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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多元的 法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行政訴訟의 現狀과 發展方向,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을 중심으로―

朴 正 勳**

1)

Ⅰ. 序說

1. 法의 支配와 行政法․行政訴訟

19세기 말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정립한 국의 A. V. Dicey는 법

의 지배가 갖는 첫 번째 의미로서 일반법(regular law)의 절대적 우위와 최고

성을 강조하 다. 그리하여 행정에게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그럼으

로써 일반 私法과는 구별되는 법 역으로서의 公法(public law)이라는 관념을 
거부하고, 이러한 공법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행정법(droit administratif)은 법의 

지배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갈파하 다.1) 그로부터 1세기 후 국은 1976

년의 최고법원규칙 第53編(Rules of Supreme Court Order 53)과 1981년의 최

고법원법(Supreme Court Act)을 통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공법

적 문제에 관한 특별소송절차인 사법심사청구(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JR) 제도를 도입하 다. 그렇다면 이 1세기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Dicey가 애당초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문제는 바로 그가 부정하고자 하 던 

행정의 특별한 권한 내지 재량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時와 장소를 불문하고 국

가공동체의 운 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데 있다. 무릇 우리가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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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인 “韓國에서의 法의 支配(Rule of Law in Korea)”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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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n the Law of the Constitution. 8.ed., 
London 1915(reprint 1982), p.120, 213-273(안경환․김종철 역, 헌법학입문, 1993, 
p.121, 2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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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누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국가공동

체의 운 을 맡는 행정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행

정에게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정

에게 특별한 制限과 統制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모순을 조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다. 행정에 대한 
특별한 授權과 특별한 制限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갖는 法으로서 행정법,2) 그

리고 행정에 대한 특별한 통제와 그 자율적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은 이러한 지혜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근대 서구에서는 이러한 행정법과 행정소송이 나라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발

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생성․발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가장 파격적으로, 私法과의 단절을 통해, 생성된 다음 200년에 걸쳐 지
속적인 발전을 거듭하 고, 독일에서는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군주와 시

민계급의 타협의 산물로, 私法의 모방에 의해, 생성된 후 수차의 변질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선진적 발전에 힘입어 커먼․로 전통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생성되어 

오다가 1980년대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

으로부터 받아들인 커먼․로 체계를 기초로 하면서도 강력한 헌법의 규범력으

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양상을 보여 왔다. 근대 이후의 행정법과 행정소송의 

발전과정을 假說的으로 세 단계로 나눈다면, 국가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특별한 授權에 치중한 시기를 제1단계로, 시민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특별한 제한에 치중한 시기를 제2단계로, 이러한 양 극단을 극복

하고 행정에 대한 授權과 制限, 통제와 자율성보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기를 

제3단계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제1단계로부터 시작하 지만,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 1870년대 제3공화정부터, Blanco판결을 계기로― 바로 제3단

계로 발전하 는데, 독일은 외견적 입헌군주제와 나찌불법국가에 대한 반성으

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2단계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고, 반면에 국과 미

국은 커먼․로 전통으로 인해 제1단계와 이에 대한 反作用으로서의 제2단계를 

2) Rivero/Waline, Droit administratif. 17e éd., Paris 1998, no 32.
3) 자세한 내용은 拙著(共著), 法學의 理解, 1998, p.203-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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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제3단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나라마다 출발점과 중간과정은 다르지만 그 목표점은 행정에 대한 授權과 制

限, 統制와 自律性이라는 모순을 조화함으로써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는데 

있다.4)

우리나라는 日帝를 통해 독일의 제1단계 행정법․행정소송을 받아들인 후 

정부수립 후에도 198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의 일환으로 ―같은 독일의 행정법이지만 이제는 시민적 자유주의에 치중된 

행정법 이론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제2단계의 행정법․행정소송을 지향하여 

왔다. 아직도 식민지적, 개발독재적 행정의 우월성과 恣意性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2단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궁극

적 목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3단계의 행정법․행정소송임은 분명하다.

2.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法은 무릇 ｢善과 衡平의 技術｣(ars boni et aequi)로서 정의로운 공동체생활

을 위한 인류의 실천이성의 發露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이성은 세

계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법의 개념과 체계가 

다를지라도 법적 문제의 상황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공통적이

다. 행정법과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심부름꾼에 대한 특별한 授

權과 특별한 制限의 조화｣라는 행정법의 근본적 지혜는 법의 지배가 구현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조차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에서도 근대 이전, 특히 청교도혁명․명예혁명 이전에, 일정한 공적 임무에 
관해 국왕의 官吏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개별 법령이 제정되어 官吏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이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를 ―비록 
‘행정법’이라는 별도의 법 역이라는 관념은 없었지만― 국의 제1단계 행정법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大權的 令狀(prerogative writs)을 중심으로 
사법심사가 형성되는 단계를 제2단계 행정법 시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이 이미 제1, 2단계를 거친 국의 3단계 행정법을 계수한 것이므로, 미국 자체에는 
제1, 2단계 행정법이 없다. 프랑스에서도 제2단계 행정법 시기가 비록 독일에서와 같이 
장기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19세기 수차의 혁명기 동안 존재했었다고 본다면, 결국 
필자의 假說은 ｢모든 법질서에서 행정법은 특별한 授權→특별한 制限→양자의 조화의 

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일반화될 수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고찰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假說에서 발전의 순서 부분을 포기하고 ｢행
정법은 특별한 授權과 특별한 制限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치

면서 발전한다｣로 한층 더 일반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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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에서 독일 행정법에 편향된 상황 하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주

로 독일, 프랑스, 아니면 미국, 국 등 한 나라에 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적․정치적․사상적 배경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 나라 상호간의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술한 행정법․행정소송의 발전과정과 궁극

적 목표의 공통성, 법적 실천이성의 세계적 보편성, 특히 최근 유럽법의 발전
을 통한 프랑스․독일․ 국 행정법의 접근 경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덧 50년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판례가 

상당수 축적되고 재판실무도 정착됨으로써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행정소송 체

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종래의 한 나라에만 

편향된 비교법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多元的이고 主體的인 法比較를 통해 그동

안 우리가 발전시켜온 행정소송제도의 現狀과 위치를 확인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5) 한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비

교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하학의 기본원리이다!

행정소송 제도 자체가 행정에 대한 특별한 授權과 특별한 統制의 조화를 실

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관한 개별적 문제 또한 공통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과 개념, 그리고 구체적 해결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문제 자체는 어느 법질
서에서도 동일한 것이다.6) 本案前問題로서 재판관할의 독자성, 소송유형, 대상

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등은 도대체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어떠한 재판관

5) 同旨, 김동희, “새 천년의 행정법학의 발전방향 및 현안문제”, 법조, 2000. 1, 
Vol. 520, p.224-241(225-229). 이러한 多元的 法比較에 있어, 歐美국가뿐만 아니라 아
시아․아프리카 등 행정법․행정소송이 우리보다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법비교, 
이른바 ｢후진국 법비교｣의 필요성도 부정할 수 없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고,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 법체계에 직접 향을 미쳤고 현재도 미치고 있는 독일․프랑

스․ 국․미국에 한정하고자 한다.
6)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다원적 법비교”는 말하자면 ｢도그마틱적 법비교｣로서, 

행정소송에 관한 세계 공통의 도그마틱적 쟁점으로 재판관할, 소송유형, 대상적격, 원고
적격, 제소기간, 소의 이익, 심사척도, 심사강도 등을 추출한 다음 이에 관한 각국의 법
제․판례․이론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들의 차이는 결국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적․정
치적․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특히 행정소송은 각국의 ｢행정문화｣와 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다. 완벽한 법비교는 이러한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
고에서는 그 준비작업으로 위와 같은 도그마틱적 법비교를 시도하는 것이다. 먼저 법
제․판례․이론의 관점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그 역사적․정

치적․문화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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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및 절차에 의해, 어떠한 유형의 소송으로, 어떠한 종류의 행정작용에 대해, 

어떠한 사람의, 어느 때의 提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민사․형사소송에 대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과 다른 한편

으로 행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여 행정의 자율적 책임의 공간을 확보

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대립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本案問題인 
｢심사의 범위｣(scope of review)에서 극치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척도 

내지 기준에 의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審査尺度의 문제와 

그 위법성 판단을 어느 정도로 철저히 할 것인가라는 審査强度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후자의 문제는 민사․형사소송에서는 전혀 제기되지 않는, 행정소송에

서만 제기되는 고유한 것이다. 민사․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쟁점이 소송 자체

에서 완결적으로 판단되는데 비해, 행정소송에서는 先在하는 행정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상 그 행정의 결정을 어느 정도

로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인정, 불확정개념의 포

섭, 법률효과의 결정․선택에 관한 재량 등이 그것이다.

