델의 극복을 주장하나 - 개별 제도에서 기존의 해석

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외에 - 그가 주장하는 행정법의 특수성이 무엇인

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제안된 소권모델을 거칠게 단순화하여 

소송법과 소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민사소송법 이론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 행정법의 주관적 권리구제체계를 인정 내지 옹호함과 

동시에 소권모델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보겠지

만, 행정소송의 목적이 주관적 권리구제를 넘어 객관적 법통제에 있다는 입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법을 소권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행정소송

의 기능이 행정통제에 있다고 보는 관점과 더 잘 들어맞는다. 시민과 행정이

라는 양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초점을 두고 실체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강조하는 청구권모델과 달리 소권모델은 시민과 법원, 행정이

라는 3자관계를 전제로 법원의 개입을 통한 권리실현 및 행정통제를 그 내

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3) 부흐하임은 논문의 도입부에서 ‘인식의 목표와 방법론적 기본태도’라

는 제하에 법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그마틱적으로 유용한 이론모델을 세

워야 함을 강조하 다.274) 실제로 그는 행정법원법 과 기본법 , 행정절차

법 규정들을 예로 들어 논의를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흐하임이 제안한 

소권법적 관점이 도그마틱 혹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방법

274) Buchheim, a. a. O., S. 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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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275) 부흐하임은 기본개

념이 논의된 역사와 맥락을 통해 청구권모델을 비판하고 소권모델을 정당화

할 뿐 소권모델이 실제의 문제해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법상 경쟁자배제소송, 건축법

상 이격거리규정 등과 같은 사례가 언급되고는 있으나, 소권모델에 의할 때 

이론적 구성이 달라지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Ⅱ. 소권모델의 의의

풍케의 비판과 앞서 지적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권법적 관점에 사견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어떤 사물 혹은 개념의 본질은 그것과 대비되는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소권모델은 독일 행정법학의 지배적 견해로 

여겨지는, 실체법과 개인의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풍케 또한 청구권모델이 ‘모델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고 거의 해명된 적도 없다고 하면서276) 이와 같은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권리보호의 논의에 유용할 수 있다고 하

다.277) 소권모델을 하나의 대안모델로서 정립하려는 시도는 청구권모델이라

는 독일 행정법학의 한 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내재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행정법의 심층적 입체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소권모델이 비

록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입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도 자체로서 의

미가 있다.

275) 법학에서 법도그마틱이 갖는 임무와 중요성에 대하여는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

서의 이론과 실제, 위의 책(주 2), 3-6쪽 참조.
276) Funke, a. a. O.(주 259), S. 257.
277) Funke, a. a. O.(주 259), S.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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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권모델은 행정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소송법과 소송 그리

고 법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시

사점 부분에서 상술한다.

(3) 부흐하임은 소권, 청구권, 주관적 권리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청구권모델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권리와 그 실현에 관한 행정법의 논의

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행정법학에서 원고적격과 관

련하여 개인적 공권 개념의 성립과 발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로마법과 19세기의 사법학에까지 소급하여 개념의 근원을 밝히고 그 변천을 

탐구한 시도는 - 필자가 과문한 탓일지도 모르나 - 드물다고 생각한다. 부흐

하임은 로마법의 악치오 개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권 내지 소송법 중

심적 사고가 법학에서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분쟁해결의 원형

임을 밝혀낸다. 로마법 이래 이어진 개념의 변화과정과 이에 관한 논의는 실

체법 해석에 치중하는 지금의 방법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제2절 우리법에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독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궁극

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학문과 실무에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권법적 사고의 내용과 의의에서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Ⅰ. 행정실체법과 소송법의 관계 그리고 법원의 역할

실체법과 소송법은 법을 분류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의 내용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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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절차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개념정의의 이

면에는 절차법이 실체법의 실현에 봉사하는 법 또는 실체법을 위한 수단적

인 성격을 띤 법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고 한다.278) 부흐하임에 

따르면, 실체법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법을 종속적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

는 생각은 독일 행정법학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의 행정에 

대한 실체법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행정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청구권모델은 

독일 행정법이론의 실체법 중심적 혹은 편향적 사고를 드러낸다.

