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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凡 金東熙 敎授 年譜․主要 著作

Ⅰ. 年譜

【出生 및 學歷】

1939. 9. 10 平北 定州 出生

1957 서울高等學校 卒業

1963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法學士)

1964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1965 프랑스 國立行政大學院 (ENA: É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特別課程 履修

1967 프랑스 파리 第II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碩士)

1971 프랑스 파리 第II大學校 法科大學 (法學博士 (Doctorat d'État))

【經歷 및 補職】

1972 - 1972 外務部 外交硏究院 常任硏究委員

1972 - 2005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副敎授․敎授

1974 - 1975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生課長

1981 - 198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生擔當學長補

1988 - 1990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公法學科 學科長

1990 - 199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務擔當學長補

1990 - 1992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學科長

2000 - 200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2003 - 2005 서울大學校 平議員會 議長

【海外硏究】

1971 - 1972 짜르브류겐大學校 佛法硏究所 硏究委員

1987 파리 第Ⅱ大學校․第XI大學校 客員敎授

1987 짜르브류겐 大學에서 獨逸行政法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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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學會活動】

1972 - 현재 韓國公法學會 會員․硏究理事․涉外理事․名譽常任理事

1984 - 현재 韓國行政判例硏究會 會員․總務理事․硏究理事․監事

1989 - 현재 韓國行政法理論實務學會 顧問

1989 - 현재 韓佛法學會 會長․顧問

1997 - 현재 韓佛政法學會 顧問․名譽會長

【主要 社會活動】

1989 - 1999 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 委員

1990 - 2002 서울特別市 地方土地收用委員會 委員

1999 - 현재 韓國法制硏究院 硏究諮問委員會 委員․委員長

2001 - 현재 憲法裁判所 諮問委員會 委員

2002 - 현재 中央土地收用委員會 委員

【國際學術會議】

2000 日本 立命館 大學 百週年 紀念 學術大會 發表

“Respects for the Rule of Law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2005. 3.] 中凡 金東熙 敎授 年譜主要 著作 xiii

Ⅱ. 主要 著作

【著書 및 譯書】

․ 프랑스 行政法(譯書), Weil Prosper, 박 사, 1980

․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行政法 I, 박 사, 1991 (제11판 2005)

․ 行政法 II, 박 사, 1994 (제11판 2005)

․ 行政法 演習, 박 사, 1998 (제8판 2005)

․ 行政法 ―要點整理 및 問題解說―, 신조사, 1996 (제7판 2005)

․ 主觀式 行政法, 신조사, 2000. 3

【論文】

․ 人種差別廢止에 관한 國際協約, 博士學位論文

․ 佛蘭西 行政法上의 無過失 責任, 서울대 Fides 18권 1호, 1973

․ Conseil d'État, (上)․(下), 고시계 18권 2․3호 1973. 2․3

․ 韓國과 佛蘭西의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比較硏究, 서울대 법학, 16권 1호, 

1975. 6

․ 國家賠償法 第5條에 관한 小考, 고시계 20권 10호, 1975. 10

․ 國家賠償法: 賠償責任의 性質, 고시계 21권 6호, 1976. 6

․ 越權訴訟論, 서울대 법학 17권 1호, 1976. 6

․ Conseil d'État, 공법연구 4집, 1976. 6

․ 行政法 判例評釋, 서울대 판례회고 4호, 1976. 9

․ 公役務論, 서울대 법학 18권 1호, 1977. 6

․ 行政法 判例評釋, 서울대 판례회고 5호 1978. 2

․ 公役務論, 법조 27권 5호, 1978. 5

․ 블랑꼬 判決 이래 프랑스의 國家賠償責任의 發達, 공법연구 6집, 1978. 7

․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 검찰 73호, 1979. 2

․ 國家賠償法에 있어서의 過失의 觀念에 關한 小考, 서울대 법학 20권 1호, 

1979. 8

․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契約, 서울대 법학 20권 2호, 1980. 5

․ 프랑스 住宅基金判決: Crédit foncier de France c. demoiselle Gaupilla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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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 Ader, Conseil d'État, 11 décembre 1970, 공법연구 8집, 1980. 7