행정소송에 관한 위와 같은 세계 공통적 문제 가운데 본고에서는 그 하드․

웨어에 해당하는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의 관점에서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은 

소송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독일․ 국․미국의 행정소송을 고찰

한 다음 우리나라 제도의 現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裁判管轄

1. 프랑스

(1) 프랑스에서는 행정재판권이 일반 사법권(민사․형사재판권)과 완전 분리

되어 형식적으로는 행정권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대혁명 당시 구체제 하에서 
보수적 태도를 취했던 法院(Parlement)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특유

의 권력분립원칙, 즉 사법권은 행정권에 전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

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1790년 법률에 의해 법원이 행정에 대해 관여를 하

는 것이 형벌로 금지되었다.7) 행정에 관한 다툼은 나폴레옹에 의해 설립된 꽁

세유․데따(Conseil d'Etat)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처음에는 국왕․황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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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소위 ｢유보된 재판권｣(justice retenue)을 행사하다가 1872

년 제3공화정부터 독립된 ｢위임된 재판권｣(justice déléguée)을 행사하게 되었

고, 이때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자신의 관할로 만든 Blanco판결이 내려졌

다. 오랫동안 꽁세유․데따는 전국의 유일한 행정재판소로서, 행정소송이 단심

으로 이루어졌는데, 1953년에는 제1심으로 행정재판소(Tribunal administratif)

가, 1987년에는 행정항소재판소(Cour administratif d’appel)가 설립되었다.8)

꽁세유․데따는 편제상 수상이 원장을 겸함으로써 행정부에 속하고 조직의 

상당부분이 정책자문과 법령제정 등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

나,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부서(section contentieux)는 法官과 동일한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일반법원의 法官보다 우월한― 권위와 독립성을 갖고 광범위하

고 강력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일반법원과 독립된 행정재판

소의 탄생은 Montesquieu의 분할적 내지 할거적 권력분립이론에 의한 것이지
만, 이와 같이 행정재판소 자체가 행정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획득함으로써 이제 기능적 권력분립이론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행정재판권

도 독립된 또 하나의 사법권이라고 할 수 있다.9)

(2) 행정재판권의 분리․독립은 私法과 분리된 독자적 법 역으로서의 행정

법을 탄생시켰다. 꽁세유․데따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립하고 확대하기 위해, 

공행정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일반 사법의 내용과는 다른 법원칙들을 발전시
킨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이 먼저 존재하 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재

판기관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판기관을 통해 특별한 법 역이 

―판례법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에 관한 법적 문제 가

운데 이러한 특별한 법규율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공법 역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법 역으로 구분되어, 공법 역의 문제만이 행정재판소의 재

판관할에 속하게 된다.10) 다만 유의할 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있어 

7) Loi de 16-24 aout 1790, Art. 13.
8) Rivero/Waline, op. cit., no 192-201; Laubadère/Venezia/Gaudemet,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15e éd., 1999, no 428-478;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9e éd., 2001, no 62-76; Debbasch/Ricci, Contentieux administratif. 7e éd., 
1999, no 150-207 참조.

9) 拙稿, “行政法院 一年의 成果와 發展方向”, 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개원1주년 
기념백서), 서울행정법원, 1999, p.278-302(283-284) 참조.

10) 私物(domaine privé)에 대한 公物(domaine public)의 관념, 사법상 계약(contrat 
privé)에 대한 행정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contrat administratif)의 관념, 사법적 관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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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o 판결이래 주로 공익 내지 공공성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는 결

과, 지배복종관계를 공법의 징표로 보아 형식적으로 대등한 관계인 국고행정

(물품구입, 공공건축공사 등)을 전부 사법관계로 보는 독일과는 달리, 그 액수

와 중요성에 비추어 공공성이 큰 것은 공법 역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여

하튼 프랑스의 ‘행정소송’(contentieux administratif)은 일관하여 일반법원과는 

분리된 행정부 소속의 특별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재판관할

의 독자성이 독일․ 국․미국과 비교하여 가장 크다. 또한 프랑스의 ‘행정

법’(droit administratif) 또한 처음부터 私法과 완전 분리되어 실정법률의 근거 

없이도 판례법의 모습으로 하나의 완결된 포괄적 체계로 생성․발전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공역무(service public)에 관한 법｣으로서 모든 개별 행정 역을 포

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뉘앙스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송에 

관한 법규 또한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독립된 행정소송법전인 ｢행정재판소 

및 행정항소재판소 법전｣(C.T.A.C.A.A.)(code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독일

(1) 독일에서는 사법권에 속하는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고등행정법원(Oberverwaltungsgericht/Verwaltungsgerichtshof)․지방행정법원(Ve

rwaltungsgericht)이 갖는다. 19세기 후반 독일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프랑스의 
예에 따라 행정부에 속하는 고등행정재판소를 州마다 1개씩 설치하 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폐지하고 행정재판권도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

이다. 다만, 독일의 사법권은 단일한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일원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원적 구조를 갖는다. 연방행정법원과 동격으로, 민사․형사사건

을 담당하는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연방재정법

원(Bundesfinanzgericht), 사회보장사건을 담당하는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
gericht) 및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이 설치되어 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연방헌법

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그 위에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재판은 조세

용(gestion privé)에 대한 공법적 관리작용(gestion pubique)의 관념, 사법적 공사도급(tra-
vaux privés)에 대한 공법적 공사도급(travaux publics)의 관념 등이 그 산물인데, 槪念
雙 중 앞의 것들은 일반법원의 관할을, 뒤의 것들은 행정재판소의 관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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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회보장사건을 포괄하는 것인데, 연방행정법원은 이 양자를 제외한 나

머지 일반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여하튼 독일의 행정재판권은 프랑스와는 

달리 사법권에 속하지만, 국․미국․우리나라와는 달리 사법권 자체가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관한 법규로서 ―민사

소송법을 거의 준용하지 않는 독립된 체계를 갖는 소위 자족적 법률로서― 행

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이 제정되어 있다.11)12)

(2)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프랑스에서와 같이 행정재판권이 행

정부에 소속되어 일반법원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

후 행정법원이 일반법원과 동일한 사법부에 속하게 된 데다가, 프랑스와는 달

리, 행정상 손해배상사건이 일반법원의 관할로 되고,13) 상술한 바와 같은 좁은 

공법 개념으로 인해 국고행정관계 또한 모두 일반법원의 관할이 되므로, 독일

의 행정소송(Verwaltungsprozeß)의 독자성은 프랑스의 그것에 비해 약한 것이
다. 또한 프랑스에서 꽁세유․데따가 판례법으로 일반 사법과 전면적으로 독

립된 행정법체계를 구축한 것과는 달리, 독일의 행정법은 민법을 모방하여 성

립된 후 서서히 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밟았다.14) 뿐만 아니라, 공법의 개

념 자체가 지배복종관계라는 형식적 징표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

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6년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정에 의해 그동안 판례에 의해 인정되던 행정법의 특수한 규율들이 성문화

되었다.15) 그리하여 독일의 ‘행정법’(Verwaltungsrecht)은 개별 행정 역들을 포

괄하는 특별행정법(Besonderes Verwaltungsrecht)과 그 공통된 실체법적 규율에 

11) 조세사건에 관해서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이, 사회보장사건에는 사회법
원법(Sozialgerichtsordnung)이 각각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12) 독일의 행정재판권의 연혁과 구조에 관해 G.-C. von Unruh, Verwaltungsgerichts-
barkeit im Verfassungsstaat, 1984; ders, “Einführ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Preußen,” Jura 1982, S. 113-126; W. Rüfner, “Die Entwicklung der Verwaltungsgerichts-
barkeit,” in: Jeserich u.a. (Hg.), Deutsche Verwaltungsgeschichte. Bd.III, Stuttgart 1984, 
S. 909ff.;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Stand 2000), §
1-§ 5; Hufen, Verwaltungsprozeßrecht. 4.Aufl., 2000, § 2(S. 26-38) 참조.

13) 이는 독일 기본법 제34조 제3문이 명시하고 있다.
14) W. Meyer-Hesemann, Methodenwandel i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1981, S. 29-31 참조.
15) 이에 관해 특히 Mußgnug,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zwischen Richter-

recht und Gesetzesrecht, in: Festschrift der Jur. Fakultät zur 600-Jahr-Feier der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1986, S. 203-229(203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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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행정법(Allgemeines Verwaltungsrecht)으로 독자적 법 역으로서의 체

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실정법률의 근거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뉘앙스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3. 국

(1) 국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작용도 그것이 권한유월(ultra vires)인 경우에
는 그 담당 공무원은 私人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재

판권이 민사재판권과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일반법원(common law court)의 

관할에 속하 다. 따라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반 私法

과 독립된 법 역으로서 행정법의 관념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序頭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6년과 1981년 개혁에 의해 ―정확하게는 England

와 Wales에서― 사법심사청구소송(application for judicial review; AJR) 제도
가 도입되었는데, 공법적 사건은 반드시 이를 통해야 하고, 그 관할은 고등법

원(High Court)의 국왕재판부(Queen’s Bench Division)의 전담재판부에 속하게 

되었다. 항소심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상고심은 최고법원(House of 

Lords)이 맡는다. 만일 공법적 사건을 일반법원에 민사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절차남용(abuse of process)으로 각하하는 것이 1983년 O’Reilly v. Macman 판

결16) 이후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제 국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행정소송에 관한 실질적인 ｢재판관할의 배타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17)

(2) 이와 같이 국의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 행정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은 ｢사법심사청구｣라는 특별한 소송절차와 

전담재판부, 그리고 별도의 소송법규(1981년의 최고법원법)에 의거하여 상당한 

정도로 독자성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재판권이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一

元的 司法權에 포괄되고 단지 職務管轄의 관점에서만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그 독자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6) 2 A.C. 237.
17) de Smith/Woolf/Jowell,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5.ed., 1995, 

para. 1-006∼1-043, 3-001∼3-034; C. Lewis, Judicial Remedies in Public Law, 2000, para. 
3-001∼3-041; C. Emery, Administrative Law: Legal Challenges to Official Action, 1999, 
p.123-124, 141-155; Wade/Forsyth, Administrative Law. 8.ed., 2000, p.636-653 참조.



