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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原告適格의 政治經濟學* **

―韓日 兩國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案에 대한 

比較ㆍ分析을 中心으로―

1)

趙 弘 植***

序

1.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긴 한 관계를 유지해왔

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 많은 향을 주고받아 왔고,1) 그런 만큼 서구

인의 눈에 비추어진 양국은 大同小異의 모습이리라. 하지만 양국을 자세히 비교

* 은사이신 김동희 교수님께서 금년 봄에 정년퇴임하셨다. 평생 우리나라 행정법 발전에 
애써주신 선생님께 이 글을 바친다. 나는 2005년 2월 21일 日本 東京大學校 法科大學
에서 “韓國에서 본 日本法”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세미나에서 이 글의 테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을 완성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의 Tom Ginsburg 교수는 결코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규범체계의 완벽성에만 매
몰되었던 내 단견을 일깨워주셨고, 내게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져서 이 글을 기획하
는 계기를 제공해주셨다. 위 세미나에 참석해 나의 보고에 해 논평해주신 서울 학
교 법과 학의 김건식 교수님, 윤진수 교수님, 조국 교수님과 동경 학교 법과 학의 
小早川光朗 교수님, 交告尙史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건국 학교의 유진식 교수님
은 일본 행정법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귀중한 조언을 전해주셨다. 또한 김용훈 
조교, 홍진  조교, 설정은 학사는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이 글을 교정해 주었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막 한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가 서양의 법제를 접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에서부터 일본을 통해서
고,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일방적 향은 “한일합방으로 그 정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향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예컨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관한 법체계는 1962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행정사건소송법에 기초하 다는 것이 서양
학자들의 평가이다. John K. J. Ohnesorge, “States, Industrial Policies and Antidumping 
Enforcement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3 Buff. J. Int'l L. 289, 398-9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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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유사한 만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근 성을 표한다

는 法制度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양국에서 발견되는,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 즉 似而不同 현상은 비교법적 연

구의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양국의 차이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原因을 實證해

낸다면, 그리고 그 관계를 一般化하여 條件과 結果의 關係로 理論化할 수 있다

면, 그것은 앞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의 법제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특정한 목표를 가진 국가에 해 現實的인 法政策을 제시할 수 있

는 토 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평가는 어떤 상이 있고 이 상을 견줄 또 다른 기준으로서의 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한일 양국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상을 어떤 理念型에 

해 비교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념형은 이념형

인 까닭에 어차피 달성할 수 없는 이념적인 指向點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한일 

양국은 서로에 해 언제든지 보고 배우고 따라잡을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행정법제를 비교하는 것은 기왕에 논의가 충분히 되

어온 바이므로, 이것을 출발점 내지 착안점으로 삼는다면 양국을 시간적 차원에

서까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한일 양국은 모두 司法改革의 必要性을 느꼈음에도 그 推動力을 구체적으로 

制度化함에 있어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유사한 행보를 걷

고 있는 한일 양국의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를 관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大法院

이 주체가 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다소 進步的인 色彩를 띠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의 政府가 주체가 된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안은 다소 保守的으로 方向을 잡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글이 분석 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적격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

여 법원에 의한 行政의 適法性 統制의 可能性을 활짝 열어놓은 반면, 일본의 개

정 법률은 행정소송에 이르는 관문의 좁은 폭을 그 로 유지하여 행정소송을 여

전히 主觀訴訟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관련한 사이부동 현상

을 글감으로 하여, 양국의 개정노력이 다른 모습으로 결과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

기 위해 기획되었다. 類似한 憲法 規定과 最高 法院의 判例를 배경으로 同一한 

2) 비교법학에 관한 근자의 잘 정리된 논문으로는 William Ewal, “Comparative 
Jurisprudence (I): What Was it Like to Try a Rat?”, 143 U. Pa. L. Rev. 188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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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性을 느낀 양국이 서로 다른 制度的 反應을 보인 原因을 政治經濟學的 側面

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양국이 행정소송의 개혁이라는 동일한 기치 아래 

개정작업을 시작하 는데 그 手段을 선택함에 있어 각기 다른 方法論을 취택하

다면, 거기에는 분명 原因이 있을 것이고, 그런 條件의 差異를 밝혀내는 것은, 

유사한 필요성을 느낀 다른 나라의 選擇에 경시할 수 없는 法政策的 含意를 던

질 것이다.

3. 이 글이 목표로 하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適實性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 채 행정소송의 모든 측면을 입체적이고 유기

적인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양국의 개정노력에 한 평가는 평면적으

로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에 있어서 나타나게 될 구체적 소송운  형태, 국민과 행정부의 반응 등을 고려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업은 이 글의 쓰임새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일이 될 것이어서 이를 후일의 과제로 유보한다. 본고는 본격적인 비교법

적 연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한 체제 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有力한 觀點의 獲得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이 글에

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代表的인 訴訟要件인 원고적격을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원고적격을 선택한 까닭은, 이 글의 주된 방법론인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유효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와 法의 限

界領域에 자리한 행정소송의 특징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하자면 代表 標

本으로 機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留保를 달아야겠다. 이 글은 當爲(Sollen)보

다는 實在(Sein)를 다루고 規範的(normative)이라기보다는 實證的(positive)이다. 법

학자에게 있어서 규범의 세계에서 당위를 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실재

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그 실재가 규범의 

세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곤혹스러운 일이다. 規範을 가

르치는 話者가 當爲에 익숙한 讀者에게 그것과 동떨어진, 어찌 보면 추악한 현실

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이야기가 ｢人間性에 한 懷疑｣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마당에야 오죽하겠는가?3) 하지만 實在에 한 정확한 認識이 

3)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함에 있어 내가 채택한 방법론인 公共選擇理論은, 인간을 道德
的 存在(moral agent)나 德者(man of virtue)로 파악하기보다는, 마치 경제학이 경제인
(Homo Economicus)을 전제하듯이 合理的 存在(rational agent)로 전제한다. 이러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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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當爲는 無意味하다는 명제를 신뢰한다면,4)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느

끼는 저항감은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인간을 實踐理性의 主體로 상정하고 이들이 누리는 자유

와 자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심하고 설계해내려는 규범의 세계에서의 논

의와 달리, 인간을 생경한 이해타산에 매몰된, 말하자면 利己心에 의해 규정되는 

自然的 存在로 전제한다.5) 따라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규범과 당위를 논하는 

법학에 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이다. 하지만 규범의 세계에서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재의 세계에서 어떤 

結果를 불러오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규범이나 당위는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6) 규범의 세계를 실재에서 보다 

엄정하게 구현하려는 노력이 기실 그 규범체계의 전제가 되는 근본이념ㆍ가치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라. 이렇듯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規範의 現實適合性을 제고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터잡아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제I장에서는 원고적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국의 헌법ㆍ법률 규정과 최고 

법원의 판례 등 制度的 環境을 비교해보고,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한 채, 원고적

격에 관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일본의 개정된 행정사건소송법 규정

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제II장에서는 양국의 차이를 문화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살펴본 후, 이러한 文化的 分析의 限界를 지적함으로써 정치

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제III장에서는 정부구조는 정치적으로 규

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가정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性惡說的 人間을 전제하
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전제해야 할 인간의 모
델로 Homo Economicus를 선택해야할 까닭을 설명한 매우 유용한 문헌으로는, 
Geoffrey Brennan and James M. Buchanan, The Reason of Rule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53-75 (2000, Liberty Fund).

4) 이에 관한 유용한 문헌으로는, Daniel A. Farber, “Positive Theory As a Normative 
Critique,” 68 S. Cal. L. Rev. 1565 (1995).

5) Immanuel Kant에 의한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구별, 자연과 자유의 구별을 상기하라. 
양자의 구별에 착목한 Kant에 관한 문헌으로는, 강 안, 자연과 자유 사이, 문예출판
사(1998).

6) 이런 통찰을 제공하는 문헌으로는, Jerry L. Mashaw, “Prodelegation: Why 
Administrators Should Make Political Decisions,” 1 J. L. Econ. & Org. 81-100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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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는 정치경제학의 기본관점에 입각하여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基本 槪

念 및 理論 틀을 살펴본 후, 이를 행정과정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라는 맥

락에 적용함으로써 이 글의 문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應用된 理論 틀을 

만든다. 제IV장에서는 이를 토 로 양국 개정안의 차이를 불러온 政治經濟的 原

因을 규명해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의 개정안의 立法可能性을 

타진해보기로 한다.

Ⅰ. 當事者適格(原告適格)에 관한 韓日 兩國의 立法, 

判例 및 改正案 比較

1. 當事者適格에 관한 韓日 兩國의 立法

행정소송과 관련된 국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사법권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관련한 양국의 헌법규정은 아래 <표 1> 관련규정 비

교열람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국법구조

의 분석상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 1> 한일 양국의 관련규정 비교

우리나라 日本
 憲法

- § 101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

- (일본국 헌법 § 76 ②에 該當하는 規

定 無)

- § 107② “命令ㆍ規則ㆍ處分이 憲法이

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境遇에는 大法院이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憲法

- § 76 ① “すべて司法權は, 最高裁判所及び法

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置する下級裁判所

に 屬する.”

- § 76 ② “行政機關は終審として裁判を行ふこ

とができない.” 

- § 81  “最高裁判所は, 一切の法律, 命令, 規

則又は處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

定する權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行政訴訟法

- § 12 前段 “取消訴訟은 處分의 取消를 

求할 法律上 利益이 있는 者가 提起

할 수 있다”

行政事件訴訟法

- § 9 “處分の取消しの訴え及び裁決の取消しの

訴え(以下 ｢取消訴訟｣という）は, 當該處分

又は裁決の取消しを求めるつき法律上の利益

を有する者に限り,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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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小異보다는 大同에 치중해 보는 까닭은,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양국의 헌법규정이 실제로 매우 유사하고, 둘째, 양국 헌법이 규정하는 

司法權의 本質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7) 셋째, 비록 우리나라 헌법이 일본 헌

법 제76조 제2항(“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독립된 행정법원( 륙식의 행정재판소)을 

따로 두지 않고 미국과 같이 司法國家 제도를 취하 기 때문이다.

2. 當事者適格에 관한 韓日 兩國의 判例

(1) 한일 양국의 판례는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① 保

護되고 있는 利益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根據法規뿐만 아니라 關聯

法規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②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피침해자

의 이익을 공익으로서가 아니라 個個人의 個別的 利益으로 보호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  양국 모두 ｢法

律上 保護되고 있는 利益說｣의 입장에서 實體法의 柔軟한 解釋을 통해 保護規範

의 所在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양국이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는 명시적 법규정을 공유한 상황에서 현

 사회에서 부각되는 환경이익과 같은 分散利益(diffuse interest)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苦肉之策을 안출하는 괴로움을 같이 하 기 때문이

다. 하지만 양국의 구체적 판례를 비교해보면, 미세하지만, 차이를 찾아 볼 수 있

다는 견해도 있다.8) 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비

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원고적격 인정에 있어 다소나마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7)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에 관한 논의는, 권 성, 헌법학원론, 721 이하 (1998). 일본에
서 행정소송과 관련한 사법권에 관해서 塩野 宏는, “일본국 헌법 아래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구제가 행정소송의 필수적인 목적이다. 원래 이 권리 구제제도가 동시
에 행정활동의 적법성 유지기능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 단지 
적법성유지기능을 중시하여 제도 전체를 적법성 유지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것은 사법
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塩野 宏, “日本にお

ける行政訴訟法の改正と今後の方向”,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한ㆍ일 행정소송법제의 개정과 향후방향 자료집 11, 31-32 (2003.4.18.). 
이 글은, 행정판례연구(VIII), 375, 419 (2003)에 전재되어 있다. 이하의 인용은 후자에 
의한다.

8) 일본의 행정법에 정통한 전북 학교 교수 兪珍式의 견해이다. 2005. 1. 21.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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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적격에 관해서 우리나라 大法院은 法律上 保護되는 利益說에 서 있지

만,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정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란 당해처분의 근거법

령뿐만 아니라 關係法律의 趣旨ㆍ目的도 아울러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

의 추세는 원고적격의 實質的 擴大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환경보

전법령, 구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 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 향평

가 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

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 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향평가 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

려는 데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위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

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

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 향평가지역 안의 주민 

개인에 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

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 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향평가 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 또한 법원이 최근인 2004. 8. 16.에 선고한 2003두

2175판결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은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

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

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가 아

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관련법률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3) 한편, 日本의 最高裁判所도 法律上 保護되는 利益說에 서서, 행정사건소송

법 제9조에 정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자란 “당해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

9) 大判 1998.9.22. 선고 97누19571 判決(양양양수발전소 계획승인처분에 관한 판결); 大
判 2001.7.27. 선고 99두2970 判決(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승인처분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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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를 말하며 당해 처분을 규정한 행정법규가 불특정 다수자의 구체적 이익을 

공익으로서만이 아니고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

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도 앞에서 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

당한다. 행정법규가 위의 취지를 포함하는가는 당해 법규의 취지, 목적, 당해 법

규가 당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등을 고려하

여 판단한다”고 판시하 고,10)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의 판단에 있어서는 근

거법규의 보호목적뿐만 아니라 “당해 행정법규 및 그것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법규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체계 속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근

거 규정이 당해 처분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위치 지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1) 체로 최고재판소는 人命이나 健康被害에 관해서

는 구제의 견지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향에 있고,12) 최근에는 日照를 저해

하는 주변의 거주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원고적격 확

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판례도 보이는데, 표

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관한 一般消費者의 利益14)이나 文化的 利益15)에 관한 판

결이 그것이다.

<표 2> 원고적격에 관한 한일 양국 법원의 판례 경향 비교

우리나라 日本

保護規範說的 判決

법률상 이익을 多少 柔軟하게 해석: 환경

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이

익을 상 적으로 넓게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保護規範說的 判決

법률상 이익을 多少 嚴格하게 해석: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상 적으로 좁게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10) 最判 1992년(平成4年) 9월 22일 民集 46권 6호 571면(원자로설치 허가처분에 관한 판결).
11) 最判 1989년(平成元年) 2월 17일 民集 43권 2호 56면(新瀉空港騷音事件에 관한 판결).
12) 最判 1992년(平成4年) 9월 22일 民集 46권 6호 571면(원자로설치 허가처분에 관한 판

결); 最判 1997년(平成9年) 1월 28일 民集 51권 1호 250면(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사
지 개발허가에 관한 판결); 最判 2002년(平成14年) 1월 22일 民集 56권 1호 46면(건
축물의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종합설계허가에 관한 판결).

13) 最判 2002년(平成14年) 3월 28일 民集 56권 3호 613면(종합설계허가에 관한 판결).
14) 最判 1989년(平成元年) 4월 13일 判例時報 1313호 121면(철도요금에 관한 판결).
15) 最判 1989년(平成元年) 6월 20일 判例時報 1334호 201면(문화재지정 해제처분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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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改正案의 內容

(1) 200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원고적격에 관한 旣

存 規定(개정법 제9조 제1항)을 存置하면서 최고재판소의 判例理論을 법규정(같

은 조 제2항)으로 만들어 이를 補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개정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大變化를 가져왔다. 그 동안 협소하다

는 비판을 받아온 원고적격에 해서 프랑스법적인 고려를 앞세워 이를 擴張함

으로써 독일식의 보호규범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16) “법률상”으로부터 

“法的”으로 바꿈으로써, 국회에서 제정되는 實體的 實定法律과의 直接的 連繫性

을 稀釋시키고, 이로 인한 不確實性을 克服하기 위해 “正當한”이란 수식어를 보

충한 것이다.