․ ｢프랑스｣ 第5共和國 憲法上의 憲法委員會, 서울대 법학 21권 1호, 1980. 12

․ 行政法 判例評釋, 판례회고 8호, 1980. 12

․ 歐洲共同體會員國의 社會保障制度槪要, 서울대 법학, 22권 2호, 1981. 9

․ 프랑스의 行政裁判所, 공법연구 9집, 1981. 9

․ 訴願의 提出機關과 提訴期間, 법률신문 1418호, 1981. 10

․ 韓國․프랑스 및 獨逸의 醫療保險制度의 比較考察, 서울대 법학 22권 3호, 

1981. 11

․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 隣接國 制度와의 比較 考察, 서울대 사회과학과 정

책연구, 4권 1호, 1982. 5

․ 프랑스의 行政立法 制度에 관한 小考, 서울대 법학 23권 4호, 1982. 12

․ 프랑스 行政法에 있어서의 行政制度의 適用基準, 서울대 법학 24권 2․3호, 

1983. 9

․ 프랑스 行政法上의 統治行爲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25권 4호, 1984. 12

․ 行政法의 一般原理, 고시계 30권 2호, 1985. 1

․ 韓國과 프랑스의 國家賠償制度의 比較考察, 서울대 법학 26권 1호, 1985. 4

․ 裁量行爲의 裁判統制에 관한 一考, (1)․(2), 고시계 30권 5․6호, 1985. 

5․6

․ 프랑스 行政法에 있어서의 行政法의 適用및 行政裁判所의 管轄의 決定基準, 

공법연구 13집, 1985. 8

․ 韓國과 英國의 醫療保險制度의 比較考察, 서울대 법학 26권 2․3호, 1985. 10

․ 行政行爲의 瑕疵, 고시계 30권 11호, 1985. 10

․ 不作爲違法確認訴訟과 義務履行審判, 고시연구 13권 3호, 1986. 2

․ 프랑스 行政法上의 裁量準則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27권 2․3호, 1986. 9

․ 우리나라 行政法上의 不當槪念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27권 4호, 1986. 12

․ 韓國社會의 變化와 行政法學의 課題, 고시계 32권 1호, 1986. 12

․ 形式․節次上의 瑕疵와 行政行爲의 效力, 고시계 32권 2호, 1987. 1

․ 우리나라 行政法上의 不當槪念에 관한 考察, 고시연구 14권 3호, 1987. 2

․ 韓國社會의 變化와 行政法學의 課題, 서울대 법학 28권 1호, 1987. 4

․ 프랑스 行政法에 있어서의 法의 一般原理, 서울대 법학 28권 2호, 1987. 7

․ 國家賠償法에 있어서의 過失觀念에 관한 一考, 고시연구 15권 4호, 198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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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 行政法上의 行政法의 一般原理, 고시연구 16권 2호, 1989. 1

․ 河川氾濫으로 인한 損害에 대한 國家등의 賠償責任, 고시계 34권 3호,

   1989. 3

․ 行政法의 一般原理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30권 1․2호, 1989. 5

․ 行政行爲의 不存在 觀念에 관한 一考, 고시계 34권 11호, 1989. 10

․ 義務履行審判, 고시연구 17권 5호, 1990. 4

․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서울대 법학, 31권 1․2호, 1990. 8

․ 行政規則의 法的性質, 고시계 35권 12호, 1990. 11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서울대 법학 31권 3․4호, 1990. 12

․ 프랑스에 있어서 學界와 法曹實務의 關係, 저스티스 23권 2호, 1990. 12

․ 行政介入請求權, 고시연구 18권 1호, 1990. 12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월간고시 18권 1호, 1990. 12

․ 不作爲憲法確認訴訟의 性質, 법률신문 2011호, 1991. 3

․ 檢事任用拒否處分의 存否, 법률신문 2019호, 1991. 4

․ 國家賠償法에 있어서의 過失觀念에 관한 一考, 법무자료(제141집): 국가배상

제도의 제문제, 1991. 6

․ 韓國과 프랑스의 國家補償制度의 比較考察, 법무자료(제141집): 국가배상제

도의 제문제, 1991. 6

․ 行政審判上의 請求人適格의 問題, 고시연구 18권 7호, 1991. 6

․ 裁量行爲와 羈束行爲의 區別基準,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방산 구병삭 박

사 정년기념논문집, 1991. 8

․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 理論․判例의 檢討, 서울대 법학 32권 1․2호, 

1991. 8

․ 瑕疵없는 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 법률신문 2057호, 1991. 9

․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契約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32권 3․4호, 1991. 12