2001. 12.]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75

국에서 공법의 역은 機能의 公共性을 징표로 함으로써 독일에서의 국고행

정관계까지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것이다. 그러나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독

자성은 아직 주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데 불과하고, 내

용적으로는 개별 행정 역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일반

행정법’(Allgemeines Verwaltungsrecht)과 같은 개별 행정 역에 공통적인 실체

법적인 내용도 체계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의 ‘행
정법’(administrative law)은 그 독자적 의미에 있어 후술하는 미국의 것보다는 

강하지만, 프랑스․독일의 그것보다 약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미국

(1) 미국(연방에 한정하여 고찰함)에서는 ―개별법률이 특별한 관할과 절차

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미합중국법전 제28편 (28 U.S.C.) 제1331조 소

정의 일반관할조항에 의거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커먼․로 소송(common law 
action)의 형식으로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해 특별한 소송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방민사소송규칙(Fe-

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의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1946

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6개의 조문18)에서 사

법심사(judicial review)의 대상․원고적격․심사범위 등 그 허용요건과 본안요

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私人간의 민사소송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행정소
송 특유의 문제로서, 행정소송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모두 특별한 규율을 받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관할과 절차의 면에서 민사소송과 

독립된, 그것과 대등한 범주로서, ‘행정소송’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 즉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특

별한 소송｣이라는 의미에서 ‘행정소송’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19)

(2) 그러나 미국의 ―특히 ‘행정소송’은 관할․절차의 면에서 민사소송으로
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록 제1심인 연방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

18) 5 U.S.C. § 701조∼§ 706.
19) Schwartz, Administrative Law. 3.ed., 1991, § 8.1-§ 8.4; Pierce/Shapiro/Verkuil,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2.ed., 1992, § 5.1-§ 5.3; Strauss/Rakoff/Schot-
land/Farina, Gellhorn and Byse’s Administrative Law. 9.ed., 1995, p.1106-1113; Gell-
horn/Levin,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4.ed., 1997, p.342-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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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內部的 事務分擔에 불과한 것이고, 프랑스․독일은 

물론 국의 그것에 비해서도 독자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

법’(administrative law)도 일반적으로 주로 행정절차와 사법심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개별 행정 역 또는 그에 공통된 실체법적 내용

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국에서의 사정과 비슷하지만, 국의 행정법은 

최소한 소송과 관련하여 공법으로서의 독자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
정법이 가장 약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이와 

같이 가장 약한 뉘앙스와 독자성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법’과 ‘행정소송’이라는 

용어가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에는 내용상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행정실체법과 

행정소송법에 상응하는 규율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것

이 프랑스와 독일에서와 같은 개념과 체계로 집대성되어 있지 않고 민법과 민

사소송법, 그리고 환경법․건축법․은행법 등으로 분화된 법 역에 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소재와 판례들을 찾아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

법․행정소송법 체계와 대응하여 비교․검토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5.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재판권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 사

법부에 속하고(헌법 제101조), 프랑스와는 달리 행정부에 속한 특별행정재판소

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도 다르게 사법부 안에서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

법을 준용함으로써 독일의 행정법원법과 같은 자족적 법은 아니지만, 행정소

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어 행정소송에 관한 ｢절

차적 배타성｣이 인정되고 있고, 또한 1998. 3. 1.부터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및 각 지방법원본원 행정재판부)이 설치되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됨으로써20) ｢제1심 관할의 배타성｣까지 발생하 다. 이러
한 행정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사법부의 산하 전문법원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프랑스는 물론 독일에서와 같은 행정재판권의 분립은 아

니다. 국의 제도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는, 국에서는 동일한 법원(High Court) 안에 전문재판부를 두는 방식을 취하

20)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40조의 4, 부칙 제2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
구역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및 별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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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비해, 독립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독자

성에 있어 독일보다는 약하지만 국보다는 조금 강한 뉘앙스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은 1980년대 이후 일반행정법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전제하지 않는 독자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

다는 점에서 독일의 그것에 상응하지만, 개별 행정 역에 관해서는 독일의 특

별행정법에 비견할 만한 포괄적 체계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행정
법’도 국의 경우에 비하여 강한 뉘앙스를 갖는 것만은 분명하다.

6.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관할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

성의 정도는 프랑스․독일․ 국․미국의 순서에서 독일과 국 사이에 위치

한다.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의 독자성은 역사적 우연성 속에서 권력분립원칙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
로 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해 극복됨으로써, 오늘날에는 행정소송의 전문

성이 그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법부의 일원성과 법관

의 직무종합성은 법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소송에 이

바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 요청을 조화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

라의 제도가 세계적 관점에서 평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

다. 다만 행정법원 소속 법관의 단기간의 인사이동은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추
고 행정재판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근무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Ⅲ. 訴訟類型

1. 독일

(1)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행정소송은 실질적으로 취소소송

(Anfechtungsklage)과 당사자소송(Parteistreitkeiten) 두 가지 형태만으로 구성되

어 있었는데, 이는 후술하는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과 대응된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당사자소송은 봉급청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되

었고, 취소소송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행정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경을 가하는 개별․구체적 법적 행위｣로 

매우 좁게 파악되고 그나마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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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記主義로 말미암아, 취소소송으로 포착될 수 없는 행정작용이 많았다.21)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빠짐 

없는 내지 포괄적인 권리구제(umfassender Rechtsschutz)를 천명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원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여전히 매우 좁은 행정행위로 한정하면서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금지소송(Unterlas-

sungsklage)과 그 발동을 구하는 일반이행소송(allgemeine Leistungsklage)을 규
정하고, 과거의 당사자소송은 일반이행소송으로 충족되므로 이를 폐지하 다. 

나아가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Verpflichtungsklage)과 법률관

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Feststellungsklage)까지 인정하 다. 이와 

같이 독일의 행정소송유형은 본질적으로 행정행위 개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22)

(2) 먼저 독일의 행정행위 개념을 살펴보면, 이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1문

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공법 역에서 개별사안의 규율
을 위해 행정청에 의해 내려지는,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기타의 조치”이다.23) 이 가운데 중요한 징

표는 ｢개별사안의 규율｣과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이다. 첫째, 

행정행위가 개별사안의 규율에 한정되므로, 법규명령․조례 등 행정입법은 행

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다. 다만, 행정법원법 제47조는 고등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직접적․추상
적 규범통제소송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24) 둘째, 행정행

21) 이는 프랑스에서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에 이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월권
소송의 대상이 행정입법까지 포함하여 행정작용의 상당부분을 커버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데, 독일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외견적 입헌군주제로 말미암아 행정소송의 발전
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한 개관으로 Hufen, a.a.O., § 13(S. 229-237) 참조.
23) [jede Verfügung, Entscheidung oder andere Maßnahme, die eine Behörde zur 

Regelung eines Einzelfalles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trifft und die auf 
unmittelbare Rechtswirkung nach außen gerichtet ist.]

24)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건설법전(BauGB)에 의해 제정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및 법규명령과, 둘째 ―州法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州법률의 하위 법규명령
이다. 원고적격은 당해 법규명령 규정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모든 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제소기간은 공포 이후 2년 내이
다.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상의 ｢포괄적 내지 빠짐 없는 
권리구제｣(umfassender Rechtsschutz)에 의거하여 위 행정법원법 제47조를 ―합헌적 해
석의 방법을 통해― 준용하여 직접적 규범통제소송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사실행위의 

경우에 준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금지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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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한 ｢규율｣(Regelung)로서, 객관적인 의미

내용상 시민 기타 법인격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조치만을 행정행위로 파악하고, 시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적으로 사실상의 향을 미치거나 법적인 효과를 초래하긴 하지만 간접적인 

결과에 불과한 경우, 예컨대 행정 내부의 훈령․지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

의․동의, 준비행위, 사실행위 등은 제외된다.25)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서 제외
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금지소송, 일반이행소송, 그 이외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다.

(3) 다음으로 행정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독일의 모든 유

형의 행정소송은 철저한 주관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26) 즉, 독일 기본법 제19

조 제4항 이 ｢권리가 침해된 때｣를 요건으로 포괄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독일의 행정소송은 이미 헌법의 차원에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주

관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

송의 원고적격에 관해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가 행정행위 또는 그 

거부나 부작위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만 소송이 허

용된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의 주장｣을 원고적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

은 금지소송․일반이행소송․확인소송 등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는 것이 판례․통설이다.27) 또한 취소소송의 본안요건에 관하여 동법 제113조 
제1항 제1문은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때

에는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와 존재하는 재결을 취소한다”28)고 규정함으로써 객

에 관해 특히 J.-Ch. Pielow, “Neuere Entwicklungen beim Prinzipalen Rechtsschutz ge-
genüber untergesetzlichen Normen,” Die Verwaltung 1999, S. 445-479 참조).

25) BVerwGE 60, 145; BVerwG, DÖV 1992, 970; Kopp/Ramsauer, Verwaltungsver-
fahrensgesetz. 7.Aufl., 2000, § 35 Rn.48;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3.Aufl., 
2000, § 9 Rn.6, 26; Erichsen (H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1.Aufl., 1998, § 12 
Rn.39 등 참조.

26)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a.a.O., Vorb § 42 Abs.2 Rn.1-16; Krebs, 
“Subjektiver Rechtsschutz und objektiver Rechtskontrolle,” in: System des verwaltungs-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Festschrift für C.-F. Menger), 1985, S. 191-210 참조.

27)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a.a.O., § 42 Abs.2 Ⅱ. Rn.21-35; Eyermann, 
Verwaltungsgerichtsordnung. 11.Aufl., 2000, § 42 Rn.80 참조.

28) [Soweit der Verwaltungsakt rechtswidrig und der Kläger dadurch in seinen 
Rechten verletzt ist, hebt das Gericht den Verwaltungsakt und den etwaigen 
Widerspruchsbescheid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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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위법성 이외에 권리침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적격 부분에서 

｢권리침해의 주장｣이, 본안요건 부분에서 ｢권리침해의 사실｣이 각각 자리잡고 

있어 ｢권리침해｣가 취소소송의 全部分을 관통하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때의 “권리”는 판례․통설상 保護規範(Schutznorm)理論에 의해 ｢개개의 법규에

서 보호되고 있는 사익｣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법규위

반)이 ―원고적격 단계와 본안 단계에서 모두― 권리침해와 결부되어 있음을 
｢위법성의 견련성｣(Rechtswidrigkeitszusammenhang)이라고 하며, 이러한 견련성

은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29)

둘째, 독일의 취소소송은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리

가 “공정력”이라고 부르는― ｢단순위법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효력｣

(fehlerunabhängige Wirksamkeit)을 소멸시키는 순수한 형성소송으로 파악된

다.30) 그리하여 소송 도중 직권취소 등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면 ｢취
소｣의 대상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소송은 불가능하고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4문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행정

행위의 과거시점의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의 형태로 변경된다. 이

를 계속확인소송(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이라고 한다.31)

이와 같이 독일의 취소소송이 주관소송과 형성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

다는 점은 여러 가지 구체적 결과를 빚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경을 가하는 개별․구체

적 법적 행위｣라는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그 정도

가 되어야 비로소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한 법적 행위이어야만 공

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32)

29) Schmidt-Aßmann, in: Maunz/Dürig, Grundgesetz, § 19 Rn.8; Schoch/Schmidt- 
Aßmann/Pietzner, a.a.O., § 42 Abs.2 Rn.48, Vorb § 113 Rn.4, § 113 Rn.11-19; Krebs, 
“Subjektiver Rechtsschutz und objektiver Rechtskontrolle,” in: System des verwaltungs-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Festschrift für C.-F. Menger), 1985, p.191-210 (204) 참조.