우리 행정법학도 사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현재는 이미 극

복된 문제이기는 하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

념설과 쟁송법적 개념설의 대립은 그 한 단면을 드러낸다. 행정소송에서 원

고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독일의 지배적 견해이고 우리 행정법학에서

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규범이론 또한 실체법규의 해석을 통

해 소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

다.279) 소권법적 관점은 행정법에서 비교적 간과되었거나 덜 주목받았던 소

송법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실체법과 절

차법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오로지 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서만 양자는 그 자신의 창조와 적용을 규율하는 법을 형성한다.”280)

278) 오세혁, 실체법과 절차법의 상호의존성, 법철학연구(제12권 제2호), 2009, 392
쪽. 위 글 396, 397쪽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송법이 절차법의 개념을 

대신하여 실체법과 소송법의 상관관계가 주로 논의된다고 한다.
279) 행정법규가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재판규범)

이 되는 것보다 행정질서의 관리와 운 의 규준을 마련하는 것에 더 본질적 

목표가 있으므로, 행정법규 해석의 초점은 행정법규가 행위규범으로서 잘 기능

하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입장[김유환,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법철학연구(제6권 제1호), 2003. 5., 237쪽 참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

볼 수 있다. 그밖에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정실체법상의 

‘청구권’으로 보면서 루프의 제거청구권(Beseitigungsanspruch)과 법률이행청구권

(Anspruch auf Gesetzeserfüllung)의 구별에 기초해 실체적 공권을 4유형으로 설

명하는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공법학연구(제
13권 제2호), 2012. 5., 62쪽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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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소송법과 재판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자는 주장은 실체법의 가

치를 폄하하거나 실체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소송법에만 주목해야 한다는 뜻

이 아니다. 실체법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실제의 문제해결에 있어 소송법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원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행정법의 중요한 쟁점으로서 행정작용형식론과 주관적 

공권론은 행정소송의 대상 및 원고적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

정법은 행정소송법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행정법과 행정소송

법이 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법학과목과 비교하여 행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견해281)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282) 행정법에서 소송법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아래에서 이어지는 보호규범이론에 대한 평가나 행정소송의 

목적론에서도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다.

우리 행정법학에서 행정소송법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결코 양적으로 적었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무와 이론이 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에 관

한 논의에 치우쳐 있어 ‘소송요건법학’에 그친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283) 단순히 소송요건이나 소송법상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수준을 

넘어 행정법 및 행정상 분쟁에서 소송법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권모델에 따르면 행정법의 법률관계는 개인과 행정의 양면관계가 아니

라 개인-법원-행정이라는 3자관계 속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행정

280) 한스 켈젠, 변종필/최희수 역, 위의 책(주 137), 356쪽.
281) 박정훈, 행정법교육의 목표와 방향 - 행정법학의 여섯 가지 방법론, 위의 책(주 

2), 68쪽 참조.
282) 행정을 상대방으로 하는 집단분쟁과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법이 이를 사법

(司法)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송제도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선이해에서 벗어나 행정소

송의 고유한 본질을 파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송시강, 위의 글(주 

22), 21쪽 참조.
283) 박정훈, 위의 글(주 242), 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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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발전과정을 행정에 법적 구속을 부과하되 행정의 우월적 지위를 보

장하는 제1단계, 시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확

대하는 제2단계, 행정의 임무와 독자성을 존중하는, 공익과 사익의 조정

을 추구하는 제3단계로 구분하고, 제3단계를 우리 행정법이 도달해야 할 목

표로 보는 입장284)에서 볼 때 의미를 가진다. 행정법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

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행정재판이 사안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해명하고 이를 형량 조정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285) 소권모델은 법원의 관여로써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재

판을 통해 행정상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급변하는 행정현실에 대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Ⅱ. 원고적격과 주관적 공권, 보호규범이론의 재검토

소권법적 관점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관

적 공권과 특히 보호규범이론(Schutznormtheorie)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한

다. 게르버(Carl Friedrich von Gerber)에 의해 시작되어 옐리네크와 뷜러가 

체계화한 주관적 공권 개념에서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된 보호규범의 존

재는,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zwin-

gender Rechtssatz)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이익 또한 보호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286) 이는 다시 말해, 시민계급의 대표인 의회가 개인

의 사익을 보호하는 보호규범을 법률로 제정할 때에야 사인이 행정에 대하

여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287)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권리침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법 제