법원의 개정안에 해서는 학계로부터의 비판이 적지 않다.17) 원고적격의 확

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法院으로 가는 門戶를 開放해 基本權保障에 이

바지할 뿐만 아니라 行政의 適法性을 보다 확실히 保障하는 효과가 있어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까닭은, 개정안이 法院으로 하여금 憲法上의 基本權保障體系를 無視하고 實

體法의 내용과 斷絶된 채 원고적격 존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ㆍ사익을 조정ㆍ분배할 수 있는 立法府의 立法形成權을 簒奪하 기 때문이

다.18) 그리하여 개정안으로 인해 “法治國家(Rechtstaat)가 訴訟國家(Prozeßstaat), 

司法(府)國家(Justizstaat)나 法官國家(Richterstaat)로 환치”할 것이라든지,19) “司法

保護의 擴大는 권리구제의 확 가 아니라 오히려 權利侵害의 擴大로 이끌 수 있

다”20)라든지 등의 우려가 높은 것이다.

16) 石琮顯, “行政訴訟法 改正試案에 한 批判”, 고시연구 제32권 제1호, 14, 16-17 
(2005).

17) Id.; 鄭夏重, “行政訴訟法改正案의 問題點”, 法律新聞 제3311호, 14면 (2004. 11. 4.); 
金重權, “行政訴訟法改正案의 問題點에 관한 管見”, 法律新聞 제3315호, 15면 (2004. 
11. 8.).

18) 石琮顯 (註 16), 16-17; 鄭夏重 (註,17), 14면 (“이익의 조정과 배분의 특권은 입법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거법률이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
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金重權,(註 17), 15면 (“행정실체법에 한 제3
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식으로, 행정소송법이 아닌 행정실체법을 통해서 행정법을 바
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9) 金重權, (註 17), 15면.
20) 鄭夏重, (註 17), 15면 (Schmidt-Aßmann, “Funktione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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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 학계는 나름 로 

적지 않은 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학계의 부정적 의견에

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법원안으로 확정ㆍ제출된 것은 주목

을 요하는 목이 아닐 수 없다. 요컨  이번 행정소송법안은 大法院의 意志가 

강하게 반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21)

(2) 이에 반해 일본의 개정법률에 해서는, 적어도 내가 참조한 문헌에 터잡

아 판단할 때,22) 비판의 소리가 작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내용이 기존의 判例를 立法

化하 기 때문이다. 즉,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은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用語의 

限定性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할 만한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어 이를 버리지 

못하고 그 로 존치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발전시킨 원

고적격 확 의 해석방법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23) 둘째, 이와 같은 결과

는, 이번 개정안의 입안에 있어서도 역시 行政府 主導의 ｢司法制度改革審議會｣ 

및 그 아래 위치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行政訴訟檢討會｣가 적어도 형식적

으로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과 노력을 지불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24)

in FS für Menger, S. 111을 인용).
21) 후술하는 註 127-147 및 그 本文 참조.
22) 오로지 Jurist (ジュリスト), No.1277 (2004)에 게재된 각계, 즉 민소법학자, 재판관, 

변호사,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국내학자로부터의 평가 및 향후과제에 한 논의 및 
Jurist (ジュリスト), No.1281 (2004)에 게재된, 園部逸夫 및 小早川光朗의 공개강연의 
내용을 참고하 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자도 일본법을 참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石琮顯 (註 16), 16-17; 鄭夏重 (註 17), 15.

23) 塩野 宏(註 7), 419-422; 石琮顯(註 16), 17.
24)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해서도, 일본에서 법령입안 및 개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온 ｢審議會｣에 해 그 동안 가해진 일반적인 비판이 그 로 유효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심의회의 역할에 한 비판에 관해서는 Tom Ginsburg, “Dismantling the 
“Developmental 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Reform in Japan and Korea,” 49 Am. 
J. Comp. L. 585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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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일 양국의 원고적격 개정안 비교

우리나라 일본
( 行 政 訴 訟 法 

改正案 § 12) 

“ 取 消 訴 訟 은 

行政行爲 등의 

取消를 求할 

法的으로 正當

한 利益이 있

는 者가 提起

할 수 있다.”

(行政事件訴訟法 § 9) ① 處分の取消しの訴え及び裁決の取消しの訴

え（以下 ｢取消訴訟｣という。）は, ?該?分又は裁決の取消しを求める

につ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處分又は裁決の效果が期間の經過そ

の他の理由によりなくなつた後においてもなお處分又は裁決の取消し

によつて回復すべき法律上の利益を有する者を含む。）に限り, 提起

することができる。

② 裁判所は, 處分又は裁決の相手方以外の者について前項に規定する

法律上の利益の有無を判斷するに当たっては, 當該處分又は裁決の根

據とする法令の規定の文言のみよることなく, 當該法令の趣旨及び目

的並びに當該處分にをいて考慮されるべき利益の內容及び性質を考慮

するものとする。 この場合のおいて, 當該法令の趣旨及び目的を考慮

するに当たっては, 當該法令と目的を共通にする關係法令があるとき

はその趣旨及び目的をも參酌するもとし, 當該利益の內容及び性質を

考慮するに当たっては, 當該處分又は裁決がその根據となる法令に違

反してされた場合に害されることとなる利益の內容及び性質並びにこ

れが害される態樣 及び程度をも勘案するもとする.

Ⅱ. 文化的 分析 및 그 限界

1. 文化的 分析의 意義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거의 동일한 관련 법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의 판례 경향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 이

익”을 확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軌를 같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양국의 

개정안은 매우 큰 間隙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란 

매우 모호한 규정내용으로 앞으로 판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반면 일본은 “법률상 이익”을 그 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구체

적으로 원고적격을 확 할 수 있는 해석방안을 입법하 다. 양국 개정안 사이에 

생긴 이러한 차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문화적 분

석은 양국의 차이가 양국에 형성된 異質的인 文化에 기인한다고 전제한 후, 그 

원인이 된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요컨  양국의 法文化가 달리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法制度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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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일 양국의 법규정 및 판례 비교

우리나라 일본

憲法
§ 101 ①                         ≒
해당사항 없음

§ 76 ①

§ 76 ②
§ 107조                          ≒ § 81

改正前

條項

法律上 利益

(행정소송법 § 12)                 =

法律上 利益

(행정사건소송법 § 9)

判例 법률상 이익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 법률상 이익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

改正案 “正當한 利益”
“法律上 利益”(§ 9①)

 + 判例의 立法化(§ 9②)

2. 文化的 分析의 例示

(1) 문화적 분석의 첫 번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논의되는 “社會

統合의 二重構造論”으로 개정행정사건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의 狹小性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유럽열강이 일본에 해 불평등조약의 체결을 강요하며 내세운 이유는 

개항 당시의 일본이 근 의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미개상태에 있다는 것이었

다.25) 따라서 明治維新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ㆍ개인주의를 체화한 近代의 法體

系를 外見上으로나마 受容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헌법

을 비롯한 여러 법률의 내용은 당시 일본사회를 통합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근 법과 다른 별도의 사회통합시스템, 즉 ｢官民協調體制｣라는 

경제사회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사회통합의 이중구조가 형

성되었다는 것이다.2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정행정사건소송법상의 원고적격

의 협소성은 바로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관민협조체제라는 현실이 반 된 자연

스런 결과일 수 있다.

여기에 ｢ 륙 특유의 ｢公｣ 優位의 이데올로기(continental public-law ideology)｣

로 무장되어 있는 일본의 法文化27)를 보태어 생각해보면 원고적격의 협소성을 

25) 이하는 兪珍式, “행정지도의 법률학”, 공법연구 제27집 1호(1999), 197면에 의존하 다.
26)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兪珍式, 官民協助體制 ｢法｣の歷史的 展開(법학박사학위논문, 동

경 학 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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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이중구조론의 설득력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Yuji Onishi

는, 일본 행정법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사법부에 의한 행정재판의 비중이 상

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면서, 그 이유는 

일본에서 법원에 의한 행정의 재심사를 

중시하지 않고 국가의 에너지를 行政에

게 集中시키고 행정으로 하여금 정책을 

관철ㆍ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國家의 現

代化(Modernisierung)를 위해 보다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 견해이며, 對立하는 利益들을 調停하는 

임무가 법원에게 부여되지 않고 법원에 가기 이전에 이미 행정이 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8)

(2) 平井宜雄의 설명은 보다 분석적이다.29) 平井은 Caplow의 사회학적 이론30)

을 원용하여, 일본사회의 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을 ｢事前交涉(내지 相互調停)에 의

한 合意｣라고 주장한다. 平井에 따르면, 일본은 상위계급자가 하위계급자의 의사

에 관계없이 권위적 결정을 내리는 純粹型 組織의 사회가 아니라, 이른바 “中間

組織”의 사회라고 한다. 순수형 조직은 <그림 1>(Caplow #1 모델)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위자가 갖는 통제력이 하위자가 갖는 통제력의 총합보다 크다. 따라서 

이런 조직사회에서는 상위자의 權威的 決定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일

본에서는 <그림 2>(Caplow #2 모델)와 <그림 3>(Caplow #3 모델)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하위자의 통제력의 총합이 상위자의 그것보다 작지 않다. 이러한 

중간조직에서는 순수형 조직과 달리, 3자간에 ｢結託의 可能性｣이 존재한다. <그

림 1>에 있어서는 3자간에 결탁할 유인이 생겨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양자(예컨

27) Ginsburg(註 24), 615.
28) Yuji Onishi, “Die Grundprobleme des japanischen Verwaltungsrechts,” in; Pitschas/Kisa 

(Hg.), Internationalisierung von Staat und Verfassung im Spiegel des deutschen und 
japanischen Staats- und Verwaltungsrechts, Berlin 2002, S. 173-185.

29) 平井宜雄, 法政策學, 28-30(有斐閣, 1995).
30) T. Caplow,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2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9 (1956); T. Caplow, “Further Development of a Theory of Coalitions in Triad,” 64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88 (1959).

A

B C

A>B>C

A>(B+C)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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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C)가 결탁했다고 해도 결탁에 의해 다른 제3자(예컨  A)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3자간에 

거래교섭이 일어날 여지는 없다. B․C는 A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A의 결정만으로 계급조직의 의사는 결정된다.

A

B C

<그림 2>

A>B>C
A=(B+C)
(화살표는 결탁
의 가능성을 가
리킴)

A

B C

A>B>C
A<(B+C)
(그림1․2․3의 
出典: T. Caplow
의 논문(註 30)

<그림 3>

이에 하여 <그림 2>에서는 AB간 또는 AC간에 결탁에의 유인이 발생한다. 

AB가 결탁하면 C를, AC가 결탁하면 B를 각각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3자간에는 결탁 또는 결탁방해의 가능성 때문에 거래교섭이 일어난다. <그림

3>에 있어서도 AC․BC간에 결탁에의 유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점 이외에는 <그

림 2>와 같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약한 C가 AB로부터 결탁의 유인을 받

아 casting vote를 쥐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그림 2> 및 <그림 3>에 있

어서는 계급조직의 최상위자라고 하여도 하위자와 거래교섭하여 결탁에 성공하

지 않으면 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난다. 그러나 결탁하는 관계는 

그림에서 나타난 로 2개의 방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간의 결탁에 성공해

도 다른 일방간의 결탁의 성립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

다. 이러한 結託의 不安定을 해소하는 데는 계급조직을 구성하는 사람 전원의 합

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다. 즉 하위자의 힘의 총합이 최

상위자의 힘을 능가하는 계급조직에 있어서는 全員의 合意에 의한 意思決定이 

가장 合理的인 選擇이기 때문이다. 계급조직 구조를 이루는 데도 불구하고 하위

자를 포함하여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견 역설적인 현상은 이상

의 이론체계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 平井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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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組織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合意에 의한 決定은, 사실상 근  이후에도 여

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일본의 관료제도에서 실질적ㆍ형

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稟議制이고,31) 다른 하나는 行政指導이다.32) 그리고 이

러한 의사결정의 방식이 하나의 법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다시 개정행정

사건소송법상 狹小한 原告適格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行政訴訟은 

합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중립적 제3자의 결정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一刀兩斷式의 決定이고, 이런 방식의 결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한 결정

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문화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가 협소한 원

고적격으로 결과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3)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근 적 의미의 관민협조체제 내지 규제자와 시

민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이란 법문화가 형성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도 日帝强占과 軍事獨裁를 경험했고 군사독재를 一般大衆의 民主力

量으로 克服한 歷史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Caplow의 모델 중 <그림 1>에 가까운 의사결정방식에 익숙해 있고, 하위자의 입

장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일도양단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달려가

는 법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문화가 넓

은 원고적격의 개정안을 결과했다고 추론해봄 직하다.

<표 5> 한일 양국의 (법)문화적 비교

우리나라 일본

Caplow #1 모델 Caplow #2, #3 모델

순수형 조직 결정 중간조직 결정

(Non-)Litigious Society Non-Litigious Society 

3. 文化的 分析에 대한 評價 및 政治經濟學的 分析의 必要性

(1) 이상에서 본 문화적 분석은 이에 기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그 나름의 適

實性을 가지고 있어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추론

31) 平井(註 29), 30-33. 품의제는, “계급조직의 하위자가 결정해야 할 내용을 문서에 의해 
제안하고, 당해 계급조직에 속하는 자간에 조정ㆍ수정을 거쳐 계급조직에 속하는 [구성
원] 전원의 합의를 얻으면 결정권을 가진 자가 그 로 결정한다고 하는 방식”이다. Id.

32) 일본의 행정지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문헌으로는 兪珍式(註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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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실로 多樣한 側面이 

있어 어느 면에 착목하는가 여하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는 또한 時間과 空間의 地平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큰 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  위에서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기의 경험에 터잡아 한국인

이 국가 내지 관료에 해 적 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국가에 한 소송

의 관문을 넓히는 입법으로 나타났다고 추론하 는데, 문화적 분석의 시간적 지

평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끌어올리면 전혀 다른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

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非法的 文化論(alegalistic culture)｣이 긴 세월 동안 정

설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

니라 도덕의 내면화와 권위에 한 순응을 기 하는 德治主義 사회 고, 한국인

은 情을 최고의 기치로 삼아,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間主觀的(intersubjective) 인간이라는 것이다.33) 또한 이러한 한국인의 비법적 성

향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34) 따라서 이런 면에 치중하면 

이번 개정안을 문화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일본도 ｢訴訟에 親하지 않은 社會(non-litigious society)｣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35)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법문화에 한 평가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는 비법적 문화론이 이제는 더 이상 정설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

며,36) 일본에서도 非訴訟社會觀에 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37) 나아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 어느 사회가 더 非法的인지에 관해 단정할 

33) 자세한 것은, Hahm Pyong-choon,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137- 
151(1986).

34) 함병춘 등이 1964년 실시한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법을 통한 사회통제를 
싫어하고, 화합과 양보, 타협을 중시하며, 분쟁과 갈등을 회피하고, 공식적이고 법적인 
분쟁해결보다는 비공식적이고 비법적인 해결을 선호하며, 타인에 의한 권리침해에 
해 배상을 요구하기를 주저한다고 한다. Id., 250.

35) 표적인 문헌으로, Frank K Upham, Law and Social Change in Postwar Japan, 30- 
39, 42-43, 47-48. 또한 Steve Lohr, “Tokyo Air Crash: Why Japanese Do Not Sue,” 
New York Times, March 10, 1982.

36) 이에 관해서는 이철우,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법문화: 담론과 현실”, 전통과 현대 
11 이하 (2000); 임상혁, “소송기피의 문화전통에 한 재고와 한국사회”, 법과 사회 
제25권, 145-160(2003); 정긍식, “조선시 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법학 제42권 제4
호, 27-65(2001).

37) Takeyoshi Kawashima, “Dispute Resolution in Contemporary Japan,” in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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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38)

(2)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도모하려는 까닭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社會現象

을 가능한 한 科學的으로 分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분석은 틀림없이 사

안을 全體的으로 眺望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은 科學的이라기보다는 文學的이다. 