30)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a.a.O., § 42 Abs.1 Rn.2; Hufen, a.a.O., § 13 
Rn.14 참조.

31)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a.a.O., § 113 Rn.76-108; Hufen, a.a.O., § 18 
Rn.53-86; Kopp/Schenke, Verwaltungsgerichtsordnung. 12.Aufl., 2000, § 42 Rn.58, § 113 
Rn.95-148 참조.

32) 또한 위법판단 기준시의 문제에도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후술하는 바와 같
이 객관소송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갖는 프랑스 월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통

제를 위한 위법 여부의 확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處分時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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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1) 프랑스 행정소송의 주된 유형은 越權訴訟(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과 完全審理訴訟(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이다. 그 외 넓은 의미의 확인

소송(recours déclaratif)으로 해석소송(recours en interprétation)과 효력평가소송

(recours en appréciation de validité)이 있는데, 행정법원에 직접 제소되는 경우

와 민사․형사법원으로부터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33)

(2) 월권소송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
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unilatéral)의 개념이 매우 넓다. 첫째, 일방적 행정행위이므로 행

정계약이 제외되지만, 행정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은 행정계약에서 분리

되는 행위(acte détachable)로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행정행위는 법

적 행위(acte juridique)이지만, 프랑스에서 법적 행위라 함은 독일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청의 단순한 견해표명은 제외

되지만, 경고, 권고, 공적 시설의 설치 등 독일에서는 사실행위로 분류되는 것

도 그것이 법적인 의미를 갖고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향을 초래하는(faisant 

grief) 것인 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개

별행위(acte individuel)뿐만 아니라 법규제정행위(acte réglementaire)도 포함한

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내려진 개별행위에 대한 
월권소송에서 행정입법을 다투는 위법성항변(exception d’illégalité)과 더불어

― 직접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4)

(3) 월권소송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첫째, 원고적격이 ｢개인적이고 직접

적인 이익｣(intérêt direct et personnel)으로 넓게 파악되고 본안의 취소사유에 

되지만, 독일의 취소소송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정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그 위법판단 기준시가 반드시 處分時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處分時를 위법판단 기준시로 한다는 소송법상 원칙은 없고 실체법의 내

용에 따라, 특히 원고의 권익을 위해, 얼마든지 判決時를 판단기준시로 할 수 있다고 
한다(Eyermann, Verwaltungsgerichtsordnung. 11.Aufl., 2000, § 113 Rn.45-48 참조).

33) 프랑스 행정소송의 소송유형에 관한 개관으로 Chapus, op. cit., no 227-277; 
Debbasch/Ricci, op. cit., no 766-773 참조.

34) Chapus, op. cit., no 705-717; Debbasch/Ricci, op. cit., no 234, 307, 839, 840, 
8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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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객관소송(recours objectif)이다.35) 특

히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규의 사익보호성과는 무관하게 널리 사실상의 이익, 

정신적인 이익, 심지어 단체의 집단적 이익까지 포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 ―국가는 제외― 납세자로서의 이익도 원고적격으로 인정된다.

둘째, 월권소송에서의 ‘취소’(annulation)는 독일의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취소

시점까지 지속되어온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순수한 의미의 형성판결

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위법성 때문에 원래부터 효력이 없던 것을 법원이 유권적으로 확인

한다는 것이다.36) 프랑스에서 독일의 단순위법 또는 취소가능성(Aufhebbar-

keit)에 대응하는 것은 무효(nullité)인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독일의 무효(Nichtigkeit)에 해당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

다는 점에서― 부존재(inexistence)이다.37) 프랑스의 확립된 판례․이론에 의하
면, 행정행위에 어떤 위법성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무효인데, 그 위

법성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국가기관에 의해 유권적으로 위법성의 존재가 확인

될 때까지는 그 유효성 또는 적법성이 ｢추정｣되고,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으면 위법성이 확정되고 그로써 유효성의 추정이 깨어

져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무효이었던 것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

의 豫先的 特權(privilège du préalable)이다.38) 이와 같이 월권소송이 객관소송 
및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대상적

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독일의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

리의무에 직접 변경을 가하는 개별․구체적 법적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다는 

35) Debbasch/Ricci, op. cit., no 775, 792; Laubadère/Venezia/Gaudemet,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15e éd., 1999, no 669; Chapus, Droit administratif général. 
Tome 1. 14e éd., 2000, no 999 (p.772) 참조.

36) Laubadère/Venezia/Gaudemet, Droit administratif. 16e éd., 1999, p.101; Vedel/ 
Delvolvé, Droit administratif. Tome 2. 12e éd., Paris 1992, p.352 참조.

37) 이는 다시 사실상 부존재(inexistence matérielle)와 법적 부존재(inexistence 
juridique)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우
리나라의 ‘무효’에 상응하는 것이고, ‘부존재’에 상응하는 것은 전자이다. Laubadère/ 
Venezia/Gaudemet, ibid. 참조.

38) Rivero/Waline, op. cit., no 97; Laubadère/Venezia/Gaudemet, Traité de droit 
administratif. Tome 1. 15e éd., 1999, no 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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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 프랑스에서는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독일과 같은 의무이

행소송은 없고 그 거부결정(décision de rejet)의 취소를 구하는 월권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첫째 2000. 4. 12. 법률에 의

해 신청 이후 행정청이 2개월 동안 응답하지 아니하면 거부결정으로 간주되어 

막바로 ―우리나라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월

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39) 둘째는 1995년 법률에 의해 거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 원고의 신청에 기하여 판결주문에서 계쟁 행정행위의 발급 또

는 재결정을 명하는 이행명령(injonction)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이

다.40) 이 이행명령은 거부결정의 취소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 가능하다.41) 그러나 이행명령의 실제적 의의가 

가장 큰 것은 거부결정에 대한 월권소송의 경우인데, 여기서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확보하기 위

한 부수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독일 의무이행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42) 이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

정한 집행조치가 행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취소판결이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때이다. 이에 따라 

거부행위 취소판결에서는 계쟁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그 발급을 명

하는 이행명령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결정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선고되는 

39) 종래에는 1900. 7. 17. 법률에 의해 신청 이후 4개월간 행정청의 부작위(silence)
가 있는 경우 거부행위로 간주되었는데, 위와 같이 2000년의 법률에 의해 그 기간이 2개
월로 단축되었다. 이에 관해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9e éd., 2001, no 
661; Debbasch/Ricci, op. cit., no 345 참조.

40)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9e éd., 2001, no 1092-1106; Chaba-
nol, Code des tribunaux administratif et des cours administrative d’appel. 5e éd., 1998, 
p.74-78; Debbasch/Ricci, op. cit., no 666; Pacteau, op. cit., no 323 참조.

41) 예컨대 공무원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때에 ―독일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결과제거명령과 유사하게― 원고의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2) 프랑스에서는 권력분립원칙상 월권소송에서는 단지 행정행위의 취소만이 가능
하고 행정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오랜 기간 확립되

어 왔는바, 이행명령이 취소판결의 집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원칙이 
전면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Chapus, op. cit., no 1092 참조), 
이행명령의 도입이 프랑스 행정소송 체계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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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3)44)

(5) 완전심리소송은 월권소송과는 달리 주관소송(recours subjectif)으로서, ―

독일의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권이 원고적격과 본안요건으로 요

구된다. 이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과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으

로45) 주로 공법상 금전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지만,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계

약의 이행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46) 꽁세유․데따가 
자신의 재판관할을 확대한 Blanco판결이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완전심

리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3. 국

(1) 국에서 소송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구제수단(remedy)이다.47) 전통적으로 

43) 이는 독일 의무이행소송에서 기속행위에 대해 특정행위명령판결(Vornahme-
urteil)이, 재량행위에 대해 재결정명령판결(Bescheidungsurteil)이 선고되는 것과 대응
된다(독일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5항).

44) 월권소송에서 위법판단 기준시는 處分時이지만, 이행명령의 판단기준시는 判決
時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 판례는 C.E. 18 octobre 1995, Ep. Réghis, Rec. Lebon 
p.989; C.E. 4 juillet 1997, Ep. Bourezak, Rec. Lebon p.278 A.J. 1997, p.584; C.E. 4 
juillet 1997, Leveau, Rec. Lebon p.282 A.J. 1997, p.584 등이다. 이행명령의 기능은 일
차적으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발생하는 행정청의 의무를 明示(explicitation)하는 
데 있지만, 이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서와 같이― 判決時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
에 관해 Chapus, op. cit., no 1094, 1096; Debbasch/Ricci, op. cit., no 666 참조.

45) 위에서 언급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에 있었던 당사자소송(Parteistreitkeiten)
이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에 상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
된 것으로 보인다.