42조 제2항) 원고적격 인정 여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호규범이론이 비중 

284) 상세는 박정훈, 위의 글(주 275), 36-39쪽 참조.
285) 박정훈,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위의 책(주 4), 46쪽 참조.
286) 정하중, 위의 글(주 132), 65, 66쪽, 박정훈, 위의 글(주 4), 191, 192쪽 참조.
287) 박정훈, 위의 글(주 4),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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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다루어진다.288)

이러한 주관적 공권 개념과 보호규범이론은 나름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공권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신민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주체가 되고,289) 그 과정에서 보호규범이론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

유를 존중하고 사법(司法)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290)

그러나 보호규범이론은 여러 가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291) 규범

의 보호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현저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자의적이고 예측

하기 어려운 사례별 결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292) 독일의 공권

이론과 보호규범이론에 따르면 시민이 행정에 대하여 권리(공권)를 갖는 것

은 입법자의 의사, 즉 근거법률의 해석에 의하게 되는데,293) 그 배경에는 19

세기의 외견적 입헌주의와 20세기 나치 불법시대의 경험이 있다.294) 독일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 독일의 이론을 따라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295)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권리가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된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권리의 근거가 되는 보호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보호규범은 그 위반으로 인해 해당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개

개의 근거법규에 한정되는데, 절차 하자는 실체에 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

288) 예컨대,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 11. Aufl., S. 243ff. 참조.
289) 정하중, 위의 글(주 132), 50쪽.
290) 정하중, 위의 글(주 132), 83쪽.
291) 독일 내에서 보호규범이론을 비판하는 입장들에 대한 개관으로 박정훈, 위의 

글(주 4), 192-194쪽;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제8호), 2002. 8., 226-227쪽 참조. 보호

규범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으로 박규하, 주관적 공권과 행정소송

의 원고적격, 외법논집(제16집), 2004. 8., 9-13쪽 참조.
292) 정하중, 위의 글(주 132), 75쪽 참조.
293) 송시강, 위의 글(주 22), 12쪽.
294) 박정훈, 위의 글(주 4), 208쪽.
295) 송시강, 위의 글(주 22),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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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 원칙적으로 실체법적 

근거규정만이 보호규범이 된다.296)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거규정을 관

련법규로까지 확대하고 기본권을 고려하는 등 보호규범이론이 나름의 수정

을 거치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기는 하 으나, 근본적으로 실체법적 근거만

을 보호규범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청구권모델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송법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념화 필요성

을 부인하는 소권모델에 따르면 실체법규의 해석을 통해 사익보호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만 소송자격(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보호규범이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일과 달리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권리침해’를 요구하는 명시적 규

정이 없는297) 우리 법체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원고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

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 후술할 행정

소송의 목적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기는 하나 - ‘권리’ 또는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넘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는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허용하는 해석론29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의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라는 목적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그 제소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고299) 독일의 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이론과 실

무 또한 - 학계와 실무의 노력으로 많이 나아지는 하 으나 - 상황이 다르지 

않다. 앞서 본 행정재판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소송의 관문 

단계에서 청구를 배척해 버리는 것보다는 행정의 조치에 대해 일단은 다툴 

수 있게 하고300) 본안판단 단계에서 상호간에 공방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296) 박정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 - 비교법 학설 판례, 위의 책(주 4), 219쪽.
297)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9조 제4항에서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의 제소가능

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과 제113조 제1항 제1문
에서 권리침해를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인용판결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298) 박정훈, 위의 글(주 4), 208-214쪽 참조.
299) Naumann, 위의 글(주 3), 355-356쪽 참조. 다만 이러한 제소가능성의 제한으로 

행정법원에 의한 권리의 보호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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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한 행정소송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법상 분쟁에서 소송법

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권모델적 시각은 이를 뒷받침한다.

Ⅲ.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법의 소권모델 그리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을 종합하여,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즉 행정소송의 목적(혹은 

성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01) 물론 어느 하나만을 우선

하고 다른 요소는 배척 내지 무시하는 견해는 적어도 최근에는 찾기 어렵

다.302)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두 기능 중 중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독일의 통설

이자 우리의 다수설인 이른바 주관주의303)에 대하여 행정의 적법성 통제는 

300)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필요하다. 위 

주장이 민중소송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301) 행정소송을 이러한 목적에 따라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박정훈, 위의 글(주 19), 152쪽]. 객관소송과 주관소송을 본격적으로 구별한 사

람은 프랑스의 레옹 뒤기라고 한다[박정훈, 위의 글(주 19), 158쪽 각주 33 참
조]. 뒤기의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개념에 대해서는 장윤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41-145쪽 참조.
302) 두 입장의 기저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근본적인 갈등관계

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권리구제’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는 견해로 

Marxsen, Der subjektive Rechtsschutz nach klassischem Konzept und Tendenzen 
seiner Objektivierung, Die Verwaltung 53, 2020, S. 218. 참조.