따라서 처방전을 내놓음에 있어서도 문화적 분석은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直接的인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다.39) 이에 반해 정치경제학

적 분석은 주어진 결정이 어떠한 제도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치참여

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具體的이고 處方的인 政策과 制度를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건수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1995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법원이 인구 백만 명 당 처

리한 행정소송이 214.9건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일본법원은 겨우 7.6건에 그치고 

있다.40) 공법문제에 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주창하면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The Legal Order in a Changing Society 41-59 (Arthur Taylor von Mehren, ed., 
1963); John O. Haley, “The Myth of the Reluctant Litigant,” 4 J. Japanese Stud. 359, 
362-71, 378-90 (1978); J. Mark Ramseyer & Minoru Nakazato, “The Rational 
Litigant: Settlement Amounts and Verdict Rates in Japan,” 18 J. Legal Stud. 263, 
266-70, 298-90 (1989).

38) Ginsburg(註 24), 619 (“Nor can it be said that either the Japanese or Koreans are 
more culturally litigious: both socities have conventionally been seen as valuing 
concensus and avoiding courts.”).

39) 물론 이에 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新制度主義가 주목하는 제도의 역할
과 제도변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변경의 상이 되는 公式的 規則에 

한 이해와 함께 非公式的 制約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文化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가 제도의 작동과 제도변경에 향
을 미침으로써 制度의 歷史依存 또는 經路依存이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고, 또한 그 
증거로 문화가 제도에 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신제도주의 이론들에서는 문화가 제도에 미치는 향력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그 내용이 귀납적으로 설명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근자에는 M. Douglas와 A Wildavsky 
등을 표로 문화의 향력에 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文化理論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안성민, “신제도주의와 문화이론”, 박종민 편,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24면 이하 (2002) 참조. 하지만 문화에 치중해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문화는, 이를 제도역할과 변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 主된 變數로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주된 변수의 의미를 제 로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는 背景 정도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40) Asian Development Bank, The Role of Law and Legal Institution in Asia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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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한일 양국의 이런 차이를 비법적 문화, 소송에 친하지 않은 사회,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41) 등의 非分析的 修辭(holistic rhetoric)로 설명하는 대신, 

그 차이를 불러온 구체적인 制度的 誘因體系(institutional incentives) 또는 

政治的 構造(political structure)에 착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文化的 

分析은 이러한 政治經濟學的 分析의 한 要素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뒷받침하는 

背景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  宮崎良夫은 일본에서의 행정소송이 

이용되지 않는 원인으로, 적은 소송형식, 불복심사 전치주의, 불비된 가구제제도 

등의 制度的 不備와 法院의 消極的 姿勢를 들고 있고,42) Ginsburg는 낮은 原告勝

訴率을 들고 있다.43) 1995년의 경우, 한국 정부가 패소한 비율은 33.9%인 반면, 

일본 정부의 패소율은 불과 7.8%에 불과하다.44) 이와 같은 구체적인 분석은 보

다 직접적으로 처방적 책의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정치경제학

적 분석이 목표하는 바이다.

Ⅲ. 政治經濟學的 分析을 위한 基本槪念 및 理論의 基本틀

1. 行政法 問題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分析의 意義

(1) 오늘날 間學問的 硏究(interdisciplinary study)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해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제학적 방법론이 법의 역에 들어와 법해

석에 있어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그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경제학적 통찰을 받아들여 나름의 성과를 이

루어왔는데, 그 성과는 私法 분야에 집중되었고 公法 분야에서는 상 적으로 미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공법, 그 중에서도 특히 行政法과 政治經濟學은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도 양자의 交流와 對話는 극히 미미했던 것이다. 

Development 254-55 (1999).
41) 행정소송사건의 증가를,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그에 따

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문헌으로는, 조용호, “한국
의 행정소송제도개혁”,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제5회 학술총회 배포자료집, 50, 52 
(2002).

42) 宮崎良夫, “日本의 行政訴訟制度改革”,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제5회 학술총회 배포자료
집, 180이하 (2002).

43) Ginsburg(註 24), 619.
44) Asian Development Bank(註 40), 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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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법 문제에 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2) 행정부에 의한 行政法의 執行과 그에 한 司法審査가 가지는 진정한 規範

的 價値는 행정법 집행과 그에 한 사법심사가 사회에 끼치는 實際的 效果를 따

져보아야 비로소 지득할 수 있고, 그 실제적 효과는 행정법의 입법과 집행 ― 즉, 

政府規制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個人 또는 利益集團이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경쟁, 협동 등의 相互作用 및 그에 한 影響을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행정법의 입법ㆍ집행과정이 본

질적으로 政治的 過程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과정으로서 행정법의 입법ㆍ

집행과정의 실제적 효과를 제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정치과정에 참여

한 각종 政治參與者들(특히, 이익집단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부규제를 얻어내기 

위해 벌이는 政治的 爭鬪ㆍ結託 등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 하고, ② 다음으로 실

제 제정ㆍ집행되는 새로운 규제가 이러한 정치참여자들의 立地에 어떤 影響을 끼

치는지를 분석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規制를 둘러싼 政治參與者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각종 政治經濟學的 理論은 行政法規의 立法ㆍ執行에 대한 

司法的 對應을 연구하는 行政法學의 硏究對象에 마땅히 편입되어야 한다.

<그림 4> 전통적 규제 모델

출전: Steven P. Croley, “Theories of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 98 Colum. L. Rev. 1, 26 (1998).

Legislative                          Regulatory

〉 ――――――――→

Inputs                              Outcomes

이와 같이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행정과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行政法 解釋은 정부규제를 설명하는 각종 規制理論

과 같은 政治的 談論과는 철저히 絶緣된 채 오로지 抽象的인 公益 確保 方案만

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규제이론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법이 집행되는 행정과정을 완전히 무시하여 왔다.45) 즉, 행정과정에 

45) 이 점에 관해서는 Steven P. Croley, “Theories of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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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이익집단에 주목하여 규제를 설명하든지 

혹은 組織理論(organization model)과 같이 行政機關의 內部的 特性에만 주목하여 

규제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행정법, 특히 행정절차법, 행정

소송법, 정보공개법 등이 만들어내는 行政過程은 철저히 捨象되었다.

<그림 5> 행정과정을 통합 규제 모델

출전: Steven P. Croley, “Theories of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 98 Colum. L. Rev. 1, 27 (1998).

    Legislative       Administrative       Regulatory

               ↣               ↣
    Inputs             Process           Outcomes

(3) 따라서 규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이 보다 適實性 있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5>에서 보듯이 규제를 설명하면서 行政法에 의해 左右되는 行政

過程을 統合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行政法 解釋도 규범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도 타당하기 위해서는 규범의 진공상태 속에서 진행되는 法槪念

의 論理的 演算에 그쳐서는 안 되고 政治實在에 미치는 效果를 고려하는 現實的

인 處方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법률가들은 특정한 법률원리 또는 법률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규제, 즉 행정법규의 해석ㆍ적용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불러

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는지와 같은 보

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행정법 이론

은 ｢市場의 失敗 → 그 교정책으로서의 政府의 介入 → 다시 政府의 失敗 → 市

場으로의 復歸｣라는 거시적 흐름과 유리된 채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행

정법 이론은 현실과 유리된 채 法體系內에서 完全性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

부규제에 관한 政治經濟學的 理論과 긴 하게 對話하여 보다 實際的인 硏究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치실재와 절연된 입법 및 법해석의 문제점

을 염두에 두고, 먼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틀인 본인- 리인 이론을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해 행정법의 입법ㆍ집행과 그에 한 사법심사가 각종 정치

참여자들에게 주고, 받는 정치경제적 향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Administrative Process,” 98 Colum. L. Rev. 1, 25-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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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集合行爲의 論理와 本人 ― 代理人 理論

(1) 원고적격에 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이 章은 기본적으로 政

府構造 및 이를 정식화하는 法制度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政治的 力學에 의해 

規定된다는 전제에 입각해있다. 정부구조를 ｢政治에 의해 左右되는 構造｣로 보

는 연구 성과가 이미 정치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축적되어 왔는

데,46) 표적인 이론인 公共選擇理論(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규제(행정법)가 

진정으로 시장의 실패에 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부정한다. 공공선

택이론은 정부규제(행정법)를, ｢조직되지 아니한 一般大衆의 犧牲으로 잘 조직된 

利益集團에게 規制利益을 제공하는 手段｣으로 본다.

여기서는 공공선택학파의 표적인 이론인 本人-代理人理論(principal-agent 

theory)을 원용해 原告適格의 改正을 둘러싼 政治力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주지

하듯이 現代行政國家의 정치인은, 정부업무의 방 함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부분의 업무를 행정관료에게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47) 위임은 

본인과 리인의 관계를 만들게 되는 바, 이러한 委任의 必要性이 본인- 리인이

론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된다. 본인- 리인 이론은, 관료를 입법부의 리인으로 

보고, 政府構造, 특히 行政法關係를 본인인 議會와 대리인인 官僚 사이에 형성된 

政治的 力學關係의 産物로 본다.

(2)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간관은, 본인- 리인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Mancur 

Olson의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의 개인에 한 樂觀主義가 일반적 흐름이었다. D. B. Truman48)과 A. 

Bentley49) 등이 그러하듯이, 그 시  학자들은, ｢개인들은 公益의 伸張을 위해 

46) 관련문헌을 요약정리한 유용한 문헌으로는, Jonathan Spence, “Managing Delegation 
Ex Ante: Using Law to Steer Administrative Agencies,” 28 J. Legal. Stud. 413, 
415-18 (1999). 그 외의 문헌으로는, Mathew McCubbins, et 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s Instruments of Political Control,” 3 J. L. Econ. & Org. 243 (1987); 
Mathew McCubbins, et al., “Structure and Process, Politics and Policy: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nd the Political Control of Agencies,” 75 Va. L. Rev. 431 (1989); J. 
Ferejohn and C. Shipan, “Congressional Influence on Bureaucracy,” 6 J. L. Econ and 
Org. 1 (1990).

47) 현 행정국가의 행정부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는, Murray Horn,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192 (1995).

48) D.B. Truman, Governmental Process (1958).
49) A. Bentley, The Process of Government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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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發的으로 努力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 를 전제로 의심 없이 받아들

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한 집단에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편익을 성취하기 위한 集合行爲(collective action)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Olson은 그 당시만 해도 당연시되던 이러한 樂觀主義的 人間

觀을 부정하면서50) 다음과 같이 갈파한 바 있다.

개별 구성원의 숫자가 아주 적지 않는 한, 혹은 개별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

익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유인]장치가 없

는 한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공익 혹은 집단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51)

Olson은 집합행위의 어려움을 한 권의 책으로 논증하 지만, 그 주장의 요체는 

어느 한 公共財, 예컨  깨끗한 물, 공기, 풍광의 편익을 어느 한 개인이 타인보

다 더 많이 얻을 수 없다면 개인은 이러한 集合的 利益(collective interest)의 생

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아무런 동기유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단조성이나 

화장실 청소 등은 어떤 한 사회에 꼭 필요한 집합행위이지만, 이러한 집합행위는 

항상 사회에서 필요한 最適水準 以下로 생산된다. 왜냐하면 집합행위에 따르는 

費用은 行爲者에게만 귀속되지만 그 便益은 社會의 構成員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집합행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구

성원이라면 집합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다른 이들이 하는 집합행위에 

無賃乘車(free riding)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費用負擔者와 便益享有者 사이의 間隙｣으로 생기는 集合行爲의 問

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調整과 協同이 일어나야 한다. 조

50) Ol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즉, “집단의 성원이 그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행동
하려 한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생각은 각 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자기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하자면 어느 집단의 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나 공익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공동의 목
표가 성취됨으로써 보다 유복해질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자기이익에 따
라 움직이는 개인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1 (1965).

51)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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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협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집합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

재를 가하고 참여자에게는 집합행위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주는 誘引ㆍ制裁體

系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생기려면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組織하여야 하고, 

조직은 논리적으로 일정한 委任을 필요로 한다. 위임은, 비록 그 자체가 공공재

여서 앞서 본 집합행위의 문제가 또 다시 연출되지만, 費用이 低廉한 代案이다. 

국민 전체를 상으로 조정과 협동을 도모할 때보다 위임받은 少數의 政治人들

을 상으로 조직하는 것이 쉽고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 자신도, 비

록 그 수가 적지만, 집합행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

인들은 다시 위임을 하게 되고, 이때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高位官僚이다. 고

위관료들도 자신들의 집합행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위임을 하

고, 이런 위임 과정은 一線 公務員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重層的 委任關係가 성립한다.

위임이 집합행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비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운 것은 아니다. 본인-위임인의 바람과 리인-수임인의 실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국민은 정치인을 선출하면서 國利民福을 최우선의 가치로 세우라

고 바라지만, 정치인은 再選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정치인은 국리민복보다 재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국민이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한번 위임하고 나면, 실제로 정치인이 국민의 집합적 이익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監視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본인과 리인 사이에 생기는 弛緩(slack)이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이

익을 위해 유권자들의 집합적 이익을 희생시키고 責任을 回避(shirk)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생기는 費用을 國民의 몫으로 돌리게 한다.

국민은 자신의 리인인 정치인에게 상존하는 이완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리인인 政治人을 監視함으로써 國民의 選好와 價値를 

反映하는 입법활동을 하게하고 이완과 회피에 따르는 費用을 最小化하려고 한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이 리인으로서 본인인 자신들의 선호와 가치를 

위해 활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다

른 한편,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관료들도 그들만의 集團的 價値와 目標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안다. 국민(본인)

과 정치인( 리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완이 정치인(본인)과 관료( 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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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도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再選可能性을 提高하기 위해

서는 관료들을 유효적절하게 감시하고 조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官僚의 裁量에 대한 適切한 統制에 성공하지 않는 한 정치인의 재선은 기 할 

수 없는 것이다.52) 이것은 공법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즉 행정법

은 規範的으로는 추상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當爲이지만, 政治實在

的 관점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재선가능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手段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본인- 리인 이론은 공법연구의 전제라 할 수 있었던 낙관주의적 인간관

을 부정하고 手段으로서의 法規範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동안 일반인의 통념에는 

반하지만 통찰력 있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53) 행정법상의 문제에 

해 본인- 리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이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54)

첫째, 본인- 리인 이론은 그 논리와 개념의 구성에 있어 이론이 갖추어야 할 

嚴密함이 있다. 본인- 리인 이론에 한 상술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이론은 일관성 있게 참여자 모두의 관계를 본인- 리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상

52) 오늘날 행정관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모든 면에서 행정관료의 활동으로부터 큰 향을 받고 있다. 개인ㆍ단체ㆍ회사
를 막론하고 사전과 사후를 불문하고 안보는 물론이고 정보통신, 소비자보호, 에너지, 
환경보호, 노사관계, 교통, 산업안전보건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실제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행정관료의 결정이 규모
나 중요성 면에서 통령, 의회, 사법부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Croley 
(註 45), 3. 따라서 이들에 한 통제가 정치인들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53) 몇 가지 예를 들면, Barry Weingast and M. Moran, “Bureaucrats vs. Voter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source Allocation,” 93 Q. J. Econ. 143 (1979); Ferejohn &. 
Shipan(註 46), “Congressional Influence on Bureaucracy,” 6 J. L. Econ. and Org. 1 
(1990); Mathew Spitzer, “Extensions of Ferejohn and Shipan's Model of 
Administrative Agency Behavior,” 6 J. L. Econ and Org. 29 (1990); Susan Rose- 
Ackerman, “Comment on Ferejohn and Shipan's ‘Congressional Influence on 
Bureaucracy’,” 6 J. L. Econ and Org. 21 (1990); Emerson H. Tiller and Pablo T. 
Spiller, “Strategic Instruments: Legal Structure and Political Games in Administrative 
Law,” 15 J.L. Econ. & Org. 349 (1999). 일본에 관한 연구로는 J. Mark Ramseyer & 
Frances M. Rosenbluth, The Politics Of Oligarchy (1995). 한국에 관한 연구로는, 拙
稿, “Law and Politic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 Case Study on Korea,” 2 J. 
Korean L. 45 (2002).