46) 행정상 손해배상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은 우리나라에
서, 각각 민사소송으로 취급된다.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이 독일에서도 행정소송(일반이
행소송)으로 다루어지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47) 소송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소송의 대상과 인용판결의 내용이다. 이 
양자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에는 소송의 대상이 결정적인 기준이고 대부분 이에 따라 인용판결의 내용이 자동적으

로 결정된다. 예컨대, 독일의 취소소송과 금지소송은 소송의 대상에 의해 구분되는데 
각각에 대한 인용판결의 내용도 상이하다. 반면에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은 ―대상
은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판결의 내용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국에서의 소송유형은 ―대상은 모두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구제수단, 즉 판결의 내용 내지 종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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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大臣의 행위에 대해서는 大權的 구제수단(prerogative remedies)으로 취

소판결(certiorari), 금지판결(prohibition) 및 직무집행명령(mandamus) 세 가지가 

있었고, 기타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커먼․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

적 구제수단(ordinary remedies)으로 명령판결(injunction),48) 손해배상(damage) 

및 선언판결(declaration) 역시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1976년/1981년 사법심

사청구소송이 도입되면서 그 구제수단으로 종래의 대권적 구제수단과 통상적 

구제수단이 통합되었다. 통상적 구제수단 중 금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과 

이행명령(mandatory injunction)은 대권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명령(prohibi-

tion)과 직무집행명령(mandamus)과 중복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보전명령

(interlocutory injunction)만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국에

서 ‘injunction’이라 하면 통상 보전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었다.49)

취소판결(certiorari)은 원래 문서송부명령으로서 하급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사
건기록을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송부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던 것인

데, 그렇게 사건기록이 송부되면 통상 원래의 결정이나 판결이 취소되기 때문

에, 의미가 전화되어 취소판결을 의미하게 되었다.50) 유의할 것은 여기서의   

｢취소｣는 프랑스 월권소송에서와 같이 본질적으로 확인판결이라는 점이다.51) 

즉, 그 ｢취소｣의 사유는 권한유월(ultra vires)로서, 행정청이 입법자가 부여할 

권한을 일탈했다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해 권한유월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무
효인 것으로 된다. 단지 유효하다는 외관 내지 추정이 발생할 뿐이다. 직무집

행명령(mandamus)은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와 동일하게, 

判決時를 기준으로 행정청의 기속적 의무가 인정되면 특정행위를 명하지만, 

행정청의 재량이 남아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재결정할 것을 명할 뿐이

다.52) 위법선언판결(declaration)은 계쟁행위의 위법성을 선언하면서도 취소판결

48) 통상 injunction은 ‘禁止命令’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injunction에는 금지를 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행을 명하는 것도, 보전조치를 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injunction은 
상위개념인 ‘명령판결’이고 그 구체적 종류로서 ‘금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이행
명령’(mandatory injunction) 및 ‘보전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49) C. Lewis, op. cit., para. 6-001∼8-058; C. Emery, op. cit., p.133-139 참조.
50) de Smith/Woolf/Jowell, op. cit., para. 14-004, 14-013∼14-014 참조.
51) Emery, Administrative Law: Legal Challenges to Official Action, London 1999, 

p.133; Wade/Forsyth, Administrative Law. 8.ed., 2000, p.306-308 참조.
52) C. Lewis, op. cit., para. 6-044∼6-065; Wade/Forsyth, op. cit., p.604-6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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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orari)과는 달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

력, 특히 반복금지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판결이 이에 상응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53) 손해배상(damage)은 여전히 일반 커먼․로 소송으로 

할 수 있는데, 사법심사청구소송에서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지만, 

항고소송과 병합될 수도 있다는 것에 상응한다. 유의할 것은 어떠한 구제수단
을 선고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이다.54) 따라서 원고가 반드시 

구제수단들을 청구취지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실무상 이를 특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예컨대 원고가 취소판결(certiorari)을 구했지만 ―우리나라의 사정

판결에서와 같이― 법원은 법적안정성 또는 공익상의 이유를 근거로 위법선

언판결(declaration)을 선고할 수 있다.

(2) 사법심사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administrative action)는 독일
과 프랑스와 같은 개념적 제한이 없고, 단지 행정청(authority)에 의한 공적 권

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excercise or non-excercise of official power)이면 충분

하다. 그리하여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 뿐만 아니라 결정기준과 방향에 

관한 지침(official statements of policy/general intention), 법적 관계에 관한 공

적 견해의 표명, 공적 기록, 부작위 등도 대상이 된다. 특기할 것은 1987년의 

Datafin 판결55) 이래 사적 단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단
체는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법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는 점이다. 그 적극적 판단기준이 대체적 성격(surrogacy)이고 소극적 판단기준

이 합의적 성격(consensual character)인데, 전자는 당해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으

53) C. Lewis, op. cit., para. 7-001∼7-034; C. Emery, op. cit., p.137-138 참조. 통
상 유럽공동체법 위반의 경우 취소판결 대신에 선언판결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사후

적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강제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된 위임입법
에 대하여 선언판결을 함으로써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1998년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유럽인권협약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법률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은 불가능하고 선언판결만이 가능하다. 선언판결이 내
려지면 내각은 당해 법률을 개정․폐지할 정치적 의무를 부담한다. 여하튼 이는 의회주
권(supremacy of Parliament)원칙상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랜 전통
을 깨뜨리는 것이다.

54) C. Lewis, op. cit., para. 11-001∼11-039; C. Emery, op. cit., p.139-141 참조.
55) R. v.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ex. p. Datafin plc. [1987] 1 All E.R.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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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당해 단체가 구성원의 합의에 기해 구성된 경

우에는 기능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의 대체적 성격이 강조되면 행정청의 범위가 확대되고 후자의 합의적 성

격이 강조되면 반대로 축소된다. 또한 어려운 문제는 당해 행위가 공법적인 

것인가라는 데 있다. 국에서 공법의 개념은 독일의 귀속설 내지 신주체설에 

가까운 것으로, 행정청에게 특수한 일방적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공법으
로 파악된다. 1980년대에는 예컨대 업허가취소의 경우 시민의 업권을 私

權으로 파악하여 이를 공법과 사법이 혼재된 사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

으나 점차 이를 전면적인 공법적 문제로 보고 있다. 특기할 것은 정부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도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으로서 사법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56)

(3) 국의 사법심사청구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같이,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사법심사청구소송의 구조는 종전의 

대권적 구제수단의 경우와 유사한 것인데, 시민이 단독으로(ex parte) ―즉, 피

고 행정청이 반대당사자가 되지 않고― 재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

(leave)를 받으면 그 때부터 형식적으로는 국왕이 원고의 지위에 서서 피고 행

정청의 행위를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건 표시도 예컨대 

“R. v. Foreign Secretary, ex. p. Baldwin”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원고는 Baldwin이지만 그의 신청에 의해 국왕(R.)이 형식적 원고로서 외무장

관의 행위를 심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왕은 국법질서를 상징하므로 결

국 행정청의 행위를 국법질서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57) 

이와 같이 국의 사법심사청구소송은 사건 표시에서 이미 그 객관소송적 성

질이 잘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고적격으로서, 프랑스의 ｢개인적이

고 직접적인 이익｣보다 더 넓은 기준인 ｢충분한 이익｣(sufficient interesse)이 
요건이다. 국에서는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오랜 기간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져 온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법심사청구｣라는 형식으로 

전환하고 재판관할, 제소기간(3개월),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의 재량 등 원고에

게 불리한 제한을 부과하는 개혁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56) C. Lewis, op. cit., para. 2-005∼2-104, 4-001∼4-083; C. Emery, op. cit., 
p.54-75 참조.

57) C. Emery, op. cit., p.124, 5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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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거가 더욱더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논거가 바로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

이다. 즉,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객관적 국법질서의 保持를 위한 것이므로, 

철저한 주관소송인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객관소송으로서의 

별도의 소송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공익을 위

하여 재판관할, 제소기간, 법원의 재량 등의 제한을 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

로 ―이러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적격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

다.58)

국의 사법심사청구소송의 구제수단 중 certiorari의 법적 성질이 형성판결

이 아니라 확인판결이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 다.

4. 미국

(1) 미국에서는 국과 마찬가지로 소송유형이 구제수단(remedy)에 따라 결

정된다. 개별 법률이 특별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의 커먼․로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구제수단

(nonstatutory remedies)이 사용된다. 이러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절차법 5 

U.S.C. 제703조는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 금지명령판결(prohibitory in-

junction), 이행명령판결(mandatory injunction), 인신보호 장 내지 석방명령판

결(habeas corpus)을 예시하고 있다. 국의 대권적 구제수단인 certiorari와 

mandamus는 국왕이 없는 미국에서 점차 사용되지 않아 결국 행정절차법에 규
정되지 않았고, 통상적 구제수단인 injunction이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특

히 1913년 Degge v. Hitchcock 판결(229 U.S. 162) 이래 certiorari는 하급법원

의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통상 계쟁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declaratory judgment와 계쟁행위의 집행을 금지하는 prohi-

bitory injunction이 동시에 사용된다. mandamus는 기속적 행위에 대해서만 가

능했던 반면, mandatory injunction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독일의 재결정명
령판결(Bescheidungsurteil)과 같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injunction이 국에서는 보전명령만을 의미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주된 구제

수단 내지 판결내용이 되고 있다.59)

58) Ibid., p.124, 125-133 참조.
59) Schwartz, op. cit., § 9.8(특히 p.577); Strauss/Rakoff/Schotland/Farina, op. cit., 

p.1108-1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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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agency action)에 관해서는 독일

과 프랑스와 같은 일정한 개념적 제한이 없다. 다만, 행정절차법 5 U.S.C. 제

701조 (b)항 (2)호는 “agency action”에 관해 동법 제551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제551조 (13)항은 agency action을 “행정청의 규칙, 명령, 허가, 제재, 급부 또

는 그에 상응하는 것 또는 그 거부 및 부작위의 전부 또는 일부”60)를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출판에 의한 공표, 서한 및 전화통화, 조언 등 非定
式的 행위들도 상대방에 대해 실제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규칙(rule)이 agency action에 해당함

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숙성(ripe-

ness)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판단기준으로 1967년의 Abbot Laboratories 

v. Gardner 판결61)에서 ｢사법판단에의 적합성｣(fitness for judicial decision)과 

｢당사자에 대한 침해성｣(hardship to the parties)을 제시하 는데, 후자는 당사
자로 하여금 그 규칙에 의거한 개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개별결정을 

다툴 때 규칙의 위법성을 항변(defence)으로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수인불가능

한 요구인 경우에는 바로 그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사건의 성숙성 요건은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

므로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호필요성 내지 소의 이익의 문제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종국적(final) 행위
이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5 U.S.C. 제704조), 아직 종결되지 않은 행정청 내

부의 행위는 제외된다. 특기할 것은 행정절차법 5 U.S.C. 제701조 (a)항 (2)호

는 법률에 의해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06조 (2)항 (A)호가 재량권남용(abuse of discretion)을 위법사

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와 유사하게― 정치적․군사적․외교적 행위에서와 같

이 고도의 정책적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62)

(3) 미국의 행정소송에서도 취소판결이 형성판결이 아니라 확인판결의 성질

을 갖는다. 우선 금지명령판결(prohibitory injunction)은 행정행위의 어떤 법적 

60) “the whole or a part of an agency rule, order, license, sanction, relief, or the 
equivalent or denial thereof, or failure to act.”