303) 행정재판에 의한 통제의 성격에 대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은 독일 연방

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존재했는데,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권리보호명령’으
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주관적 권리구제를 행정재판의 일차적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압도적 다수견해 다고 한다. Marxsen, a. a. O., S. 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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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부수적 기능에 그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독일이 아닌 우리 행정

(소송)법의 체계에 더 부합하는 해석은 무엇인가? 소권법적 접근은 기존의 

논의에 더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된다.

독일 행정법의 전통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모델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청구권을 가정한다. 위 모델은 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 행정의 법

률관계에서 행정이 시민의 행정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 - 그것은 주로 

실체법의 역할이다 - 에 초점을 맞추어 법적 이론 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반

하여 소권모델은 소권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가 법원을 매개로, 혹은 

법원의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재판상 실현’으로 포커

스가 옮겨짐에 따라 기존의 권리 개념의 고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 행정소송을 주관적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

는, 객관소송으로 이해할 여지를 높인다. 주관소송이 권리 내지 청구권의 실

현에 그 목적을 둔다면 객관소송은 법원에 의한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강조

하는데, 청구권개념을 배척하고 권리의 ‘소송적’ 실현가능성을 강조하는304) 

소권모델에 따르면 - 실정법규의 해석과는 별개로305) - 객관소송이 더 바람

직한 행정재판모델임을 알 수 있다. 부흐하임이 비록 소권모델이 주관적 권

리구제체계와 조화됨을 주장하 으나306) 이는 기본법 과 행정법원법 규

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소송 체계를 선언한 독일법의 

구조 하에서 불가피한 논리 전개로 보인다.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

리 법체계에서는 소권모델이 주는 위와 같은 단초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307)

304) 풍케는 소권모델이 실체법적 청구권 대신 ‘재판상 권리실현력’(gerichtliche 
Rechtsdurchsetzungsmacht)을 핵심개념으로 한다고 한다[Funke, a. a. O.(주 259), 
S. 242.].

305) 우리 행정소송법의 구조를 근거로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요소를 논증하는 견

해로 박정훈, 위의 글(주 19), 160-165쪽 참조.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과 행정

소송법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객관소송설을 비판하는 견해로는 최선웅, 행정소

송의 원리, 2007, 69-75쪽 참조.
306) Buchheim, a. a. O., S. 260-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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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흐하임이 소권과 청구권 개념의 역사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구상한 행

정법의 소권모델은, 로마법상 악치오가 빈트샤이트에 의해 실체법상 청구권

으로 이해되고 그와 같은 민사법이론을 계승한 독일 행정법의 지배적 사고

에 대해 행정법의 독자성을 근거로 통설과 같은 실체법 중심적 해석이 타당

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한 시도이다. 주관소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

사소송에 대비하여 볼 때,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에 대한 고려, 행정

의 역할과 임무 등 개별 분쟁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아울러 수행

해야 하는 행정소송은 이 점에서도 객관소송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인정된

다.308)

307) 최계 ,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행정법연구(제42호), 2015. 7., 125-126
쪽은 우리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에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기능이 객관적 위법성 통제와 주관적 권리구제 중 어디

에 더 비중이 있는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인데, 독일과 달리 권리침해에 관

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권리침해를 항고소송의 소송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위 글은 우리 항고소송이 객관소송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독일과 같은 철저한 주관소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308) 다음과 같은 서술 또한 참고할 만하다. “민사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 관

념을 토대로 실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에 한정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적인 재판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은 어느 한 개인의 주관적

인 권리의 보호에만 한정되지 않고, 행정의 객관적인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능

도 갖고 있다. 민사재판과 다른 행정재판의 독자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강
지은, 독일 공법상 1차권리구제와 2차권리구제 - 전통적 도그마틱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제60호), 2020. 2.,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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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지금까지 부흐하임이 제시한 행정법의 새로운 이해방법으로서 소권모델을 

살펴보고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부흐하임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기초로서 실체법상 청구권을 상정하고 소송

법의 역할을 실체법적으로 완결된 행정상 법률관계를 단지 소송으로 반 하

는 데 국한시키는 독일 행정법의 지배적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를 청구권모

델이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부흐하임이 주장하는 소권모

델은 실체법 규정뿐만 아니라 소송법 규범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실체적 청구권 개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다.