54) 여기서 제시하는 마지막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은 Croley (註 45), 7-9에
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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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예외를 두거나 불필요한 遁辭的 說明을 붙이지 않는다. 요컨  본인-

리인 이론은 이론이 갖추어야 할 요소, 즉 一貫性과 完結性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본인- 리인 이론은 인

간과 조직체의 행동에 관한 現實的(plausible) 前提와 仮定에 입각해 있다. 본인-

리인 이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合理的(rational)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이타적 인간을 상정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55) 내면의 가치형성에 있어 개인주의를 취하든 공동체주의

를 취하든 관계없이, 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方法論的 個人主義를 취하는 것과 같

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리인-수임인도 자신의 선호를 가지

고 있어 가능한 한 본인-위임인의 선호보다 이를 優先視하려 한다는 가정을 들 

수 있다.56) 셋째, 본인- 리인 이론은 매우 實證的이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실제

의 결과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豫測力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리인이론은 한일 양국의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정치적 역학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57)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원고적격 규정 또한 이 이론에 

입각한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58) 넷째, 본인- 리인 이론은 立憲民主主

義의 普遍的 價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입헌민주주의는, 國家共同體가 自律的인 

市民으로 구성된 만큼 구성원인 시민 자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自治

(self-governing)의 理念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 리인이론은 시민의 입

장에서 국가를 운 (steering)해 나가는 과정을 그 로 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최상위의 본인이 되고, 의원이 국민의 리인, 다시 의원의 리인으로 행정관료

를 상정함으로써 國民이 主人인 國家共同體를 把握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

이다.

55) Brennan & Buchanan (註 3), 53-59. Brennan과 Buchanan은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이타적이지도 이기적이지도 아니한 인간을 상정하고 제도를 설
계하는 것보다 바람직함을 경제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치분석에 있어서도 
Homo economicus를 상정하는 것이 정치 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안
전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Brennan과 Buchanan의 주장이다. 요컨  이기적 인간을 상
정하는 것은, 방법론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 (“our defense of the 
Homo economicus model is basically methodological rather than empirical.”). Id., 58.

56) Ferejohn & Shipan (註 46), 2.
57) 아래 註 97-103 및 그 본문 참조.
58) 아래 註 104-111 및 그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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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行政裁量의 統制機制

(1) 정치인이 행정관료를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는 機制는 다양하다. <그림 6>

은 국민이 스스로를 규율해가는 과정, 즉 自治의 過程을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펼쳐지는 시민의 경제활동을 규제해가는 規制過

程이고, 법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법이 입법ㆍ집행ㆍ평가되는 行政法過程, 바로 

그것이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정책 ―법적인 관점에서는 행정법령

―의 시행결과는 유권자에게 還流되어 유권자의 정치인에 한 평가에 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확률에 향을 끼치게 될 종국적

인 규제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규제결과에 향을 끼치는 규제과정

의 참가자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규제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누구에게 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

인이 규제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는 다양하지만, 계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가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규제과정 중 介入할 契

機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政治的으로 正當할 뿐만 아니라 效率的인 方案을 선택

하여야 한다.

論者마다 착목하는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입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59) 直接的으로 행정관료에게 직접 立法指針(예컨  자세한 재량준칙)

을 하달하여 통제할 수도 있고, 間接的으로 행정관료 전체를 길들이기 위해 上命

下服의 組織體系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드는 非

公式的 方法을 택할 수도 있고,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公式的 

方法을 택할 수도 있다. 事前에 관료의 일탈을 統制할 수도 있고, 事後的으로 鎭

壓할 수도 있다. 獨自的인 權限과 힘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政治參與者의 도

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표적인 개입방안을 살펴본다.

59) 행정재량의 통제수단에 관한 유용한 문헌으로는 James Q. Wilson, Bureaucracy 
(1989)가 있다. Wilson은 행정관료의 재량에 한 통제는 의회나 법원보다 통령과 
정당에 의해 달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Id., 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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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規制過程의 모델
출전: Steven P. Croley, “Theories of Regulation: Incorporating the Administrative 

Process,” 98 Colum. L. Rev. 1, 29 (1998) (고딕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Constituents'
 Legislators' Goals

      Demands

      Legislators' Goals
    

      +Legislative Organization  Legislative Directives

      +Legislative Procedure

       Legislative Directives

       +Goals of Agency Personnel  Initial Regulatory 

       +Bureaucratic Organization  Outcomes

       +Administrative Procedure

       Initial Regulatory Outcomes

       +Executive Oversight  “Final” Regulatory

       +Legislative Oversight  Outcomes

       +Judicial Review

(2)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관료통제의 수단은 人事權의 使用이다. 주지하

듯이 정치인은 관료의 선발, 승진, 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권의 행사는 정당한 권한의 행사이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조직은 관료의 이완ㆍ회피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관료의 代理人費用(agency 

cost)을 절감시킨다. 엄격한 계급조직 아래에서는 고위관료가 하위관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고위관료만을 통제하면 되는 것이다.60) 또한 승진 및 

보직에 따르는 유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치인은 관료를 보다 쉽게 통제할 수 

60) Ginsburg(註 24),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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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J. Mark Ramseyer와 Minoru Nakazato는 특히 정치적 힘이 있는 정치인이 사

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補佐陣(staff)을 강조한다. 힘이 있는 정치인은 마치 경

찰이 순찰하듯이 행정관료를 감찰할 수 있는 보좌진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집

권당의 정치인은 보좌진으로 하여금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을 선택해 이를 유권

자의 입맛에 맞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재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61)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좌진은 사실상 행정법원의 판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

으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사건에서 유권자들을 위해 행정관료의 재량행사에 개

입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사실상 유권자의 政治的 支持와 直接的 行政介入

을 交換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접개입은 불법시비에 휘말

릴 리스크가 있어 政治的 費用이 크며,62) 또한 민주화된 국가에서 이와 같은 역

량을 갖춘 정치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William Bishop은 또 다른 관료 통제의 수단으로 專門家的 敎條化(professional 

indoctrination)를 들고 있다.63) 예컨  모든 고위 공무원을 “법률가로서 훈련”시

킴으로써, 정치인은 이들이 철저히 법률의 문언 그 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의 독일이 이 방식을 따랐고, 현재의 일본의 고위공무원이 사실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한다.64)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칙을 機械的

으로 遵守하는 관료의 리인비용은 극히 저렴할 것이다. 또한 철저하게 法도그

마틱(Rechtsdogmatik)에 입각한 판결을 하는 판사의 리인비용도 저렴할 것이

다.65)

이상에서 본 수단은, 정치인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보좌진을 사

용하여 관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도 행정관료를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정치인은 다른 政治參與者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역설적이

게도 관료로부터 규제되고 있는 被規制者가 그것이다. 여기서 피규제자는 廣義의 

61) J. Mark Ramseyer & Minoru Nakazato, Japanese Law 212-13 (1999).
62) Ginsburg(註 24), 612.
63) William Bishop,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n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Law and Economics 327, 333-34 (Peter Newman, ed., 1997). Ginsburg(註 24), 612
에서 재인용.

64) Id.
65) 이런 의미에서 法도그마틱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법학교육은, 그 도그마 속에 숨어있

는 이념이나 가치에 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다면, 법률을 입안하는 지배연합의 
이념 내지 이익에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同旨, Ginsburg(註 24),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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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念이다. 즉 규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

(狹義의 被規制者)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사람(規制利益

의 享有者)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피규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정치인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官

僚의 失敗를 政治人에게 通知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치인이 司法的으로 實

現될 수 있는 節次的ㆍ實體的 權利를 창설하는 것은 監視機能을 수많은 被規制

者에게 分散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66) 피규제자가 감시기능을 발휘

한다는 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法院이 監視者로 登場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법원이 政策形成의 場으로 機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단순

히 관료를 규율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를 통해 감시자의 주장

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일종의 행정서비스의 質을 統制하는 體系

(quality-control system)로 기능하기도 한다. 규범적 관점에서는 國民의 參政權을 

보장하고 行政의 責任性(account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보는 ｢열

린 行政節次法｣이나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한 行政訴訟法｣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行政官僚에 한 政治的 

統制裝置,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67)

4. 原告適格 擴大의 費用

(1) 이상에서 정치인은 재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관료를 통제하고, 다

양한 행정관료 통제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다양한 관료통제 방안 중 국민에게 열려진 행정참여 및 엄격하게 행정재

량을 통제하는 사법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强한 行政法 體系 = 열린 행정절차법

과 강한 행정소송법｣,68)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原

告適格의 擴大를 도모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66)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McCubbins & Schwartz, “Congressional Oversight Overlooked: 
Police Patrols vs. Fire Alarms,” 28 Am. J. Pol. Sci. 165 (1984).

67) Ginsburg(註 24), 612.
68)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Thomas Würtenburger, “Das Verhältnis 

zw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und Verwaltungsverfahrensrecht,” 서울법 와 프라이
부르크법  간의 공동심포지움 자료집 171 (2002.10.11.); 박정훈, “상호관련적 법구체
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위 자료집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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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소는 原告適格 擴大에 따르는 費用이다.69) 원고적격의 확 에 따르

는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이 政治的 費用과 法院의 代

理人費用으로 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政治的 費用에 관해 살펴본다. 개 유권자들은 원고적격의 확 를 환

할 것이다. 원고적격의 확 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裁判請求權의 擴大를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적격의 확 는 정치인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反對者에게도 法院으로 가는 關門을 開放한다. 주지하듯이 반 자의 소제기는 재

선을 위해 기획된 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사법심사

는 행정관료의 재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관료의 리인비용을 줄여주지

만, 政策의 損失 내지 行政效率의 喪失을 불러옴으로써 줄어든 관료의 리인비

용을 상쇄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물론 법률안의 미세조정을 통해 반 자의 소

제기가능성을 봉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원고적격의 확 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의 크기에 결정적 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憲法構造이다. 원고적격의 확 는 법원을 또 다른 政治鬪爭의 場으로 

만듦으로써 국가공동체의 政治的 健康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

법권의 범위를 확 시킴으로써 三府 사이에 형성된 權力分立의 均衡을 무너뜨릴 

수 있다. 리인으로서의 법원이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구조를 포

함한) 법체계가 법원의 사용에 제약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법규범에 반하는 법

원의 사용은 合法性 또는 合憲性의 喪失이란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한다. 법제도

가 시장의 內生變數라는 것은 Coase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이거니와,70) 법규범

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에 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미국의 禁酒法의 

예가 웅변해주듯이, 어떤 물품의 가격은 그것이 禁制品(contraband)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폭등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법규범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

를 재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법규범은 정치인의 행위나 계획에 따르는 비용의 크

기에도 결정적 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초래하는 정

치적 비용은 그 나라의 憲法構造를 살펴본 후라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에 관한 상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71) 여기서는 법원의 리인비

69) Ginsburg(註 24), 612-13.
70)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s,” 3 J. Law & Econ. 1 (1960). Coase 정

리의 의의에 관한 문헌으로는 박세일, “코-스 정리의 법정책학적 의의”, 법학 제27권 
제2․3호(1986), 76면.

71) “原告適格의 規範學”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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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을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法院의 代理人費用이라 함은 ｢법원이 본인인 정치인의 선호와 가치를 반 하

지 않고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말하자면 정치인(본인)과 법원( 리인)의 관계가 이완되어 법원이 리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정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費用(c)과 그 回避可能性(p)의 

組合(c x p)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의 확 는 피

규제자로 하여금 관료의 이완을 고발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원을 관료에 한 감

시자로 만든다. 이때 법원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선호 내지 이데

올로기에 터잡아 관료에 해 독자적인 지침을 내리게 되면 정치인이 구상한 목

표, 즉 법원을 통한 관료의 통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의 리인비용은 

이와 같이 정치인의 의도와 달리 법원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비용의 조합인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리인비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72) 

예컨  法官의 獨立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법원의 리인비용은 상승한다. 

법관의 독립은 판사의 신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판사는 신분에 한 두려움 없이 

판결에 자신의 선호나 가치를 투 할 수 있게 된다. 륙법계의 판사들은 어린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어 관료와 같이 계급구조 속에서 봉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사들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관료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73) 法院의 

政治的 事件에 한 判決 傾向도 원고적격 확 에 따르는 비용에 향을 미칠 

것이다. 판사들이 항상 정치인의 선호를 반 하는 판결을 하리라는 보장은 어디

에도 없다. 만약 법원이 입법자의 충실한 리인으로 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 

국민에게 개방된 행정소송법 체계가 선택될 가능성은 커진다.74) 制定法準據主

義75)를 취하거나 法實證主義를 신봉하는 법원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판사

72) 註 78-88 및 그 本文 참조.
73) Ginsburg(註 24), 613(Joh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2d. ed., 1985)

를 인용). Ginsburg는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판사를 비교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판사들은 어려운 사법시험 때문에 상 적으로 
볼 때 늙은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는데, 이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판사에 비하여, 일반
관료가 갖지 못한 법치주의에 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법독립의 관념을 내면화하
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판사들은 정치인들에게 그만큼 더 큰 리
인비용을 야기한다고 한다. Id.

74) Ramseyer & Nakazato (註 61), 214.
75) 이에 관해서는 William Bishop, “A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19 J. Leg.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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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독립적이어서 이들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관료의 감시를 판사들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판사들이 법률의 문언에 메이지 않고 司法積極主義를 신봉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법원의 리인비용이 관료의 리인비용보다 크다면, 

정치인이 강한 법원의 사법심사에 의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76)

두 번째, 관료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機制의 可用性(availability)과 그 

費用이다.77)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는 여러 

가지이다. 강한 행정법 체제가 매력적이라도, 다른 기제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인 관료통제를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費用效果分析에서 앞서면

― 이것을 채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의 크기는 강한 행정법 체계를 구성하

는 수단 사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예컨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저렴하다

면 원고적격을 확 하는 것보다는 행정절차를 채택할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원고적격을 확대할지 여부는, 사용가능한 다른 관료통제 수

단과 비교해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갖는 相對的 費用의 大小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정치인이 여타의 통제수단과 비교해서 원고적격의 확 를 

채택하면 얼마나 비용효과적으로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겠다.

(2) 한편, 강한 행정법 체계의 상 적 비용의 크기는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것

이 아니다. James Q. Wilson은 행정관료의 재량에 한 통제는 의회나 법원보다 

통령과 정당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78) 이러한 

주장이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지는 않는다. 관료통제 수단으로서의 법원의 상 적 

리인비용의 크기는, 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 즉 ① 統治樣式(regime type; 민

주제인지 전제제인지 여부), ② 憲法構造(constitutional structure;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의 구성과 그 사이의 관계설정 여하), ③ 政黨體制(party system; 강한 

정당체제인지 여부), ④ 文化的 土臺(cultural infrastructure; 시민사회의 성격 내지 

법원의 조직문화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79)

489, 492 (1990) (民主的 法律主義(democratic legalism)의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법원 
이외의 감시자를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

76) Ginsburg (註 24), 613.
77) Id.
78) Wilson (註 59), 295-312.
79) 여기서 제시하는 마지막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소는 Ginsburg(註 24), 613- 

614에서 示唆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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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본인- 리인 문제는, 專制制(dictatorship)보다 民主制(democracy)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난다. 민주제에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권리를 갖고 

있고 자신들을 위해 권리투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80)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다. 과거 군사 정권은 여러 가지의 권위

주의적인 수단을 큰 저항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민주화된 현재는 공무원

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주적 국가에서는 물리적 수단의 행사 

요건이 미리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 적으로 

큰 반면, 법의 규범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전제적 국가에서는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강한 행정소송 체계의 상 적 비용은 

축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본인- 리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議員內閣制 하에서보다 大統領制 하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81) 이것은 특히 통령이 강한 의회와 권력을 공유하는 미

국식 통령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82) 미국의 통령제는 ― 통령과 

의회가 정치권력을 공유하다보니― “複數 本人의 問題(the problem of multiple 

principal)”를 야기하고, 행정기관은 통령과 의회 사이에 벌어지는 影響力 競爭

의 場이 되기 쉽다.83) 주지하듯이, 의원내각제 하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 다

수당의 당수가 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긴장이 덜 형성되고, 이것은 

행정기관에 한 더 엄격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내각제 하에서의 정

치인은 행정기관의 政策形成을 염려하기보다는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절한 規則

適用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각제 하에서는 (법원에 의한 정

책형성을 불러올 수 있는) 강한 행정법 체계보다는 (형성된 정책 지침을 구체적 

사안에 그 로 적용하도록 하는) 약한 행정법 체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타당한 것이 아니

다. 내각제 국가 중에는 강력한 지배정당을 가진 국가가 있는 반면, 의회 과반수

의 지지를 얻지 못해 聯政을 구성해야 하는 국가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연정

을 구성한 정당이 약한 정당일 뿐 아니라 정당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으로 정책적 

80) Id., 623.
81) Spiller, “Institution and Commitment,” 5 Indus. and Corp. Change 421 (1996). 