61) 387 U.S. 136 [1967].
62) Schwartz, op. cit., § 8.11, § 9.1-9.5; Strauss/Rakoff/Schotland/Farina, op. cit., 

p.1185- 1192, 1209-1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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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 자체 또는 그 행위의 집행을 금지

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5 U.S.C. 제706조 (2)항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행정청의 행위가 재량권남용, 기본권침해, 권한유월, 절차위반, 실

질적 증거의 결여, 명백한 사실오인 등 6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행정청

의 행위와 그 사실인정 및 결론을 위법한 것으로 확인하고(hold unlawful) “set 

aside”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set aside”는 행위의 어떤 법적인 ―독
일에서의 공정력과 같은―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앤다는 의미의 ｢취소｣가 아

니라 사실상 이를 폐기하여 다시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

에서는 프랑스․ 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와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성판결로서의 ｢취소｣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의 행정소송은 순수한 주관소송이 아니라 객관소송적 요소를 함께 

갖는다. 행정절차법 5 U.S.C. 제706조 (2)항은 위법사유로 (b)호의 헌법상 권
리․권한․특권․면책특권(constitutional right, power, privilege, or immunity)에

의 위반을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이외의 (a), 

(c) 내지 (f)의 위법사유는 원고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

적격의 요건도 행정절차법 5 U.S.C. 제702조에서 ｢법적인 손해｣(legal wrong),  

｢불리한 향 또는 침해｣(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독일에서와 같이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는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 ｢사실상의 손해｣(injury in fact)와 ｢이익의 역｣(zone of interes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프랑스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과 유사한데 대

하여 후자는 법률의 사익보호성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독일의 보호규범이론과 

유사하다. 1970년의 Data Processing 판결63)에서와 같이 ｢사실상의 손해｣의 기

준에 의거할 때에는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객관소송적 성격이 강해지지

만, 1990년의 Lujan 판결64)에서와 같이 ｢이익의 역｣의 기준을 사용하여 원고

의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의 역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때에는 주관소송적 성격이 강해진다. 요컨대, 미국의 행정소송은 주관소

송적 요소와 객관소송적 요소를 竝有하는데, 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 

또는 사법소극주의적― 태도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움직이는 탄력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65)

63) Association of Data Processing Service Organization v. Camp, 397 U.S. 150.
64) Lujan v. National Wildlife Federation, 497 U.S.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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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1)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

송 및 기관소송 4종류로 구분한다. 同條의 定義에 의하면, 항고소송은 행정청

의 처분 및 행정심판재결(이하 ‘처분’만을 지칭함)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

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

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

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가운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동법 제45조), 실제 

이를 규정한 법률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 등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주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지만, 우리의 당사자소송은 종래 판례․실무상 봉급청구소송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 왔고, 최근 당사자소송을 인정하는 판례66)가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판례․실무상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보다 훨씬 그 적용범위가 좁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의 대종은 항고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

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그 소송대상이 처분이라는 점

에서 동일하고 다만 ― ․미에서의 remedy와 같이― 그 청구취지와 인용판

결의 내용만이 다를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월권소

송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비해, 우리는 항고소송을 상위개념으로 하여 그 밑

65) Davis/Pierce, Administrative Law Treatise. Vol.III. 3.ed., 1994, § 16.3-§ 16.7, §
16.13-§ 16.16(2000 Cumulative Supplement), p.523-547; Schwartz, op. cit., § 8.12-§ 8.24 
참조.

6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의거한 보상금지급청구사건(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사건(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사건(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朴 正 勳 [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4호 : 66∼10992

에 세 가지 세분된 소송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

는 소송으로서(동법 제4조 제2호), 한편으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의 

유효 또는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어떤 처분의 무효 또

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가 전형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을 다툰다는 의미에서―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정도의 관점에서 
취소소송과 구분된다. 즉, 통설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처분의 단순위법을 이유

로 하는 것인 반면에, 위법성의 瑕疵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

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위법성의 瑕疵가 더욱더 심하거나 처분이 사실상 존

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취소소송이 제소기간(90일)의 제한을 받는데 반해, 무효․부존재확인소송은 그

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67) 여하튼 처분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독립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규율을 따로 정하고 있음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특징이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첫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안문제인 

처분의무의 존재가 소송대상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도 당

사자의 신청권 및 이에 대응하는 행정청의 응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상적격을 충족하기

만 하면 본안에서 자동적으로 승소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68) 

둘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사범위가 행정청의 응답의무에 국한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원고의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형식적

67) 행정소송법 제38조가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동
법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68)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고, 해석론적으로는 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대상적격과 본안요건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상
적격 단계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의무 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일응 존재하는 것으로 주

장되면 충분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여부는 본안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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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실질적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만이 심사되고, 따라서 계쟁 처분이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이 이를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문제삼지 못하고 단지 행

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이유로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거하여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거부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제 비로소 거부처분 취소소

송을 통해 계쟁 처분의 발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4)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직접 계

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고 판

례․실무상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이끌어낸 다음― 취소소송만

이 인정될 뿐이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
항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34조에서 그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를 규정

하고 있음으로써,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쟁 처분의 발급을 구하

는 소송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소송만으로는 첫

째, 심사범위 및 취소판결의 효력이 행정청이 제시한 거부처분의 이유에 대해

서만 한정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행정청은 다른 이유로써 다시 거부처

분을 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거부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를 處分時

로 보는 것이 판례인데, 이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 도중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전혀 고려할 수 없게 되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행정청은 그

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제2조 제1

항 제1호에서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행정행위 개념과는 달리 ｢개별사안｣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이고, 

｢외부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함｣이 아니라 단순히 “법집행”이

며, ｢규율｣이 아니라 널리 “공권력의 행사”이고 게다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

정작용”이라는 포괄조항까지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처분을 “권리의 설정 또

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

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69) 또는 “권리의 설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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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인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70)로 정의하여 독일의 최협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단계적 행정절차에서의 중간결정,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행위, 행정지도․권고․협조요청 등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거부처분도 국민의 권리에 직접 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관점에
서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라는 권리를 요구하는 판례가 확립되

어 있다. 판례․통설은 행정입법에 관하여, 처분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취소소송

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71) 대법원은 현재까지 특정 학교를 폐지

하는 조례와 같이 내용 자체로 처분적 내용을 갖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만 취소

소송을 인정하 을 뿐,72)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입법을 처분으로 파악한 사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과 개별지가결정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매우 좁게 파악되는 처분 개념으로 말미암아 처분성이 부정되어 

취소소송이 불가능한 행정작용은 ―다른 종류의 행정소송이 인정되는 독일과

는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처분성이 결여되

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헌법소원

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73) 법규명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법규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74)

(6) 항고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지배적 견해는 취소

소송 등 항고소송을 독일의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주관소송으로 파악하고 있

다.75) 즉, 소송의 목적이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있고 따라서 소송의 대

6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70) 대법원 2000. 10. 27. 98두8964 판결.
7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12639 판결;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7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73)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74)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1997. 6. 26. 선고, 94헌마5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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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해 개인적인 권리․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쟁송

이라는 것이다.76) 본안요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설은 위법성만을 본안요건

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본안요건에 위법성과 더불

어 권리침해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77) 그리하여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독일의 ―보호규범

이론에 의거한― 권리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판례는 
독일의 권리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근거법률에서 보호하는 사

익｣으로 파악하여 법률과의 연결고리를 고집하고 있다. 둘째, 취소소송을 독일

의 그것과 동일하게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78) 취소

소송을 명시적으로 형성소송으로 판시하고 있는 오래된 판례도 있으나,79) 최

근의 판례는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라고 설시하고 있을 뿐인데,80) 지배적 학설은 이를 

두고 판례가 취소소송의 성질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6. 評價

(1) 訴訟類型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소송유형의 다양성은 독일→ 국․미국→프

랑스의 순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독일의 다양한 소송유형은 최협의의 행정행

위 개념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국과 미국의 행정소송도 취소(certiorari, prohi-

75) 김도창, 일반 행정법론(상), 1993, p.675; 김남진, 행정법Ⅰ, 2001, p.734; 김동
희, 행정법Ⅰ, 2001, p.543; 김철용, 행정법Ⅰ, 2001, p.389;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1, p.812; 이상규, 행정쟁송법, 2000, p.2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1, 옆번호 
2193, 2233;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p.360, 523 참조.

76) 주관적 쟁송에 있어서도 부수적으로 객관적 적법성 통제의 기능이 있음을 지적
하는 견해로는 김도창, 전게서 부분; 박윤흔 전게서 부분 참조.

77) 김남진, 전게서, p.747; 홍정선, 전게서, 옆번호 2318c; 홍준형, 전게서, p.635.
78) 김도창, 전게서, p.744-745; 김남진, 전게서, p.746; 김동희, 전게서, p.614-615; 

김철용, 전게서, p.455-456; 박윤흔, 전게서, p.908; 이상규, 전게서, p.294; 홍정선, 전게
서, 옆번호 2233; 홍준형, 전게서, p.523 참조.