소권모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권모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청구권모델은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에 대한 실체적 취소청구권을 가정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확인소송이 순수하게 소송법적 제도임을 고려할 때 확

인청구권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권모델은 규범폐지권한 등 법원의 

권한이 행정의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고, 기본법 제19

조 제4항이 ‘재판상’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로부터 청구권을 도출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독일 민사법, 특히 빈트샤이트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청구권모델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소권모델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소권과 청구권, 주

관적 권리라는 기본개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소

권’으로 번역되는 로마법상의 악치오는 권리와 그 실현수단이 합쳐진 개념이

었다. 19세기에 들어 사비니가 이를 권리로서 파악하고, 빈트샤이트는 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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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실체법적 요소를 분리하여 청구권(Anspruch) 개념을 확립하 다. 이

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공법에서는 19세기에 옐리네크와 뷜러 등에 의해 주

관적 공권의 개념과 보호규범이론이 형성되었다. 부흐하임은 보호규범이론의 

적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한 사람이 루프이고, 대표

적으로 그의 입장을 청구권모델로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청구권모델은 독일 

사법학의 통설인 빈트샤이트의 청구권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부흐하임에 따르면 법 내용의 개인적 귀속으로서 주관적 권리는 타인

에 대한 주장가능성 내지 의사의 힘, 효과의 약속, 집합개념 등의 관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 한편 소권(actio) 또한 개인의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

가능성 또는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권리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인정할 수 있

다. 청구권에 귀속기능과 권리보호기능, 법률관계의 구체화기능 등이 인

정되나 주관적 권리와 소권만으로도 위 기능이 수행될 수 있고 이를 청구권

만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권개념은 불필요하다.

실체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청구권모델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권모델에 따를 때 확

인소송과 취소소송은 확인청구권과 취소청구권을 전제하지 않는 순수한 소

송상의 제도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원법 에 규정된 재량고려사유

의 보충을 행정의 실체적 권한과 무관한 소송법상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고, 

재판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소권모델은 완결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행정실체법과 청구권을 핵심개념으

로 삼는 지배적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소권모델

에 대하여 그 극복대상으로 제시된 청구권모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이

론적 배경으로서 민사법상 논의에 비해 공법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

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위 모델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독일 행

정법의 실체법 중심적 경향을 드러내고 행정소송법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한

다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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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법적 관점은 행정법에서 소송법의 위상과 행정소송의 의미를 제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원고적격의 판단에서 주관적 공권과 보호규

범이론의 극복필요성을 일깨운다. 또한 우리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

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제2절 결어

현대의 행정(行政)은 복잡한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모하고, 행

정법은 그와 같이 부단히 변화하는 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입법

과 사법(司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정의하는 전통적인 이해

에서도 엿볼 수 있듯 행정법은 그 어느 법분야보다도 그 대상이 포괄적이고, 

따라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309) 마찬가지로 복잡다기할 수밖에 없는 행정

법에 대한 인식체계를 청구권모델과 소권모델이라는 도식적인 구조로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작부터 이미 일정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흐하임이 제시한 행정법의 소권법적 이해는 적지 않은 문제점 - 

특히 독일의 주관적 권리구제체계 하에서 통설을 비판하는 데서 기인하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과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자체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부흐하임은 자신이 제안한 

이론모델의 정당화를 위해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개념의 기원을 탐사

하고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한다. 역사적 고찰의 결과로서 그의 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먼저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309) 세계화와 정보화, 이해관계의 다원화, 국가기능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법학방법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

하다는 견해로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
정법연구(제48호), 2017. 2., 86-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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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태도와 노력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법이 어떻게 생성되어 발전하여 

왔는지를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해 법발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 성찰의 태도이다.310) 부흐하임의 시도는 이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소권모델은 기존의 독일 행정법학에서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개념과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도이다. 부흐하임은 자기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로마법과 사법(私法), 소송법의 논의를 경유하나 독일 공법의 유구한 

전통에는 기대지 않는다. 이로써 그의 연구는 한계와 동시에 독자적 의의를 

획득한다. 비록 그의 시도가 독일 행정법의 도그마틱이라는 거대한 벽에 작

은 균열밖에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균열은 시대와 관점의 변화에 따

라 새로운 시각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독일법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 행정법에도 소권모델이라는 접근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은 