Ginsburg(註 24), 622에서 재인용.
82)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예컨  Louis Fisher, The Politics of Shared Power: Congress 

and the Executive (1998).
83) Ginsburg(註 2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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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엄존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이러한 사정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연정

을 구성한 정당들 사이의 정책 차이를 이용해 자기 자신의 정책선호를 추구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행정법 체계에 한 필요성이 증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强한 大統領은 집권세력 내부의 알력이 적기 때문에 보

다 강력하게 관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제2공

화국과 통령제를 채택한 제3공화국 이후를 비교해보면, 강한 통령제가 약한 

정당에 의해 운 되는 내각제보다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③ 강한 행정법 체계의 매력은 執權黨의 性格에 달려있기도 하다. 强力한 執權

黨은, 권좌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관료들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열성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84) 또한 長期執權의 경우에는 관료의 인사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료의 리인비용은 상 적으로 낮아

진다.85) 따라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은 강한 행정법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집권당이 이념보다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후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패배를 비하기 위해, 집권

시 달성한 政治的 去來의 內容을 그 로 保存할 방도를 찾고자 한다.86) 따라서 

강한 행정법 체계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당의 성격 여하가 강한 행정법 체

계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87)

④ 네 번째의 요소는 文化的 土臺, 특히 市民社會의 性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訴訟에 親하지 않은 社會에서는 아무리 강한 행정법 체계를 채택한다고 하

여도 그 효과는 미진할 것이다. 반 로 국민의 非法的 文化는 정치인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象徵的 立法을 제공할 수 있는 토 가 되기도 한다.88) 상징적 입법

의 예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명분 하에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환경기준을 

규정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환경을 중시한다

84) Id., 613-14.
85) Cooter & Ginsburg, “Comparative Judicial Discretion: An Empirical Test of Economic 

Models,” 16 Int'l Rev. L. Econ. 295, 298 (1996). Ginsburg(註 24). 614에서 재인용.
86)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J. Mark Ramseyer, “The Puzzling (In)Dependence of Courts,” 

3. J. Leg. Stud. 655 (1994).
87) 同旨 Ginsburg(註 24), 614.
88) 상징적 입법의 개념 및 그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유용한 문헌으로는 John P. Dwyer, 

“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17 Ecology L. Q. 23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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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받게 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정책의 집행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이러한 상징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비법적 문화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적한 국정현안에 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국민이 그 법률의 집

행을 법원에 訴求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市民社會의 力動

性은 강한 행정법 체계의 상 적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부분 사회의 성격 내지 조직의 문화도 강한 행정법 체계의 선택 여부에 향

을 미친다. 예컨  法院의 性向은 강한 행정법 체계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고

려요소가 된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투철하여도 판사들이 司法自制的 姿勢를 취한

다면 법원의 리인비용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반면, 판사들이 법치주의에 

투철하다면 강한 행정법 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원의 성향에 

한 고려는 또 다른 요소에 한 고려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예컨  判事의 任用體系의 內容이다. 예컨  판사들이 행정관료와 같

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승진되는 경우가 판사가 선출되는 경우보다 리인비용이 

적은 것이다.

Ⅳ. 韓日 兩國의 改正案에 대한 理論의 適用을 통한 

政治經濟學的 分析

1. 槪說 및 但書

(1)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파악한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제III장에서 살펴본 본인- 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이 행정관료를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강한 행정소송체계, 특히 원고

적격을 확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비용이 다른 관료통제 방안보다 작아야 

한다. 法院의 相對的 代理人費用은 원고적격의 확 에 따르는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의 확  여부는 이 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법원의 상 적 리인비용은, 統治樣式, 憲法構造, 政黨體制, 文

化的 土臺의 차이에 따라 등락할 수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제IV장에서는 

한ㆍ일 양국의 정치적ㆍ제도적ㆍ문화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정치인들이 

원고적격의 확 를 위해 지불해야 할 리인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고, 이에 기초해 원고적격에 관한 양국의 개정안이 상이하게 된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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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하나의 留保(caveat)를 달아야겠다. 이 글은 한일 양

국의 정치경제에 있어 그 주인공으로 政治人 ― 그 중에서도 특히 執權政治人 

내지 執權黨을 상정하고 있는데,89) 이에 관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90) 주지하듯

이 제2차 세계 전 후 극동아시아의 발전에 있어 官僚는 큰 역할을 하 다. 이 

분야 학문공동체의 한편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정치경제의 推動力의 源泉은 정치

인이 아니라 관료라는 官僚 優位(bureaucratic primacy)의 주장이 있는 반면,91) 다

른 편에서는 관료가 일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官僚의 外樣

的 權力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政治人들이 委任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일 뿐 관료 자체가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를 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政

治 優位(political primacy)의 주장이 강력하다.92) 양극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이는 

양설이지만, Ginsburg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주장이 적실한지 여부를 따질 

논의의 實益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93) 왜냐하면 관료가 주체가 되어 경제를 좌

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많은 부분이 관료의 권력은 (정치권력의 주

체인) 집권 정치인이 위임해 준 것일 뿐이라는 정치적 해석과 양립할 뿐만 아니

89) 나는 이 글에서 행정관료에 의한 권력의 행사는 정치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정치권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이라는 假定에 입각
해있다. 나는 2005년 2월 21일 日本 東京大學校 法科大學에서 “韓國에서 본 日本法”
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세미나에서 이 글의 테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동
경 학교 법과 학 교수인 小早川光朗는 나의 보고에 해 논평하면서 내가 전제한 
가정에 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즉 그는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에 한 조선생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 에 해서 약간의 유보를 붙이고자 한다. … 일본에서는 정치인
들이 관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정치인을 지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90) 이에 관한 요약정리된 문헌으로는, Noble, “The Japanese Industrial Policy Debate,” in 
Pacific Dynamic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Industrial Change 53 (Stephen 
Haggard & Chung-in Moon, eds., 1989).

91) 관료가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다고 주장하는 문헌으로는, Alice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89); Stephen Haggard,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1990);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1982).

92) 관료의 권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문헌으로는, McCubbins & Noble, “Equilibrium 
Behavior and the Appearance of Power: Legislators, Bureaucrats, and the Budget 
Process in the U.S. and Japan,” in Structure and Policy in the U.S. and Japan (Peter 
Cowhey & Mathew D. McCubbins, eds., 1995); J. Mark Ramseyer & Frances McCall 
Rosenbluth,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1993).

93) Ginsburg(註 24),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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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94) 기실 양설이 내놓은 주장 중에는 共通點도 많기 때문이다. 즉 양설이 공히 

수용하는 사실은, 첫째, 한일 양국의 행정체제가 중의 참여에 닫혀 있었고, 한

일 양국의 관료들은 사법심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 둘째, 비록 관료의 

권력이 정치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지만, 관료

들은 피규제자에 한 관계에서 큰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것, 셋째, 한일 양국은, 

한국에서는 박정희 사망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 내내, 관료에 

한 정치적 통제가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한일 양국의 정치경제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에 해 이상에서 살핀 세 가지 사실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하 政治人이 官僚를 統制한다는 前提 하에 논의를 전개하

기로 한다.

2.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의 경우

(1) Mark Ramseyer와 Eric Rasmusen은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의 행

정법 체계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95) 이에 따르면, 일본의 행정법은 1955년 이래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인 自民黨의 政治的 利害關係를 그 로 반 하고 있

다고 한다. 현재까지 반세기를 지배해온 정당이니 만큼 공식적 법제도 이외에 여

러 가지 관료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행정법에 한 의존도가 떨어

지는 것이다. 관료통제수단으로서의 행정법은 行政便宜가 가져오는 效率性을 상

실시키고, 反對者로 하여금 政策過程에 介入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는, 엄청난 

政治的 費用을 불러오는 반면, 보다 손쉬운 통제수단에 비해 큰 便益 ― 즉 효율

적인 관료통제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행정법은 執權者들의 

비용편익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관료

를 쉽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바로 이 한계적인 한도

94) Kernell은 “관료 우위(bureaucratic primacy)의 주장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 그 중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발전정책이 … 자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재계의 이익
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정책은 35년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
해 온 보수정당으로부터 당연히 기 되는 정책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 정책 
자체로는 관료 우위의 주장이나 정치인 우위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
다”고 주장한 바 있다. Kernell, “The Primacy of Politics in Economic Policy,” in 
Parallel Politics: Economic Policymaking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325, 326 
(Samuel Kernell, ed., 1991). Ginsburg(註 24), 587에서 재인용.

95) Mark Ramseyer & Eric Rasmusen, “Judicial Independence in a Civil Law Regime: 
the Evidence from Japan,” 13 J. L. Econ. & Org. 259 이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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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弱한 行政法體制를 필요로 하게 된다.

Ramseyer는 Nakazato와 함께 1999년에 발표한 Japanese Law라는 저서를 통해 

위의 연구를 심화하 는데,96) 원고적격에 관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행

정사건소송법의 원고적격 규정은 政治的으로 重大한 意味가 있는 事件, 즉 多數 

有權者의 이해가 걸린 사건에 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다. 환언하면 위 규정은 個人的인 權利에 관련한 소송을 허용하고 실제 판례도 

때때로 정부를 패소시키고 있지만, 환경소송과 같이 多數가 관련된 訴訟이나 團

體訴訟은 이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정치인들은 이와 같이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政治的으로 重大한 事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오도록 강제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줌으

로써 자신들의 집권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법원은 그저 輕

微한 事件만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일본 법원의 消極的 態度는 

―법원이 이를 의도했던 여부에 관계없이― 자민당의 계략이 쉽게 실현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2) Ginsburg는 2001년에 발표한 논문, “Dismantling the “Developmental 

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Reform in Japan and Korea”에서 이와 같은 연

구를 토 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行政節次法의 규정 내용을 비교ㆍ분석하 다.97) 

Ginsburg의 분석방법론은 정치경제학적이다. 비록 한일 양국이 行政裁量의 統制

라는 공통의 고민을 갖고 있지만, 이에 한 制度的 對應方案을 설계하는 양국의 

정치인들이 각기 처해 있는 政治地形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행정절차법이 결

국 다른 내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Ginsburg 주장의 요체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의 開放型 행정절차법과 일본의 閉鎖型 행정절차법은, 행정재량의 통제라는 

공통의 제도적 문제에 관해 각국이 갖고 있는 相異한 政治的 誘引體系를 각각 

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Ginsburg는 일본의 “行政節次法은, 情報公開法과 함께, 旣存의 法을 그

로 法典化하여 行政의 柔軟性을 保存하 다”고 평하면서,98) 행정절차법은 행정적 

난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에 정부가 이런 저런 조치를 수행하도

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규정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관료들이 새로운 

96) Ramseyer & Nakazato(註 61), 216-17.
97) Ginsburg(註 24).
98) Id.,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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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피할 수 있는 逃避條項을 提供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 다. 특히 

더욱 강화된 사법심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善意를 담은 규정

이라도 實質的인 效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現狀을 있

는 그 로 維持”하 다고 총평한 바 있다.99) 또한 행정절차법의 실제적 효과도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거 사건이 제기

된 적도 없고, 실제의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적 권리

를 주장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일본정부도 후속조치 마련

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100)

일본의 행정절차법이 현상유지에 급급했던 원인을 분석하면서 Ginsburg가 강

조했던 요점은, 장기집권으로 관료에 한 다양한 통제수단을 보유한 自民黨이 

行政節次의 開放을 통해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도모할 아무런 誘引을 갖지 않

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피규제자나 법원을 리인으로 고용해 얻을 수 있는 

政治的 便益이 없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일본의 행정절차법이 자민당에 의해

서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미국 등의 외부적 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101) 또한 행정절차법이 실제로 입법된 것도 자민당이 권력을 잠시 놓은 

1993년인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Ginsburg의 또 하나의 착안점은 일본에는 우리나라나 독일의 行政法院과 같은 

｢專門化된 法院｣(specialized court)이 없다는 것이다.102) 萬能인 判事(generalized 

judge)는, 定義上, 자신의 特長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103) 또한 

일본의 판사들은, 미국 안에서 행정 관련사건의 최고법원이라 할 수 있는 D.C. 

Circuit의 고등법원 판사처럼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지와 사물관

할을 달리하면서 循環된다. 일본의 판사들이, 행정사건에 한 전문성을 키우지

도 못하고 피고인 행정부보다 不足한 情報에 시달리며 륙적인 公法優位의 이

데올로기에 향을 받고 있으면서, 행정재량에 한 적극적인 통제를 할 것이라

고 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법원이 가져다 줄 정치적 편익은 매

력적이라 할 수 없다.

99) Id.
100) Id., 605-606.
101) Id., 599.
102) Id., 615.
103)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Bruff, “Specialized Courts in Administrative Law,” 43 Admin. 

L. Rev. 32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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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을 리인으로 고용할 때 발생하는 法院의 代理人費用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드는 行政節次를 개

방하게 되면 政治的 爭鬪의 場이 行政府에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절차에

서 소외된 자들이 行政訴訟을 제기하면 제3의 정치판이 法院에 서는 것을 의미

한다. 사실, 미국의 개방형 행정법 체제가 비난을 받았던 근거는, 바로 이런 제2, 

제3의 정치판에서 국민의 선호가 반 된다기보다는 行政官僚 또는 判事를 捕獲

한 利益集團의 選好 또는 行政官僚 또는 判事 個人의 選好가 강요된다는 데 있

었다. 이러한 개방형 행정법 체계는 정치인이 獨占하던 地代(rent)를 관료나 판사

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닫힌 행정법 체계는 행정부처나 법원에 의한 

地代轉換(rent diversion)을 防止함으로써 자민당의 정치적 이익을 그 로 유지시

켜 왔다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정, 즉 법원을 리인으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비용

과 편익의 내용은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서도 행정절차법의 개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  일본의 執權黨은 法院을 자신의 代理

人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政治的 便益을 높게 평가하지도 않았으며, 

그 政治的 費用은 不確實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까닭으로 이번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서도 원고적격은 크게 확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음과 같은 근거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행정절차법이 행정관료의 裁量行事에 한 節次的 統制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은 實體的 統制를 위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집권 정치

인들은 裁量의 內容에 한 統制 權力의 독점에 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더

욱 꺼려할 것이다.