․ 行政審判上의 請求人適格의 問題,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남하 서원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12

․ 行政處分의 發給을 구하는 爭訟制度, 서울대 법학 33권 1호, 1992. 3

․ 大法院 1992. 1. 21. 宣告, 91누1264 受土代賦課處分 取消, 공법연구 20집, 

1992. 7

․ 프랑스 行政法上의 營造物法人과 公共企業에 관한 小考, 서울대 법학 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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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1992. 9

․ 公益事業의 特許, 서울대 법학 34권 2호, 1993. 8

․ 公益事業의 特許, 고시계 38권 12호, 1993. 11

․ 大衆飮食店 營業停止處分取消와 行政의 自己拘束原理, 법률신문 2287호, 1994. 2

․ 營造物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고시연구 21권 6호,

   1994. 5

․ 行政法上의 許可와 特許의 區別에 관한 小考, 현대공법논총: 일암 변재옥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4. 6

․ 水質環境保全法上의 改善命令, 고시계 39권 8호, 1994. 7

․ 自動車運行停止處分등 取消, 판례월보 288호, 1994. 9

․ 公役務制度에 관한 硏究, 서울대 법학 35권 2호, 1994. 10

․ 담배小賣人指定申請에 대한 不作爲와 그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訴訟, 고시

계 40권 1호, 1994. 12

․ 行政處分의 發給을 구하는 爭訟制度,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재 양

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I), 1994. 12

․ 프랑스 行政法上의 營造物法人과 公共企業에 관한 小考, 공법학의 제문제: 

현재 김 훈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 行政行爲의 附款에 관한 考察, 서울대 법학 36권 1호, 1995. 5

․ 行政規則에 規定된 聽聞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行政處分의 效力, 판례월보 

297호, 1995. 6

․ 損失補償, 고시계 40권 11호, 1995. 10

․ 行政行爲의 附款에 관한 몇 가지 問題點: 負擔을 중심으로, 고시연구 22권 

2호, 1995. 10

․ 羈束裁量行爲에 관한 大法院 判例, 판례월보 303호, 1995. 12

․ 敎員任用義務不履行 違法確認訴訟, 행정판례연구 2집, 1996. 4

․ 프랑스 行政法上의 法의 一般原理, 서울대 법학 37권 1호, 1996. 5

․ 行政法의 새로운 傾向, 고시계 41권 6호, 1996. 6

․ 公務員이 職務執行 中 不法行爲로 타인에게 損害를 입힌 경우 公務員의 個

人責任 成立與否, 판례월보 309호, 1996. 6

․ 公益事業의 特許槪念에 관한 몇 가지 論點의 檢討, 고시연구 23권 9호,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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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節次上 瑕疵있는 行政行爲의 效力: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 법학 37권 2호, 1996. 9

․ 프랑스 行政法上의 法의 一般原理, 현대행정법학이론: 우제 이명구 박사 화

갑기념논문집, 1996. 11

․ 條例(法規命令)의 處分性, 판례월보 322호, 1997. 7

․ 施行規則의 法的 性質, 판례월보 331호, 1998. 4

․ 規範具體化 行政規則, 행정법연구 3호, 1998. 10

․ 行政規則 形式에 의한 法規命令,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

기념논문집, 1998. 11

․ 行政法 50年과 行政法理論, 아․태공법연구 5집, 1998. 12

․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법제 493호, 1999. 1

․ 規範具體化 行政規則, 서울대 법학 39권 4호, 1999. 2

․ 公務員이 職務執行 中 不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 公務員의 個

人責任 成立與否, 행정판례연구 4집, 1999. 8

․ 義務履行審判, 법제 501호, 1999. 9

․ 法學敎育의 專門化, Jurist 376호, 2002. 1

․ 建築許可處分과 裁量, 행정판례연구 5집, 2000. 10

․ 國家賠償法 第5條上의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 瑕疵의 觀念, 서울대 법학 43

권 1호, 2002. 3

․ 프랑스 公企業에 관한 硏究, 서울대 법학 43권 2호, 2002. 6

․ 行政爭訟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 사, 2003. 6

․ 公共機關에서의 法律家의 역할,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2003. 9

․ 判例上의 羈束裁量에 관한 一考, 행정판례연구 8집, 2003. 12

․ 프랑스 行政法上 行政行爲 觀念에 관한 小考, 서울대 법학 46권 2호 (게재 

예정),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