전술한 것과 같다. 행정법의 소권중심적 이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또한 

부족하나마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310) 박정훈, 위의 글(주 281),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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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as Aktionenmodell des 

Verwaltungsrechts

－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actio, 

Anspruch und subjektives Recht －

Shin Chul-Soon

Seoul Nationale Universität

Im Zusammenhang mit der Auseinandersetzung über den Zweck und die 

Funktion des Verwaltungsprozesses bietet das Aktionenmodell des Verwal-

tungsrechts ein Anhaltspunkt für die Diskussion.

Nach Ansicht Buchheims kann man eine herrschende Tendenz in der deut-

sch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finden, die Verwaltungsrechtsverhältnisse 

als Syetem des materiellen Anspruchs begreift, welches als „Anspruchs-

modell‟ bezeichnet werden kann. Dieses Modell, das einer Anfechtungsklage 

einen materiellen Aufhebungsanspruch unterstellt, beschränkt das Prozessrecht 

darauf, das im materiellen Recht bereits entschiedene Rechtsverhältnis ledig-

lich prozessual zu spiegeln.

Ein alternatives Modell, Aktionenmodell, ist ein Versuch, das Verwaltungs-

recht aufgrund des Konzepts der römischen actio zu rekonstruieren. Das 

„Aktionenmodell‟, welches den Aspekt der gerichtlichen Rechtsdurchs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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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usstellt, greift das Rechtsverhältnis im Verwaltungsrecht im Zusammen-

hang nicht nur mit dem materiellen 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mit den 

Normen des Prozessrechts und der Rolle des Gerichts auf. Der Begriff des 

materiellen, von gerichtlicher Rechtsdurchsetzung unabhängigen Anspruchs ist 

unnötig.

Um theoretische Grundlagen des Aktionenmodells und Hintergrund des An-

spruchsmodells zu untersuchen, ist eine historische Betrachtung über actio, 

Anspruch und subjektives Recht gefordert. Actio, der Schlüsselbegriff des rö-

mischen Privatrechts, war ein Konzept, das subjektives Recht und Durchset-

zungsmittel umfaßt. Im 19. Jahrhundert begriff Savigny die actio als subjek-

tives Recht und legte Windscheid den Anspruchsbegriff durch die Hervorhe-

bung des materiellen Elements der actio fest. Die Deutung Windscheids be-

einflusste auch die Lehre von öffentlichem Recht, die dem Begriff des öf-

fentlichen subjektiven Rechts bei Jellinek und Bühler zugrundelag, und 

wurde theoretischer Hintergrund des Anspruchsmodells des Verwaltungs-

rechts.

Die Betrachtung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und des Verhältnisses zwi-

schen actio, Anspruch und subjektives Recht ermöglicht, subjektives Recht 

als individuelle Zuordnung und actio als gerichtliche Durchsetzungsmacht an-

zuerkennen, und daneben Anspruchsbegriff als entbehrlich anzusehen. Durch 

das Aktionenmodell, an das Konzept des materiellen Anspruchs nicht ange-

lehnt, kann man die Selbstständigkeit des Prozessrechts erkennen und einige 

Bestimmungen der VwGO, z. B. Anfechtungs- und Feststellungsklage, als 

rein prozessuale Institutionen verstehen.

Trotz einigen methodischen Problemen der aktionenrechtlichen Perspektive, 

z. B. die Undeutlichkeit des Streitgegenstands oder sparsame Überlegungen 

über die Sonderheiten des öffentlichen Rechts, kommt diesem Modell 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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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ße Bedeutung dadurch zu, dass es das herrschende Verständnis der deut-

schen Verwaltungsrechtslehre und seine historische Ursprung erklärt. Das 

Aktionenmodell lässt den Sinn des Prozessrechts und des Gerichts im Ver-

waltungsrecht wiedererkennen und bietet die Gelegenheit, deutsche Schutz-

normtheorie wieder zu bewerten. Nicht zuletzt für den Standpunkt, Verwal-

tungsprozess als die objektive Struktur zu verstehen, ist dieses Modell hilf-

reich.

Schlüsselwörter: Anspruchsmodell, Aktionenmodell, actio, Anspruch, 

subjektives Recht

Student Number: 2015-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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