79)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에 속하고 원고승소의 형성판결은 형성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법률상태의 변경, 
즉 형성의 효과를 生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 다. 이상규, 전게서, p.294에서 재인용.

8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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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ory injunction, set aside), 의무이행명령(mandamus, mandatory injunction) 및 

위법확인(declaration, declaratory judgment)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에 필요

한 소송유형을 완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유형의 관점에서는 독일, 

국, 미국이 모두 동일한 최상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

소송은 의무이행명령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확인소송이 독자적인 ―포

괄적․보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송유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 독일․ 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소송유형을 갖고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개념이 광범위하고, 

월권소송에서 거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부수하여 이행명령(injonction)을 부

과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한 2개월 이상의 부작위를 거부결정으로 간주하여 

바로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소송유형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행
정소송은 독일․프랑스․ 국․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일식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만이 주장되었는데, 이

에 대한 행정부의 ―권력분립원칙에 의거한― 반대가 크다는 점과 독일의 의

무이행소송은 철저한 주관소송이며 판단기준시가 전면적으로 판결시로 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의 경우 행정청의 선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 비추어, 
반드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프랑스의 거부결정

에 대한 월권소송 및 이행명령(injonction)을 모범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약

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立法論으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추

가하여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이 되는 ｢판결의 취지｣를 主文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 요청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단지 행정청의 응답의무만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라

는 판례․통설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속행

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계쟁 처분의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새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행정절

차법에 수익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20조)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같
이― 신청 이후 일정기간 부작위가 계속되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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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할 것이 요청된다. 현재 판례․통설에 의하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에만 거부처분으로 간주되고 행정절차법상의 처리기간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이를 소송

유형으로 명시하여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존재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파악함
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으로, 말하자면 ｢평가상의 부존재｣, 즉 

처분이 성립하여 외관상 존재하지만 그 위법성의 하자가 극심한 경우에는 이

를 무효확인소송과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

고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사실상의 

부존재｣, 즉 처분이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

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과 구별
되는 소송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해서는 일반적 확인소송에 관한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데(행정법원법 제43조 제2항 제2문), 여

기서 ｢무효｣는 우리의 ｢평가상의 부존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행정행위 

부존재확인소송은 ｢사실상의 부존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확

인소송의 한 예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81) 프랑스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상의 부존재｣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존재확인소송은 월권소송의 하나로 파악되며 단지 제소기간의 요건

만이 배제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부존재｣는 일반적인 확인소송으로 이해된

다.82)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항고소송으로서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폐지하고, 그 ｢평가상의 부존재｣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사실

상의 부존재｣는 확인소송 형태의 당사자소송으로 각각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訴訟의 對象

소송의 대상에 관해서는 독일은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을 전제로 행정행위

81) BVerwG, NVwZ 1987, 330; Hufen, a.a.O., § 18 Rn.52 참조.
82) 국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이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위법성

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청구소송의 틀 안에서 제소기간 도과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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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을,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소송/일반이

행소송을,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직접적 규범통제소송을 각기 인정하고 있어, 

취소소송/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은 프랑스․ 국․미국에 비해 매우 좁지만, 행

정소송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행정입법에 관해서

는 직접적 규범통제소송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국가들에 비해 

좁지만, 사실행위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소송유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 국가들에 비해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대상

의 포괄성은 행정입법에 관해서는, 미국이 ripeness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 국․프랑스→미국→독일｣의 순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비정식적․사실적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미국이 주관소송적 요소를 竝有하여 

개인의 권리․이익․법적 지위에 대한 향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프랑스는 법적 행위(acte juridique)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국

→미국→프랑스｣ 순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

에서도 모두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는데, 취소소송으로 포착되지 않는 행정작

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 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안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취소소송의 대상의 문제는 결국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의 문제로 귀착된다.

(3) 取消訴訟의 性質

㈎ 主觀訴訟과 客觀訴訟

이상의 다원적 법비교에 의하면, 독일의 주관소송적 구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 프랑스와 국은 본격적인 객관소송이며 미국은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의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도 ―종래의 

판례․통설과는 달리― 객관소송, 또는 최소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혼합형

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83) 먼저 강조해 둘 것은 여기서 ‘객관소

송’이라 함은 萬人訴訟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주된 목적이 행정처분

을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하는데 있고 원고적격은 ―이를 어떻게 한정하든지 

간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주관소송에서는 소송의 과녁이 원고 자신의 권리에 향해져 있는데 

83) 이하 마지막까지의 서술은 拙稿,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 개념”, 고시계 
2001.9. p.6-34(23 이하)를 요약․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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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객관소송에서는 소송의 과녁이 원고 이외의 대상, 즉 행정처분에 향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객관소송으로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논거들

을 요약한다면, 첫째, 우리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二元的 구조

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프랑스의 월권소송․완전심리소송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사자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같이 전형적인 주관소송인 반면, 항고소송은 월
권소송과 같이 객관소송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우리 헌법

상 독일에서와 같이 ｢권리침해｣를 행정소송의 전제로 명시한 규정은 없고, 헌

법 제107조 제2항은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대법원이 최

종적으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가 취소소

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우리의 취소소송의 본안요건은 위법성만이고 그 이외에 권리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은 취소요건으로 권리침해를 요구

하지 않는 대신에 제10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자기의 법률상 이

익과 관련이 없는 위법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취소사유를 법률상 이익과 관련있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

법에는 이러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 넷째, 동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판례는 비
록 “법률상 이익”을 해석함에 있어 법률과의 연결고리를 고수하면서 처분의 

근거법률이 원고의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만, 독일에서와 같

이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그 근거규정의 사익보호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

법사유를 전제하지 않은 채로 근거법률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계쟁처분과 관

련하여 원고의 사익이 보호되고 있는가를 문제삼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

와 같은 원고적격과 위법성과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 행정소송법 조
문상으로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

상 이익은 계쟁처분의 ｢존재｣ 자체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계쟁처분의 구체적인 ｢위반사항｣까지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근거법률과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계

쟁처분을 배제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익｣으로서 프랑

스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인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접근한다는 것이 필

자의 견해이지만, 그 판단기준을 판례에서와 같이 근거법률에 한정한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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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독일에서 보호규범이론에 의해 이해되고 있는 ｢권리침해｣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84) 다섯째, 우리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

판결의 對世的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독일에서도 

그 성질상 당연히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취소판결의 형성효, 

즉 행정행위가 폐지(Aufhebung)되는 효과85)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취소판결의 기판력, 즉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효
과에 관해서도 대세적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

리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관한 주요한 근거가 된다. 

여섯째, 행정소송에 관한 소송상화해를 명문(행정법원법 제106조)으로 인정하

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통설에 의

하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처분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송상화해를 부정하

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 관한 不提訴合意를 인정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 

판례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다.86)

㈏ 形成訴訟과 確認訴訟

또한 이상의 다원적 법비교에 의하면, 형성소송의 성질을 갖는 독일의 취소

소송은 예외에 속하고 프랑스․ 국․미국의 취소소송은 모두 확인소송의 성

질을 갖는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의 취소소송도 형성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으

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중요한 논거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우

리 실정법상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유지한다

고 하는 독일 행정절차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은 없다. 둘째, 우리 판례

는 업허가 취소처분이 청문절차 흠결을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안87)

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안88)

84) 拙稿,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
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6호, 2000, p.97-118(113이하) 참조.

85) Schoch/Schmidt-Aßmann/Pietzner, a.a.O., § 121 Rn.37, 94 참조. 독일 행정법원
법 제121조는 당사자(참가인 포함), 승계인 및 필요적 참가 대상자에 대해서만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6) 최근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8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277 판결.
88)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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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만일 

공정력이 어떤 실체적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구성요건이 적법한 처분

으로 한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단순위법의 처분에 대해서도 복종의무가 발생하

고 이에 불응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사후 그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된다고 하

여 범죄성립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89) 그런데 우리 판례는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

에, 위법한 처분은 ―상술한 프랑스의 예선적 특권 관념이 그러하듯이― 객

관적으로는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행정의 실효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 취소판

결이 있기 전까지 단지 적법성 또는 유효성90)이 추정될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취소판결에 의해 처분이 무효이었음이 확정되고 그리하여 처분에 대

한 복종의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다.91) 셋째, 우리 행정소
송법 제12조 후문은 기간경과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법률상 이

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판결이 처분의 

효력(공정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는 취소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 된

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취소판결은 불가능하고 행정법원법 제113

조 제1항 제4문에 의거하여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행정행위가 과거에 위법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행정행위가 소멸한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

판결이 내려진다.92) 이와 같이 행정행위가 소멸하면 독일에서는 확인소송으로 

89) 이것이 독일의 판례의 입장이다(BGHSt 23, 86). 이에 대하여 독일의 다수설은 
단지 행정행위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가 없다는 점, 결과제거청구
권(Folgenbeseitigungsanspruch)의 법리에 의해 위법한 처분에 의한 결과인 행정벌도 소
급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판례에 반대하고 있다(Michael Hegh-
manns, Grundzüge einer Dogmatik der Straftatbestände zum Schutz von Verwaltungs-
recht oder Verwaltungshandeln, 2000, S. 329-344; H.-P. Ensenbach, Probleme der Ver-
waltungsakzessorietät im Umweltstrafrecht, Frankfurt a.M. 1989, S. 47-71 참조).