둘째, 주지하듯이 일본은 아직도 자민당의 準一黨體制(quasi-one party system)

의 국가이고,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마당에 그 支配聯合의 構成이 바뀌었

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104) 따라서 이 지배연합의 창구 역할을 하

104) 일본의 자민당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 때 정권을 놓친 적이 있다. 1980년  후
반부터 불거져 나온 정치스캔들, 거품경제의 붕괴로 맞이하게 된 금융위기, 그리고 끝
없는 장기불황은 결국 자민당의 실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자민당으로 

표되는 일본의 지배연합은, 경제성장으로 커진 파이로 반 세력을 매수하는 분배정
책으로 그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데 성공해왔는데, 성장이 멈추자 몫이 작아지기 시작
하고 급기야 재분배정책에 온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파이
가 커질 때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배를 보장받던 이익단체들은 이제는 
정치적 거래를 공식화해서 자신들의 몫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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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인들이 원고적격을 확 하는 방향으로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被規制者들을 새로운 정치참여자로, 法院을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받아들일 정치

적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셋째, 일본에서 行政訴訟이 매우 消極的으로 利用되고 있는 바는 주지의 사실

이거니와, 제기되는 소송건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租稅에 관한 

訴訟과 지방자치법상의 住民訴訟이며, 원고의 勝訴率도 낮아 행정작용에 한 통

제수단으로서 행정소송에 걸고 있는 國民의 期待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105) 국민이 행정소송에 해 거는 기 가 적을수록 그 개혁을 가져올 

정치적 유인도 적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정된 행정사건소송법의 改正 主體도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의 정치적 유

인을 추단케 하는 단서가 된다. 개정주체인 ｢司法制度改革審議會｣의 성격이다.106) 

그 동안 일본에서 심의회에 의한 법률개정안의 모색은, 構成員의 選定뿐만 아니

라 심지어는 그 報告 內容에 해서도 관료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107)에 직

이것이 보다 공식화된 법제도에 한 수요를 불러왔다는 것이 Tom Ginsburg의 설명
이다. Ginsburg (註 24), 598-99. 우리나라의 全經聯에 해당하는 일본의 經團聯이 행정
절차법의 제정을 위한 로비에 참여하 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Ginsburg의 설명이 지배연합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고 본다. 왜냐하면 Ginsburg는 지배연합이 피규제자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에 해 설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05) 김경동,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동향”, 법제 제555호, 81, 90 (2004. 3.).
106) 일본에서 행정소송사건법의 개정을 누가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塩野 宏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에서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정면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982년의 일본공법학회 총회에서 雄川의 ｢행정사건소송법입법의 회고와 반성｣
이란 보고에서 그 조짐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학문 분야에서의 논의 나아가서는 
재야법조의 행정소송개혁 운동은 바로 입법과정에 연결됨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형국
이었다고 한다. 塩野 宏는 이와 같이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던 행정소송제도개혁
이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것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출범이었다고 주장한다. 塩野 宏
(註 7) 408-409. 한편 小早川光朗 교수는 앞서 본 논평(註 89)에서 “누가 시작을 했는
가는 자기도 모른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치가가 관료에 한 향력을 
가지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사회적 제세력의 압력도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107) 일본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소집된 
심의회는 그 동안 오히려 일본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노출
되어 왔던 것이다. 일본에서 중요한 입법안은 관련부처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해 소집한다고 하는 심의회를 통해 성안되어 왔다. 그런데, 이 심의회는 
입법안에 의해 향을 받는 피규제자 및 각종 이익집단의 표자, 그리고 비교적 객
관적이라고 생각되는 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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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해왔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密室에서의 政策形成(closed-door approach)에 한 

비판이었다.108) 관료통제를 위한 법률안이 관료 자신에 의해 초안되었다는 것이

니, 사법제도의 개혁은 말뿐인 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치

인이 관료를 통제할 수 있다면, 정치인은 관료에 의한 법률안의 제안을 선호할 

것이다. 관료에 의한 법률안의 제안은 전문가들이 모인 심의회에서 만들어졌다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 의회에서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 특히 원고적격의 개정 법률

안은 심의회가 내건 巨創한 活動目標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소극적이다. 사법제도

개혁심의회의 의견서는 행정에 한 사법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ㆍ

자유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관점에서 행정소송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다음 “행정사건소송법의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에 한 사법심사의 존

재양식에 관해 ｢법의 지배｣의 기본 이념 하에 사법 및 행정의 역할을 감안한 종

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는데 반해,109) 원고적격

에 관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 규정을 존치한 후 이미 

존재하는 판례이론을 입법해 보충했을 따름이다.

다섯째, 일본 법원의 制定法準據主義이다. 塩野 宏은 개정전 행정사건소송법의 

운용상 제기된 문제점을 제정법준거주의로 총괄하고 있다. 塩野 宏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110)

개정전 행정사건소송법에는 [여러 결함이] 있다. 그러나 그 불비의 상당한 

부분이 유연한 혹은 법창조적인 법원의 활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 특히 [최고재판소]의 제정법준거주의가 이것을 가

로막았다고 할 수 있다. 제정법준거주의란 반드시 숙성된 말은 아니지만, 여기

서는 제정법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

정법상의 법리를 전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 둔다. 이 점은 이미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발전에 관해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법정외 항고소송에 한 신중

관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심지어는 관료들이 심의회의 보고서를 자신들이 원하
는 로 조작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온 바이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Boling,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in Japan: Citizens’ “Right To Know” 
Bows to the Bureaucracy,” 34 Stan. J. Int'l L. 1, 20- 21 (1998).

108) Ginsburg(註 24), 593.
109) 塩野 宏(註 7), 409.
110) Id., 4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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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를 비롯하여 사법권의 개념이나 소송절차에 이르게 되면 [최고재판소]

도 하급법원도 조문의 엄격한 해석운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과 사법

권의 한계를 강조한 일본의 유력학설이 결합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면 행정의 사

법에 의한 체크기능이 극히 약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小早川光朗도 일본 裁判

官들의 消極的 態度를 지적하 다. 즉 “행정법학자는 체로 지지를 했다. 오히

려 재판관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일과 책임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 다.111) 이와 같은 제정법준거주의가 법원의 리인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이 원고적격에 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한 까닭은, 法院의 代理人費用이 커서가 아니라 법원이 가져다 줄 政治的 便

益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 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3. 우리나라 行政節次法과 環境行政法의 경우

(1)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에 한 평가에서 매우 인색하 던 Ginsburg는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에 해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륙형

의 행정법원은 아니지만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법원급의 行政法院을 設置하

고, 행정심판법, 청원법 등 各種 行政關聯法의 改正을 통해 행정부에 한 통

제를 강화하 는데, 특히 행정절차법은, 미국 행정절차법에도 없는 法律案에 

한 聽聞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 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행정개혁, 구체적으로 일련의 행정관련법의 개정은 관료들에 

한 外部統制를 가능케 하고, 一般大衆을 政策過程에 參與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 평가하고 있다.112)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進一步한 行政節次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까닭을 보

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같다는 사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구한말 서양의 법제를 계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의 

강력한 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일본에 합병당하는 치욕까지 맛보았다. 근 적 

111) 小早川光朗의 논평(註 89). 한편, 동경 학교 법과 학 교수인 交告尙史는 사석에서 
나에게 “일본판사들이 행정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도 일본 판사들
의 소극적 태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12) Ginsburg(註 24),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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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1951년에 제정된 이래로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일본의 향 아래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113)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

법제가 서양의 학자들까지 일본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별되는 두 입장이 있다.

먼저 Ginsburg는 우리나라가 개방형 행정절차법을 취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집권 정치인이 그 동안 사용해왔던 權

威的 官僚統制手段을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다.114) 과거 군사정권은 공무원 숙청을 단행해 왔으며, 정보부, 검찰, 국세청 등 

각종 권력기관과 비공식적 권력수단을 통해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지

만, 급격한 민주화가 찾아온 1987년 이후에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

워졌다는 것이다. 둘째, 1987년의 헌법개정 이후에도 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전에 비해 大統領의 權限이 弱化되었다고 한다. 사실 單任制로 개헌한 이후의 

통령은 일찍 레임덕 현상에 빠지게 되고,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셋째, 통령의 권한이 약하더라도 강한 

政黨體制가 확립되어 있으면 관료에 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 정당은 類例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약하다. 집권당의 수명은 통령의 임기와 

함께 끝날 정도로,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해체되는 것이다. 정치인들

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정당을 통한 관료통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넷째 원인은 自由化된 市民社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계, 각종 시민단체, 

학계 및 환경단체들은, 군부, 관료 및 경제계로 구성된 지배연합이 독점하던 정

책결정과정에 한 참여를 계속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정치인들이 찾은 대안은, 행정절차를 개방함으로써 피규제

자와 법원을 정책과정에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監視機能을 分權化함으로써 國民

들로부터 補助金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Ginsburg의 결론이다.

또 다른 입장은 鄭宗燮의 견해에서 볼 수 있다.115) 鄭宗燮은, 우리나라의 입헌

주의가 1987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그 正當性을 상당부분 回復하 음을 먼저 인

정한다. 그 이전 군사정권의 권위적 통치시절에 있었던, 헌법개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 통령과 군부의 착관계, 선거에 있어서의 불공정 등이 민주화 

113) 崔松和, “韓國의 行政訴訟法 改正과 向後方向”, 행정판례연구 VIII, 432, 433-34 (2003).
114) Ginsburg (註 24), 615-16.
115) 鄭宗燮, “Political Power and Constitutionalism,” 憲法硏究 3, 3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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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부분 불식되었고, 이런 개선은 보다 進一步한 1987년의 憲法으로 

결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116) 그러나 鄭宗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헌정체제는 여전히 비정상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1987년 헌법

개정에 의해 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었지만, 통령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

서 보면 여전히 絶對的 權力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117) 통령은 여전히 官

僚를 徹底히 統制하고 있고, 정치화된 檢察의 包括的 搜査權을 통해 재계, 언론

계를 길들이고 있으며, 司法府는 政治的 決定에 의해 여전히 큰 影響을 받고 있

다는 것이다.118) 따라서 후진적 정치행태를 교정한다는 명분 하에 行政節次法 등

이 제정되었지만, 법은 여전히 (法治 아닌) 人治를 실현하기 위한 手段에 불과하

다는 것이다.

弱한 政黨에 관해서도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含意를 얻을 수 있다. Ginsburg의 

지적 로 우리나라의 정당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약해서, 통령 선거

를 할 때마다 집권당이 분해되고 새로운 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탄생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당을 보게 되면, 執權勢力은 계

속 바뀌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軍部라는 權力基盤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권세력은 同質的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은 김 삼, 김 중 정

권은 일견 그 기반을 달리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김 삼은 자신이 이끄는 정당을 당시 집권당과 합당시킨 후 이 정당의 후보로 

나와 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김 삼의 집권을 엄 한 의미에서 정권교체라 

부를 수 없었다. 또한 김 삼 정권의 구성을 보면 노태우 정권의 그것과 완전히 

절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권의 구심점은 民主化勢力이었다 하더라도 近代化

勢力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통령에 당선된 김 중은 완전한 의미에서 정권교체, 즉 水平的 政權交替를 이

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단서가 따른다. 김 중은, 그 이념과 노선에

서 큰 차이를 보이던, 박정희를 추종하는 김종필과 연합해 정권을 쟁취했던 것이

116) 鄭宗燮은 5년 단임의 통령 직선제, 강화된 국회와 기본권을 1987년 개정헌법의 특
징으로 꼽는다. Id., 314.

117) Id., 323.
118) Id., 340. 鄭宗燮은 여기서 James M. West, “Martial Lawlessness: The Legal 

Aftermath of Kwangju,” 6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85-168 (1997)을 인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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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에서 김 중에 이르는 역  정권에서 反對黨이 選擧를 통

해 完全한 政權交替를 달성한 例는 全無하다고 볼 수 있고,119) 따라서 집권세력

의 구성이 혁명적으로 변화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  집권세력

은 ―비록 그 핵심이 군부세력에서 민주화세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적

어도 官僚 統制의 手段을 轉傳繼承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 구성원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항쟁의 결과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당시 정치를 주도하던 네 명의 

정치지도자, 즉 노태우, 김 삼, 김 중, 김종필 사이에 만들어진 政治的 妥協의 

産物이고,120) 특히 5년 단임의 통령제는 네 명이 모두 한 번씩 통령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121) 이와 같이 네 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집권가능성을 높게 평가하 고 이에 기반해 정치적 타협에 

성공한 상황이라면, 이들이 강력한 官僚統制의 手段을 維持하는 데에도 모두 合意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관료에 

한 권위적 통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채택한 강한 행정법체계는 집권 정치

인이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

고 있는 權力에 한 確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통령이 여전히 절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 정도가 법원을 두려워

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미치고 있다면, 열린 행정절차법은 집권 정치인의 자신감 

― 즉 制度가 어떻게 바뀌어도 官僚뿐만 아니라 法院까지도 휘어잡을 수 있다는 

自信感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Ginsburg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제5공화

국 시절에 있었던 각종 민주적 제도개선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大國

民, 對外 弘報用이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이런 주장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다.122)

119) 鄭宗燮 (註 115), 317.
120) Id., 318.
121) Ginsburg(註 24), 617; 鄭宗燮(註 115), 319.
122) Ginsburg는 1981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취약점이었던 民主的 正

當性의 缺乏을 ｢法의 支配｣ 談論으로 補充하려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4년 
보다 진일보한 행정심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Ginsburg 
(註 24), 597. 그런데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실제로 상위 행정기관에 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상위 행정기관의 하위 행정기관에 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
다. 비록 제5공화국 시 에 행정심판법의 개정이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趙 弘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 70∼135116

이와 같이 양극으로 치닫는 것으로 보이는 두 견해이지만, 이들을 조화롭게 수

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는 틀림없이 변하고 있

지만 제도의 개혁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지는 않고 있다. 鄭宗燮이 그 ｢느린 速度｣에 

착목하 다면 Ginsburg는 ｢變化 그 自體｣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2) 나는 2002년에 鄭宗燮의 착안점에 기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123)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비약적 經濟成長에 있어서 道具的 役割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124)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裝

飾品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 다. 우리나라는 1990년  들어 일반 중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부합하기라도 하듯 環境法體系를 先進國型으로 정비하 는데, 행정부

의 法執行은 제정된 법률의 명령 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의 요구

에도 미치지 못하 던 것이다. 법의 지배라는 이념에 충실하려고 했거나 법률의 

규범성을 지키려 했다면, 실현할 수 없는 법률은 제정하지 말았어야 했고 기왕에 

제정한 법률은 이를 그 로 집행해야 했다. 집권 정치인이 합리적이라면 政治的 

負擔이 큰 環境保護立法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125) 나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집

권 정치인은 관료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어 관료의 法執行 水準을 적절히 統制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적 환경보호입법을 할 수 있었다

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법원까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못하 지만, 행정심판법의 도입으로 촉발된 국민의 행정에 한 법적 도전은 1980년 
이후로 행정소송건수의 비약적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전두환 정권이 
이를 의도했다기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123) 拙稿(註 53).
124) Seung Wha Chang, “The Role of Law in Economic Development and Adjustment 

Process: The Case of Korea,” 34 The International Lawyer 267 (Spring, 2000).
125) 환경보호입법은 환경보호에 따르는 비용이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

에 정치적 부담이 큰 반면,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유권자에 한 호
소력은 크지 않다. 요컨  환경보호법률에 한 수요는 크지 아니한 반면, 환경보호법
률에 한 이익집단의 저항은 매우 조직적일 수 있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Jerry L. 
Mashaw, “The Economics of Politics and the Understanding of Pubic Law,” 65 Chi.- 
Kent L. Rev. 123 (1989); M. Hayes, Lobbyists & Legislators: A Theory of Political 
Markets 3, 8-17 (1981); Farber & Frickey, Law and Public Choice 21-33 (1991); 박
세일, 법경제학, 707-708 (2000). 물론 이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론에 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  미국의 환경보호법은 환경을 
중시하는 일반유권자에게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
이다. Elliott, Ackerman & Millian, “Toward a Theory of Statutory Evolution: The 
Federalization of Environmental Law,” 1 J.L. Econ & Org. 31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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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법원에 한 통제를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분출되

는 일반 중의 욕구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입법을 할 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현실, 

즉 ｢先進的 立法․後進的 執行ㆍ消極的 司法審査｣에서 그 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의 관찰이었다. 그리고 나는 정치인이 관료ㆍ법원에 해 절 적 통제력

을 가질 수 있는 배경으로, ① 절 적 권력의 통령, ② 보스 중심의 정치, ③ 

“비공식적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운 , ④ 消極的이고 敎條化된 法院 등을 들었

다.126) 특히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이 견지한 소극적인 태도

는 이상의 분석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주장하 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분석의 상인 바로 그 사회의 한 복판에서 서 

있었던 까닭에, 변화 그 자체를 간파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다. 3년이 지난 후인 

이제야 그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나의 인식의 전환은, 우리나라 大法院이 오

랜 동안의 政治的 冬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4. 우리나라 大法院의 行政訴訟法 改正案의 경우

(1) 법원의 개정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大法院의 積極性을 웅변한다. 첫째, 

改正案의 內容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원고적격을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에게까지 확 함으로써, ① 規範的으로는, 법관국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國家運營의 틀에 큰 향을 끼치고, ② 政治經濟學的으로는, ㉠ 집

권 정치인이 被規制者와 判事라는 새로운 代理人을 얻으며, ㉡ 법원을 또 다른 

政治의 場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요컨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 즉 規制利

益의 享有者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피규제자에게 판사가 주도하는 새로

운 정치의 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법원이 행정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공법체계의 틀이나 운 원리에 관한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 문제 상황에 즉응한 사안별 결정을 함으

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 즉 漸增主義的 方案(incrementalism)을 

채택하지 않고, 包括的 合理性(comprehensive rationality)을 기치로 문제 전체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一擧主義的 方案(comprehensivism)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법원의 개정안은 여러 면에서 (주관적 권익보호보다는) 行政의 適

126) 拙稿(註 53), 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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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性 保障이라는 目標를 향해 再整列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27) 둘째는, 

개정안의 성안에 있어서 法院이 펼친 主導的 役割이다. 이에 해서는 項을 바꾸

어 설명한다.