90)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학설상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
에게 귀속시키고, 국가배상소송․형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독자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만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1) 프랑스의 확립된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Editions Dalloz, Répertoire de conten-
tieux administratif. Tome 1., 1996, chose jugée no 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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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취소소송으로 유지되는 이

유는 그 취소소송의 본질이 처분의 ―처분당시 갖고 있었던― 위법성을 확인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 통설은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처분

성을 인정하고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受忍下命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

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受忍下命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지향하는 주된 

규율내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욱이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이름 하에, 행정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심지어 행정주체에 의한 환경유해시설의 설

치와 같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을 상정할 수 없는 사실행위까지 처분성을 인정

하고자 하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 경향인데, 이러한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는 

그 위법성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93) 다섯째,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판단 기준시에 관해 소송법상 處分時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고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에 따라 위법판단 기준시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원고의 
취소청구권이 判決時를 기준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判決時가 오히려 

원칙이 되고 있다.94) 다시 말해, 判決時에 그때까지 존속하는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니 그 判決時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독일의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임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處分時가 월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로 고수되고 있으며,95) 우리의 일관된 판례도 마찬가지이다.96) 이는 判
決時 현재의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處分時의 위법성을 확인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이 확인소송적 성격을 

92) Chapus,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9e éd., 2001, no 1066 참조.
93)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를 ｢위법한 상태의 제거｣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한 상태의 제거｣는 어디까지나 ｢위법성의 확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원이 취소판결로써 당해 사실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 그 확
인판결의 효력에 의해 모순금지․반복금지․결과제거의무가 행정청에게 부과되고 그 

결과 당해 사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태가 제거되는 것이다.
94) 최초의 판례는 BVerwGE 64, 218 (221)이다. 이에 관해 특히 Eyermann, Ver-

waltungsgerichtsordnung. 11.Aufl., 2000, § 113 Rn.45 ff. 참조.
95) Auby/Drago, Trait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1992, p.337; Vedel/Delvolvé, 

op. cit., p.317 참조.
96) 일반적인 침익처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82 판결; 1987. 

8. 18. 선고 87누49 판결; 1988. 6. 7. 선고 87누1079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
9799 판결 등. 거부처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1998. 1. 7.자 97두2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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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여섯째, 독일에서는 소송 도중 처분이유의 추가․변

경(Nachschieben von Gründen)이 원칙적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행정행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판례․학

설일 뿐만 아니라, 1997년 행정법원법 개정에 의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가능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제114조 제2문)이 추가되었다.97) 반면에, 프랑스에서

는 행정이 원래 이유가 잘못된 결정을 한 후 소송에서 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분이유의 대체(substi-

tution de motifs)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다만 기속행위의 경우 소송경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98) 우리나라의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면서도 사실관

계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추상적, 또는 불명확한 당

초의 처분이유를 구체화하는 정도 내에서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

함으로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99) 이와 같이 처

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독일에서는 관대히 허용되는데 반해 프랑스와 우리나

라에서는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한편으로 당사자 쌍방의 소송상 공격․방어

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느냐 라는 문제로서, 상술한 주관소송/객관소송의 구

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송의 핵심이 원고의 취소

청구권 존재 여부에 있는가 아니면 당초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있는가 라는 

문제로서, 형성소송/확인소송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4) ｢處分｣槪念의 擴大

이상과 같이 우리의 취소소송을 객관소송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론

97) 이에 관해 특히 Martin Axmann, Das Nachschieben von Gründen im Verwal-
tungsrechtsstreit, Frankfurt a.M. 2001, S. 128ff. 참조.

98) Chapus, op. cit., no 1125; Debbasch/Ricci, op. cit., no 879; Auby/Drago, op. 
cit., no 330 참조.

99)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
632 판결;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등이 있고, 이를 
부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569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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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취소소송의 대상을 독일에서와 같이 시민의 구

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직접적 법적 효력을 갖는 규율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되는, 그 위법성을 확

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 개념 가운데, 첫째, “구체적 사

실”은 법적 규율의 추상성/구체성의 상대성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구체성을 띠면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추상성이 남아 있더라도― 충분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100) 둘째, “법집행”은 독일의 행정행위 개념에서 ｢직접적 

법적 효과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널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거쳐 행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프랑스․ 국․미국에서 대상적격의 핵심이 “결정”(décision, decis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위 “법집행”에 상응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권력 행사”는 ― 국법의 판례․학설에 따라ㅡ ｢특

별법에 의해 부여된 공적 권한｣으로 해석하고 현재 국고관계로서 무비판적으

로 민사소송으로 넘기던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관념에 관해서, 국의 판례에서 발전된 대체성(surrog-

acy)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현저한 공익성의 사업을 운 하는 공기업 또는 

공적 단체를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구성요소로― 행정청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처분성의 확대에 대해 제기되는 ｢濫訴의 위험｣은 원고적격과 권리보

호필요성 단계에서 원고의 이익상황의 구체성․직접성․현저성을 고려하여 방

지할 수 있다. 무릇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적격 단계에서 획일적인 잣대를 사용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버리

면 중대한 사법심사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헌법소원은 단심으로 끝나고 구두변론이 제한되어 있는 ｢非常的 권리구제절

차｣인 반면에, 행정소송은 三審制로서 여러 가지 절차적 신중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인적 장비가 헌법재판소에 비해 충분하다는 점이 추가된다면, 헌

법소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相對的 秀越性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처분에서 제외되는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만으로 만족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 헌법재판소 판례가 말하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
해하는” 행정입법은 충분히 처분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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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은 제한하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은 모두 당사자소송의 형

태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처분성 확대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및 불가쟁력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사자소송은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과 국의 커먼․로소송과 같이 

철저한 주관소송의 구조를 갖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취소소송과 금지소송, 의

무이행소송과 일반이행소송은 모두 완전한 주관소송으로서, 서로 대상의 측면
에서만 상이할 뿐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대체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국의 사법심사청

구소송과 같이 객관소송으로, 최소한 미국의 사법심사와 같이 객관소송과 주

관소송의 혼합형태로 파악한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을 제한하면서 이에 해당하

지 않는 부분을 주관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상당 부분 원고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 국
가의 법질서 전체에 향을 미치는 객관소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객관소송적 성격으로 파악된― 항고소송의 형

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제소기간의 제한 및 불가쟁력의 문제점은 다른 관

점에서, 예컨대 소송행위의 추완, 하자의 승계, 계속적 처분 이론 등 제소기간

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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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as 

Universal Wisdom of Mankind
― Present Situation & Future Improvement of Korean Institution 

Surveyed through a Pluralistic Comparative Law Approach―

Jeong-Hoon, Park
*

101)

In administrative law area the “rule of law” can be realized when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authority and discretionary power to further public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assure that their actions stay within the 

boundary of law. These two goals are very often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real world. It i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re these conflicting 

goal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finally be achieved. And the goals also 

differentiates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ordinary civil or criminal litigation. 

Each country having its ow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has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different legal institutions 

and concepts. But the goal pursu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ommon: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llowing enough power to agency and controlling the 

legality of its excercise. In such a context the author states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product of an universal wisdom of the human race.

Since democratization took place in the 1980s Korea has been developing one 
of the broadest judicial review in Asia over administrative actions, and cases 

and theories in that field have accumulated for fifty years. Such a development, 

in part can be attributed to Korean citizen's strong sense of “legal right.” But it 

is also true that 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has defects which are 

waiting to be fixe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efects properly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e author argues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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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ystems and jurisprudence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methods for the 

job. But, until recently, Korean comparative law on administrative law were 

inclined to two-dimensional comparison, (for example, comparing Korea and 

Germany or Korea and the U.S.) rather than a pluralistic approach, comparing 

multiple countries at the same time. To locate one's present position and future 

direction, more than two other landmarks are required. The author adopts, 
therefore, pluralistic comparative study to search for the necessary and proper 

improv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e author surveys the judicial review systems of administration of the 

U.S., Germany, Great Britain, and Franc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issues 

of “jurisdictional independency,” “forms and nature of remedies,” “effects of 

decision,” and evaluates them under the standard of how successfully they 
have achieved the conflicting goal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n the author 

marks the present position of Korean corresponding institutions in regard to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s the future course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Jurisdictional independency mainly depends on the extent of separation of 

judicial body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the ordinary judicial bodies. 
The U.S. which never had any separate judicial body for administration 

lawsuits was marked as the last rank. And the extent of separation increases 

in order of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The forms of remedies in administrative lawsuits is related to the scope of 

reviewable administrative acts. Germany limit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against which the representative remedy seeking invalidation of the act is 
available, to concrete decisions having direct legal effect. Germany provides a 

great variety of remedies for other categorie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France has only two main form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ion for 

annulment by ultra vires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and action for full 

jurisdiction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s, 

however, no less inclusive than Germany because the concept of “acte 
administraif unilatéral” is more comprehensive (including regulations, cho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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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of government contracts,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warning, recommen-

dation, expressing opinion etc.) Also, the lack of mandatory injunction against 

agency's failure to act was cured by the 1995 Act which permits judicial 

declaration of “injoction” with nullifying agency's refusal to do something.

In Great Britain and the U.S. the scope of reviewable acts is much broader 

than or, if not, as broad as in France. Mandamus or mandatory injunction is 
available at the time of agency's failure to act. In the U.S. most of the 

agency actions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under certain limitations of 

timing: exhaustion of remedies and the ripeness.

In regard to the nature of remedies, Ger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cuses 

o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which characterize it as subjective litigation. 

And the judgement invalidating administrative acts has formative effect 
eliminating the valid legal effect retrospectively. In the U.S., Great Britain and 

France, however, the remedies aim to control legality of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The effect of judgment is to just declar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confirm the nullity.

In Korea, the jurisdictional independency of administrative court is marked 

between that of Great Britain and Germany because in Korea the administra-
tive court is not a separate body from civil or criminal court but a part of 

one judicial system under Supreme court. As for the forms of action and 

remedies there are the judgement of annulment and the action for parties, 

which are similar to the French forms of actions. But because the courts have 

understoo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very narrowly like in Germany, 

the scope of reviewable acts is limited. Some part of the unreviewable acts 
are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however, an extraordinary remedy and provides only one instance.

These are the defects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cognized through 

pluralistic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most part they come from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pure subjective litigation 

and the effect of judgement of nullifying administrative act as formative not 
confirmative. It should be attributed to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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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ce. But the author finds the possibility to recogniz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objective action based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cases, and suggests expanding the scope of 

reviewable 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