(2) 改正案의 主體 및 改正過程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에 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근래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는 무엇보다도 法院 自身의 問

題意識에 의해 大法院 主導 하에 이루어져 왔다.128) 그리하여 일본의 개정법률은 

長期間에 걸쳐 孕胎되어 改良的이고 保守的으로 개정방향을 잡은 데 비하여, 우

리나라 법원이 확정한 개정안은 短期間에 企劃되어 改革的이고 進步的으로 추

진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129) 이와 같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뒷받침될 수 있다.

첫째, 근간이 되는 법률의 개정작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가 한국에 비

해 특히 長期間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의 개정논

의가 시작된 것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 1982년의 일본공법학회 총회

에서 雄川 보고에서 시작된 학계 및 在野法曹의 행정소송개혁 운동은 바로 입법

과정에 연결됨이 없이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다가,130)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001년 6월에 의견서를 내면서 그 실현의 활로를 찾게 되고,131) 이어 제정된 사

법제도개혁 추진법에 기해 설치된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가 2002년 2월에 사법

제도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설치한 행정소송검토회가 설치되어 행정사건소송

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드디어 2004년 11월에 그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요컨  개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된 때로부터 만 22年만에 

127) 崔松和(註 113), 442.
128) Id., 432.
129) 同旨, 柳至泰, 討論要旨, 행정판례연구 VIII 467, 468 (2003).
130)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제정된 이후 1989년 및 1996년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

것은 신민사소송법의 제정 등에 따른 “극히 기술적인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건
소송법은 시행 당시 그 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塩野 宏(註 7), 407 이하. 개정
논의의 연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塩野 宏, 法治主義の諸相, 
298 이하 및 308 이하. 塩野 宏(註 7), 408에서 재인용.

131) 사법제도심의회의 의견서 및 관계자료는 Jurist (ジュリスト) No.1208호 (2001)에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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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그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법원의 개정안의 경우는 短期間에 急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서 구성한 ｢行政訴訟法改正委

員會｣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는데, 2002년 4월에 발족한 동 위원회는 2002년 4

월부터 2002년 7월까지 4차에 걸쳐 개정착안점에 한 토론을 거치고 7월에는 

전국 행정소송담당 법관세미나를 통해 개선안에 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

에 한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의 설문조사를 거쳤다. 동 위원회는 2002년 8월 이

후 개정 착안점의 정리 작업, 조문화작업,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거쳤고, 

2004년 10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동 위원회 안을 확정하 다. 이 후 법

관회의를 거쳐 법원안으로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에 제출되어 심

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개정안을 결코 

졸속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법원의 개

정안이 단기간에 기획된 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改正案의 立案의 主體가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大法院

에서 구성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데 비하여, 일본의 경

우는 行政府에서 구성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및 그 아래 위치한 사법제도개혁추

진본부의 ｢行政訴訟檢討會｣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동 위원회와 검토회

는 이를 主導한 主體 및 그 構成員의 구성에 있어서 다소 差異가 있다. 요컨  

구성원의 多樣性 및 透明性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소극적이었

다. 우리나라의 위원회가 법원의 주도 아래 법조계 8인(법원 5인, 검찰 1인, 변

호사 2인)과 학계 5인, 행정부 1인으로 구성되었고, 일본의 검토회는 행정부 주

도 아래 행정법학 4명, 환경경제학 1명, 노동계 1명, 민간싱크탱크 1명, 변호사 1

명, 재판관 1명, 법무성 1명, 총무성 1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위원회가 

주로 판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데 비하여, 일본의 검토회는 판사의 비중이 

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검토회의 회의는 미디어관계자에게 공개

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심의개요가 (인터넷홈페이지에의 등재를 

포함해) 공표되고, 바로 뒤이어 의사록도 공개된 데 비해,132)) 우리나라의 위원회

는 같은 정도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32) 塩野 宏(註 7),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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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일 양국 개정안의 입안ㆍ검토 위원회 비교

우리나라 일본

大法院 주도의 14인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政府 주도의 11인 행정소송검토회 

법조인 (법원 5인, 검찰 1인, 변호사 2인) 법조인(법원 1인, 법무성 1인, 변호사 1인)

학계 5인 학계(행정법학 4인, 환경경제학 1인)

행정부 1인 총무성 1인
해당사항 無 노동계 1인, 민간싱크탱크 1인

셋째, 한국의 위원회와 일본의 검토회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參照한 外國의 

法制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법의 강한 향을 받은 두 나라가 

행정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歐美先進諸國의 행정소송법제에 착안하는 것은, 일

천한 역사적 경험과 부족한 연구역량을 감안하면 부득이한 일이겠으나, 외국 사

례의 참조에 있어서도 양국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착안하는 입법례로

서 일본에서는 특정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법제연구회를 통해 여러 나라의 

행정소송법제에 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검토하는 입장인 반면,133) 우리나라에

서는 특히 프랑스의 행정소송법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의 제도

를 보충적인 연구 상으로 하여 그 개정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134) 위원회

가 선진법제 중에서 넓은 사법심사를 허락하는 프랑스의 법제를 주로 참고했다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 점에서도 이번 법원의 개정안이 기획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3) 大法院의 積極的 役割의 動因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법과 같은 국정 운 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회나 정

부의 발의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  

133) 일본의 경우, 검토회의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외국 행정소송제도의 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법제연구회｣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국, EU에 관하여 검토회위원 외의 행정법학자의 사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
과는 검토회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Id., 411. 塩野 宏는 “이 연구에 의하여 일본의 행
정소송의 문제점이 한층 분명하게 밝혀지고 일본에서의 비교행정소송연구로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Id. 한편, 위 연구결과는, Jurist (ジュリスト) No.1236 
이하에 실려 있다.

134) 柳至泰(註 129), 4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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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제정된 바 있다.135) 그런데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입안과정을 주도하 으며, 그 

내용도 점증주의를 거부하고 일거에 制度의 大轉換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제정된 1984년과 작금의 사회상은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13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번 개정안의 파격적 내용과 그 입안에 있어 법원이 펼친 적극적 역할은 

그 배경에 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일본과의 비교분석은 원인

을 보다 부각시켜 준다.

법원이 행정소송법 개정을 주도하게 한 動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社會的 環境의 變化이다. 행정소송법이 전면개정되었던 1984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 다. 사회가 분화ㆍ발전하

면서 이익상황이 고도로 복잡화되면서 행정소송의 기능도 한층 다양해지고 동태

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 다. 특히 환경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

과 관련되는 소송과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민단

체가 제기하는 공익소송도 점증하고 있다. 1984년 행정소송법 제정 당시 연간 

1,882건이었던 행정소송 건수가 2002년에는 22,365건으로 늘어난 것은 이런 변

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137) 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일본 사회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동인은 政治的 環境의 變化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급격히 민주화되었다. 민주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에 한 의식을 갖게 하

고, 이러한 권리의식은 정부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권위주의 

135) 洪準亨ㆍ金性洙ㆍ金裕煥, 行政節次法制定硏究, 25-27 (1996).
136) 崔松和는 개정의 동인으로, ①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소극성의 극복, ②국가적, 사회

적 환경 변화에 한 응, ③ 행정법원의 설치, ④ 현행제도의 불비와 결함을 들고 
있다. 崔松和(註 113), 435-438. 한편, 塩野 宏는 일본에서의 개정의 동인으로 다음을 
제시하 다. ① 행정사건소송법만으로는 현 형 소송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 고, ② 
행정사건소송법에 내재하는 여러 문제 중 국민의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려 하 고, 
③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후 행정사건소송법의 내재적 논점을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종
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 했다. 塩野 宏 (註 7), 408.

13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592 (1985) 및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월보, 12월호, 8-9면(2003. 
1. 25.). 崔松和(註 113), 436-43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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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하에서는 정부 활동에 해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민주화된 오늘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한 부담감이 현저

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138)

<표 7> 법원의 적극성의 動因

우리나라 일본

제도적 환경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할 최고재판소의 헌법재판관할

행정법원 설치 행정법원 미설치

정치적 환경 급격한 민주화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

법원(헌법재판소)

의 판결 경향
사법적극주의적 경향

사법자제적 경향

(제정법준거주의)

세 번째 동인은, 制度的 環境의 變化으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일본과 완전히 차

별화하는 원인이다.139) 먼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가 겪는 挑戰은, 현행 헌법

이 憲法裁判所制度를 導入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140) 주지하듯이 헌법

재판소가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부터 헌법소원제도, 권한

쟁의심판제도 등의 헌법재판제도는 행정소송과 경합하거나 기존의 행정소송제도

가 방치했던 권리침해 역에서 實質的인 救濟機能을 나타내기 시작하 다.141) 뿐

138) 崔松和(註 113), 436.
139) 기존 제도가 행정소송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 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행정소송제도 외에 여타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제도와 유기적 연계 하에서 행정소송제도를 개혁
하는 것이 희소한 국가자원(governmental resources)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첫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 같은 당위에 근거한 분석이 목표가 아니다. 여기서는 실
제로 어떤 동인이 작동해 우리나라 법원이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는지, 즉 실재적인 측면에 한 분석에 치중하려 한다.

140) 同旨 崔松和(註 113), 434-435 (“최근의 한국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도 크게 보면 결국 
이러한 변화된 헌법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141)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특히 처분성과 원고적격에 한 법원의 심사는, 헌법재판소에
서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리고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
에 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예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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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命令ㆍ規則에 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142) 법원의 判

決143) 및 행정소송을 거친 元行政處分144)에 해서까지 한정적이나마 憲法訴願을 

認容함으로써, 급기야 우리나라의 행정구제 역에서는 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法院과 憲法裁判所가 對立하는 현상을 야기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제도가 국민권리구제에 있어 적극성을 띠고 활용되면서 우리나라의 법

관들은 행정소송제도를 통한 권익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共通의 認識과 危

機意識”을 느끼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제도를 劃期的으로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145)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는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함에 하여, 일본에서는 이런 논의는 주로 민사법원과의 관계 

문제로 압축된다. 일본의 문제는 같은 조직, 즉 사법부 내에 있는 기관 상호간 

내지 위계 상호간의 문제로 큰 마찰없이 조정ㆍ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 즉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문제로 그 조정이 용이하

지 않다. 이것이 한일 양국의 문제 상황이 판이하게 되는 원인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行政法院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행정법원의 출범은 행정소송의 발전에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146) 행정법원이 출범하기 전에는 민ㆍ형사소송 위주의 실무관행에 익

숙한 법관들로서 행정소송제도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질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

다. 행정법원의 설치는 행정소송의 발전에 한 법원 내부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

기가 되었고, 법원의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행정법원의 인적 자원과 전문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7)

재판소 2002. 4. 25. 선고 02헌사129 결정(미결수용자의 면회회수 제한);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00헌마546 결정(유치장 내 개방적 구조를 가진 화장실 사용강제).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에 해서 헌법소원이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 되어 공법상 권리구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행정소송의 실질적 기능은 상 적으로 축소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崔
松和(註 113), 435.

142) 헌법재판소 1990. 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

143)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1헌마102 결정;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
마172ㆍ173(병합) 결정.

144)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1헌마174 결정.
145) 崔松和(註 113), 436.
146) Ginsburg (註 24), 606; 崔松和(註 113),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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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改正案의 立法可能性

우리 헌법이 法官의 政治的 獨立과 身分을 두텁게 保障하는 것은, 판사들이   

｢政治的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주어진 規則에 따라 審判으로서의 役割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當爲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행정소송법과 같은 

국정운 의 근간이 되는 법률에 관하여 파격적인 내용의 개정안을 입안한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절차와 함께 

정치인이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국민의 재판청

구권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결국 사법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가구조의 근간을 정하는 법률의 개정 작업을 民主的 正當性을 갖추

지 못한 법원이, 그것도 법원의 권한을 확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주어진 규칙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심판이 그 규칙의 내용까지도 좌우하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원의 개정안은 그 내용이 심판의 권한을 폭 

넓힘으로써 결국 게임 참가자의 놀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를 잘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게임의 참가자로 

그 역할이 변하게 됨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법원은 정치 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憲法이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면

서 그 自律權의 범위를 내부사무처리 및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 것은, 

정치 게임의 참가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법원을 철저히 절연시키려 

한 것이다.

나는, 과문한 탓이겠지만, 다른 나라의 법원이 행정소송법과 같은 중요한 법률

의 개정에 있어서 우리 법원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런 까닭에 이제까지의 政治經濟學에서는 法院에 한 硏究가 극히 不足하 던 

것이다.148) 정치인과 관료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政治人( 통령과 

147) 崔松和(註 113), 437.
148) 근자에 들어 사법부를 정치경제학적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행태를 연구한 공공선택 문헌으로는, Jerry L. Mashaw, 
“Explaining Administrative Process: Normative, Positive, and Critical Studies of Legal 
Development,” 6 J. L. Econ. & Org. 267-98 (1990); John A. Ferejohn & Barry R. 
Weingast, “Limitation of Statutes: Strategic Statutory Interpretation,” 80 Geo. L. Rev. 
565 (1992); John A. Ferejohn & Barry R. Weingast, “A Positive Theory of Statutory 
Interpretation,” 12 Int'l Rev. L. & Econ. 263 (1992). 이와 같은 문헌을 묶어 역은 책
으로는 Maxwell L. Stearns, Public Choice and Public Law: Readings and 
Commenta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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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再選을 목표로 행동하고 官僚는 豫算과 被保護者(client)의 確保를 위

해 행동한다는 전제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반해,149) 법원의 判事에 해서

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기본 전제에 해서조차 연구가 부족하다.150) 또한 판사

들은 집단으로 움직이도록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으로 무

엇을 위해 활동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가 불가능하 다. 이런 까닭에 이번 

법원의 개정노력은 앞으로 계속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제 이와 같은 法院의 例外的인 活動이 우리나라 政治人에 의해 容認될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결론은 우리나라 정치인이 법원의 개정안 로 행

정소송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개정안을 

그 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원을 代理人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便益은 不確實한 반면, 그 費用은 가히 莫大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로 법원을 리인으로 삼으려 할 때 드는 비용은, 정치적 비용과 

리인비용으로 구분되는데, 政治的 費用의 크기는 원고적격의 政治的 機能과 規

範的 價値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 앞서 밝힌 로 이에 관해서는 “原告適格의 

規範學”이란 제하의 글에서 연구ㆍ분석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법

원의 代理人費用만을 살펴본다. 법원이 이번 개정안을 만들게 된 동인 중 가장 

149) 이에 관한 기초적 설명으로는, Dennis C. Mueller, Public Choice III, 359 이하 
(2003) 참조.

150) 정치인이 재선을 목표로 활동한다는 가정은, 정치인이 재선을 목표로 한다는 실증적 
관찰이 뒷받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재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만이 유권
자의 선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제에 입각해 있다. 정치인에 한 
이런 가정은 정치인이 선출되기 때문인데, 불행히도 판사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
명되고 나아가 신분이 두텁게 보장된다. 따라서 판사들이 무엇을 위해 활동할 것인가
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재선을 고민하지도 않고, 판결로 자신의 선호
를 노출함에도 불구하고 감봉되거나 해임당할 염려가 없는 판사가 무엇을 위해 활동
할 것인가를 가정하는 것은 지난한 것이다. 물론 판사는 規範的으로는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범적인 것
에 그치는 것이고, 판사가 實證的으로 무엇을 극 화하기 위해 활동하는지에 관해서
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법원을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이는 모델에 있어서, 학자들은 법원이 무엇을 극 화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그냥 가정해버리고 만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가 무엇을 극 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전에 법원을 포함한 모델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  
판사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동기(motivation)에 관한 한 공공선택이론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Id., 39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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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와의 경쟁이었는데, 비록 정치인 전체와 적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계기로 정치적 동면에서 완전히 깨

어나 국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 다. 따라서 법원은 앞으로, 본인

인 집권 정치인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하기보다는 國民의 權利守護機關으로서, 

나아가 適法性 統制라는 명분 하에 政策決定機關으로서 다시 태어나려 할 것이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법원이 집권정치인의 리인임에도 불구하

고 본인인 정치인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 할 것이라고 추측을 불러온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있을 법한 적극

성에 해 정치인은, 법원이 多數 國民의 眞正한 選好를 看破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지에 해 우려하면서, 법원의 리인비용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특히 적법성 통제를 매개로 한 政策介入的 判決은 정치인이 가장 우려하는 惡

夢이 될 것이다.151) 법원의 개정안은 주안점을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두고 있

다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소송 형태의 행정소송을 통해 政治人 固有의 領域이 侵

害될 소지가 새롭게 생겼음을 의미한다. “法律上 利益”을 보호하기 위한 主觀訴

訟만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나선다고 해도 기껏해야 個人의 利益 ― (정치

인에 의해 통과된)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정된 특정한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사

건에 그친다. 그러나 “法的으로 正當한 利益”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성 통제를 

위한 客觀訴訟의 경우라면, 集團의 苦衷―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의 관련 없이 

판사 개개인이 판단하는 ｢법｣적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법원의 사정권 안에 

드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개정안에 해 “브레이크 없는 사법적극주의가 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몰이성적인 개인이나 집단과 조우하는 상황이 그저 기우만

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152) 작금의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가보안법 합헌결정,153) 통령 탄핵심판 결정,154) 행정수도 위헌 결

151) “James Madison의 惡夢(Madisonian nightmare)”를 상기해보라. Madison의 악몽에 관
해서는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김동  譯), The Federalist 
Papers, 61-68 (1995, 한울아카데미); Richard B. Stewart, “Madison's Nightmare,” 57 
U. Chi. L. Rev. 335 (1990). Madison의 악몽이 오늘날 민주주의에 해 함의하는 바
에 관해서는, Richard H. Pildes & Cass R. Sunstein, “Reinventing the Regulatory 
State,” 62 U. Chi. L. Rev. 1 (1995).

152) 金重權 (註 17), 15.
153)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결정.
154)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통령 노무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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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55) 등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리인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르게 

됨을 이미 경험한 바이다. 여기에 법원을 가세시켜 이들 두 사법기관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요컨  법원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인이 지불해야 될 법원의 리

인비용이 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여타의 관료통제 수단을 사용하

는 길이 막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리인비용을 지불하면서 법원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結

한일 양국은 최근까지 각기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켜왔

다. 유사한 헌법 규정과 최고 법원의 판례를 하고 있음에도 양국은 각기 다른 개

정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大法院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원고적격을 크게 

확 하여 行政에 한 適法性 統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반면, 일본의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은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 틀을 그 로 유지하여 행정소송을 여전

히 主觀訴訟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국 개정안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그 원인을 양국의 상이한 문화에서 찾으려 하는 文化的 分析은, 사안을 전체

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개선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政治經濟學的 分析은 양국의 차이

를 가져온 구체적인 제도적 유인체계 내지 정치적 구조에 착목함으로써, 그 차이

가 어떠한 제도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치참여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具體的이고 處方

的인 政策과 制度를 제시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

原告適格의 改正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政治力學을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이 채

택한 이론은 本人-代理人理論이다. 정치인은 공동체를 위한 集合行爲를 수행할 

것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현 행정국가에 들어서면서 

정부업무의 방 함과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부분을 행정관료에게 다시 

위임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임은 집합행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지만, 비용

155)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
법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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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본인-위임인의 바람과 리인-수임인의 실행 사이에 

생기는 괴리 ― 즉 代理人費用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또

한 정치인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관료도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을 잘 알고 있다. 본인(정치인)과 리인(관료) 사이에 생기는 이러한 弛緩이 관

료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본인(정치인)의 그것을 희생시키고 責任

을 回避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

료들을 유효적절하게 감시하고 조종해야 한다. 관료가 행사하는 재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치인의 재선은 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관료를 통제하는 수단은 실로 다양한데, 행정법이 공익실현을 위해 규정하는 

행정과정 ―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나 행정소송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관료

통제수단일 뿐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

이 관료통제를 위해 법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적격의 확 는 법원

을 보다 폭넓게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열린 행정절차법이나 강한 행정

소송법은,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실재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관료에 한 통제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법원을 사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국민에게 행정소송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관료의 이완을 고발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

국 법원을 관료에 한 監視者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은 법원이 자신의 뜻에 

따라 관료를 감시해줄 것을 기 하지만 법원의 판사도 관료와 마찬가지로 자신

만의 선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이 법원을 사용하는 데에는 리

인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法院의 代理人費用은 법원( 리인)이 정치인(본인)의 선

호와 가치를 반 하지 않고 자신의 그것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인(본인)에게 발생

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고적격의 확 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료의 이완을 고발

하게 하는데, 이때 법원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선호 내지 가치체

계에 터잡아 관료에 해 獨自的인 指針을 내리게 되면 정치인이 구상한 목표, 

즉 법원을 통한 관료통제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의 리인비용은 이와 같

이 정치인의 의도와 달리 법원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비용의 조합이다.

그리고 법원의 리인비용은 상 적인 개념이다. 다른 관료통제 수단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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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거나 그 비용이 적으면 법원의 리인비용은 상 적으로 높게 된다. 

요컨  법원의 리인비용은 다른 수단의 可用性과 비용에 의해 향을 받는다.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政治資源은 稀少하기 때문에, 정치인은 리인비용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재선가능성을 최 화하

기 위해 정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와 같이 정치인은 관료통제수

단의 최적조합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법원의 리인비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치인이 원고적격 확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고적격 확 가 법원의 리인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원의 리인비용은 ① 통치양식(民主制 v. 專制制), ② 헌법구조(大統領制 

v. 內閣制), ③ 정당체제(强한 政黨 여부), ④ 문화적 토 (力動的 市民社會 여부 

및 司法自制的 法院 여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 법원의 

리인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통치양식에 있어서 1987년 

이후 민주화된 우리나라와 일본을 차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긴장이 덜 형성되고 정치인은 

그 만큼 쉽게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령도 집권세력 내부

의 알력을 잠재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체제의 측면에서는 한

일 양국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자민당은 장기집권에 성공해 그 만큼 쉽

게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정당은 아직도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에 착목하면 한국 법원의 상 적 

리인비용이 일본의 그것보다 작고 따라서 원고적격을 확 할 유인이 한국에 더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차이가 양국 법원의 리인비용에 결정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고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록 우리나라 정당이 약하지만, 

이를 보충할 만큼의 힘이 통령에게 있다. 즉 우리나라 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도 여전히 권위주의정권 때 사용하던 權力的 官僚統制手段의 상당부분을 보유하

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법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積極的인 姿勢를 취하고 있다. 사법적극주의적인 법원의 리인비용이 제정법준

거주의나 법실증주의를 신봉하는 법원의 그것보다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매우 力動的인 市民社會가 있다.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법원과 조우할 때 생기는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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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법원의 리인비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과 일본 법원은 큰 차이가 없

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 원고적격을 확 할 유인이 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나는 법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

하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글은 한일 양국의 행정소송 개혁 노력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오로지 생경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政治參與者들의 戰略的 行爲뿐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은 政治實在에 한 實證分析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규범을 연구하는 법학자와 실무가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즉 規範의 現實的 意味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실재에서 정치참여자들이 규제이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상호경쟁에 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은 규범의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추상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정치실재

의 관점에서 보면 잘 조직된 이익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政治的 去來의 結果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익증진을 위해 행하는 行政法 解釋도 부지불식간

에 정치역학에 향을 미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

의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을 위해 입법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법이 실제로는 잘 

조직된 이익집단에게 규제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고, 우리의 행

정법 해석 또한 우리의 의도와 달리 이익집단의 이기적 목표에 봉사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정법 제정과 해석은 진공 속에서 

벌이는 개념놀이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

와, 實在에 대한 정확한 認識이 없는 當爲는 無意味하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학은 규범이 정치실재에 해 가지는 현실적 의미를 밝혀 

줌으로써, 법규범의 제정과 해석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처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가져오는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行政法學은, 정치실재를 다루는 政治談論과는 철저히 絶緣된 채 오로지 추상적인 

공익 확보방안만을 찾으려 노력했다. 다른 한편 정부규제를 설명하는 각종 規制

理論도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정보공개법 등이 만들어내는 行政過程을 완전히 

無視해왔다. 이와 같은 현실은 시급히 교정되어야 한다. 公法學과 政治經濟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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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意思疏通할 때 비로소 양자 모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이론이 보다 적실성있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법에 의해 좌

우되는 행정과정을 통합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행정법 해석도 규범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도 타당하기 위해서는 정치실재에 미치는 향을 

꼼꼼히 따져보는 現實的인 處方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법률가들은 특정한 법률

원리 또는 법률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규제, 즉 행정법규의 해석ㆍ적용이 실

제로 어떤 결과를 불러 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증진시

켜야 하는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행정법 이론은 현실과 유리된 채 법체계 내에서 완전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규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과 긴 하게 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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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Economy of Standing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f Korea's and Japan's 

Respective Amendment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156)

Hong Sik Cho*

Korea and Japan have recently made efforts to reform each of thei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by drafting amendments to each country'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though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court 

precedents in both countries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y have come up with 

their respective amendments tha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e Korean 

Supreme Court's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pands the 

scope of an individual's standing t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This in effect 

provides an interest party with a tool to affect the legality of an administrative 

activity. On the contrary, Japan amended 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ut 

has preserved its original structure of standing, thereby addressing administrative 

lawsuits as “subjective lawsuits.”

Many perspectives can be considered in examining divergent legal reforms in 

the two countries. The cultural approach that focuses on the differences in 

culture of the two countries in analyzing the causes is useful in looking at the 

big picture, but it fails to provide pertinent information necessary to devise a 

detailed reform plan. In contrast,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centers its 

attention upon the political structure that has brough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political structure enables one to 

examine what concrete institutional factors and what political participants' 

interactions have resulted in diverg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ence, such 

analysis builds a foundation necessary to devise a detailed and remedial plan.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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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raws on the principal-agent theory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in amending the standing requirement. Politicians are commissioned by 

the people to employ collective action to work for the common good. However, 

because of the sheer scale and complexity of modern government, politicians 

must delegate certain tasks to administrative agents. Such agents, however, may 

have their own preferences, and where possible will try to implement their own 

ideologies rather than those of the politicians that selected the administrative 

agents. Thus, politicians need a mechanism to monitor their agents' performance 

and to discipline those agen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being 

reelected.

Politicians can rely on a variety of mechanisms to try to accomplish these 

tasks. Some of these mechanisms involve direct manipulation of bureaucratic 

personnel processes. Administrative process, more specific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lso regard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ics, as a way 

to restrict the power of the bureaucrats. Allowing citizens to file administrative 

lawsuits against bureaucrats in effect results in using the courts to regulate 

bureaucrats. Liberalizing standing requirement will result in the politicians' 

increased will to utilize the court more extensively than before. Although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exists normatively to guarantee the public's 

political right and right to trial, in the reality of politics, it simply functions as a 

measure to restrict bureaucrats.

Despite the apparent increase in the right of the public, such increase in 

availability of court access is not without cost. To let citizens file lawsuits 

against government means to establish the court as a watchdog monitoring 

bureaucrats by making citizens bring actions against the bureaucrats in court. 

Politicians expect the court to discipline bureaucrats, but judges also have their 

own ideologies. Consequently, the agency cost of courts occur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one among several alternative modes of controll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Whether or not politicians want to adopt a strong 

administrative law regime would depend in part on the other mechanisms 

available to them to control bureaucrats, and in part on the politicians'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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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of courts serving as effective agents of the legislators. If politicians 

feel confident that they can control bureaucrats with other mechanisms, an open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is undesirable. Similarly, if judges are inclined to 

impute their own socio-political views, there is little reason to entrust the task of 

monitoring bureaucrats to them. Thus, the decision to adopt open administrative 

law depends on the relative agency costs associated with bureaucratic 

policymaking and judicial monitoring. Only where the agency costs of courts are 

seen as less severe than those of bureaucracies should we expect an open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e agency costs of courts are affected by the availability of other alternative 

methods and their agency costs. Because the political resources available to 

politicians are very limited, they react sensitively to the relative agency costs of 

courts. Politicians make efforts to employ scarce political resources as efficiently 

as possible in order to maximize their chances of being reelected. Because 

politicians strive to find an optimal solution to regulate bureaucrats effectively, if 

the agency costs of courts are large, there is little chance for politicians to 

propose an amendment to expand standing.

The extent to which the expansion of standing can increase the agency costs 

of courts depends on several factors. Such factors are: i) regime type (democracy 

vs. dictatorship); ii) constitutional structure (presidential system vs. parliamentary 

system); iii) party system (strong ruling party vs. weak ruling party); iv) cultural 

infrastructure (dynamic civil society + activist courts vs. politically sleeping 

society + self-restraining courts).

Taking all these factors into account, one can conclude that Korean and 

Japanese courts' respective agency cost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First, in terms of regime type, it is difficult to find differences between Japan's 

and Korea's systems after 1987 when Korea was finally democratized. Next, 

Japan is a parliamentary government in which little tens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makes it much easier for politicians to control 

bureaucrats. Nonetheless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President of Korea can 

also subdue discord within ruling power groups. In terms of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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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as successful in assuming power for a long term, 

therefore able to restrict the activities of bureaucrats easily. However, Korea's 

parties still continues to form or dissolve depending on one political leadership. 

When these differences are considered, the relative agency costs of Korean courts 

are smaller than those of Japanese courts. Thus, we can conclude that Korea's 

ruling politicians have a greater incentive to expand standing.

However, this difference does not put a decisive impact on the size of the 

relative agency costs of these two court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conclusion. First, although Korea's ruling party is politically weak, the political 

power to compensate for this weakness is vested upon the President. Namely, 

Korea's Presidents have retained much of the totalitarian measures to control 

bureaucrats even after post-democratization. Second, Korea's courts retain a much 

more activist attitude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ose of Japan.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agency costs of activist courts are much greater than those 

of self-restraining courts that stick to legal positivism or democratic formalism. 

Furthermore, Korea also has a dynamic civil society which has involved itself in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ince 1987 democratization. The consequence of this 

civil society when met with an uncompromising court may bring about 

unpredictability. Conclusively, the agency costs of courts do not have such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ither Korea or Japan that it is hard to say that the 

incentive to expand standing in Korea is much greater. Because of this, there is 

a very small possibilit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s amendment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