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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법*

1)

한스 마이어
**

朴 正 勳 譯***

Ⅰ.

행정법은 독일에서도 역시, 법규를 제정하고, 사인의 권리에 개입하며, 부를 

제공하고, 법상태를 확정하며, 정보를 제공하며, 는 경고를 발하거나 계약을 체

결하는 행정에 한 법이다. 행정은 상 법, 다시 말해, 특히 법률과 헌법을 수

할 때에만 법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상 법에 한 반은 행정의 작용을 

법하게 만든다. 법성의 결과는 외 인 경우에 행정활동의 무효를 야기하고 

부분의 경우에는 계인이 당해 행 의 [쟁송]※1)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

행 가 종료된 때에는 법성의 확인을 구할 청구권이 존재한다. 행정의 법한 

활동을 통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에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

1960년에 비로소 독일 연방 체에 용되는 행정소송법, 즉, 행정법원법(Verwal-

tungsgerichtsordnung)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소송가능성[원고 격]과 재 의 형태

와 법  효력에 하여 세부 으로 확정하 다.

1977년에는 행정 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이 그동안 례법에 의거하

여 오던 일반 인 실체  행정법을 행정행 ․계획확정․공법상계약이라는 주된 

수단과 함께 성문화하 다. 이와 동시에 [행정] 차법을 최 로 성문화함에 있어 

입법자는 특히 연방행정법원, 즉, 독일의 최고행정법원의 지속 인 항을 극복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 이 은 서울 학교 연구처와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의 외국인 명학자 청 경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Hans Meyer, 前 독일 베를린 훔볼트 학 총장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 본문  [  ] 속의 내용은 譯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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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의 원인이 독일 행정법의 주된 문제와 연결된다.

Ⅱ.

만일 모든 행정결정에 있어 － 재량결정의 외를 제외하고 － 오직 하나의 

올바른, 즉, 법한 결정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된

다. 첫째, 행정이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오로지 

행정법원의 임무가 된다. 여기에서 행정법원은 법률을 항상 명확한 것으로 취

하고 만일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례를 통해, 장래에 한 명확성을 만들어내

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법원은 입법자의 권한의 일부를, 는 입법자가 의도

으로 해석이 필요한 개념[=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정의 권한의 일부를 

탈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차  차  하자의 요성에 한 과소평

가이다. 즉, 결론이 실체 으로 “올바른”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다시 차를 염

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론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행정 차법에서] 차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차

반이 그 차의 산출물, 다시 말해, 행정행 에 하여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행정법원들이 1977년의 행정 차법에 하여 

상당한 항을 한 은 이해할 만하다. 동법의 제정 이후에도 그 항은 최고행

정법원의 부분  法不服從(Rechtsungehorsam)의 모습으로 표 되었다.

Ⅲ.

재량행  이외에는 항상 오직 하나의 올바른 해결만이 있다는 제는 설득력

이 없다. 이 제가 타당하지 않다면, 차법은 매우 요한 가치를 갖는다. 결정 

자체가 명확하게 실체 인 기 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차가 공정

하 다는 이 요구되어야 하고, 만일 규정된 차에 하여 한 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의 결정은 [쟁송]취소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입법자는 자신의 생각을 오로지 개념을 통해서만 표 할 수 있다. 숫자 이외에 

입법자가 사용하는 개념들은 부분, 경미한 정도에서 극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의 불확정성을 갖는다. 그 개념들은 각각의 개별사안에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행정법원은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일부에 하여 행정에게 ‘ 단여지’ (Beur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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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sspielraum)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은 이러한 경우, 재량 이외에도, 법한 여

러 가지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 다. 뿐만 아니라 측결정  

계획결정에 해서는 행정법원이 더욱 하 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불확

정개념에 해서는,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사안에서는, 행정법원은 입법자가 무엇

을 생각하 는지를 스스로 단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행정법원은 그 

안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행정이 자신의 고유한 행정정책  구상에 따라 결

정할 수 있는 불확정성의 범 를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아니하 다.

그 결과, 행정법원은 근본 으로 행정결정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법

률을 당해 사안에 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게 되면 행정청의 차는 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Ⅳ.

행정 차법은 차  하자가 행정행 의 법성에 향을 미치는가, 향을 미

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가 라는 문제에 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동법은 원칙 으로, 차  하자는 차의 산출물인 행정행 를 

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로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요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

다. 첫째, 차  행 의 흠결은 － 요한 차  행 라 하더라도 － 추완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행정법원은 계인에 하여 의견청취(Anhörung)

가 필요한 경우에 계인이 법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심 을 제기하면 충분한 

것으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 다. 다시 말해, 하자의 치유는 

반드시 처분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나 에 입법자는 심지어 행정소송의 

최종 사실심 단계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충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행

정 차단계에서 의견청취의무가 반되었더라도 궁극 으로 아무런 효과가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다. 차

 하자는 “실체 으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을 때에는” ‘ 요하지 않다’ 

[nicht erheblich = 독자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정내용이 실체법 으로 명

확한 경우에는 차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의한 행정행 의 취소가 요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해를 하여, 결국 입법자는  조문을 개정하여 차  하자가 [실체

으로] 결정에 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행 의 취소 여부가 좌우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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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기에 이르 다. 그리하여 다시 행정행 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손

에 놓여지게 되었다. 만일 행정이 소송에서 결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다른 결

정을 내리지 않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원이 원한다면, 

차  하자가 당해 결정의 독자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쉽게 인정할 수 있

게 된다. 이로써 차법의 과소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Ⅴ.

행정법 그리고 상술한 실체법과 차법의 계라는 문제에 하여 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은 행정의 단 계획이다. 특히 도로․철도․운하․공항의 건설과 

같은 교통인 라 설치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원자력발 소, 쓰

기처리장 는 폐기물 치장의 설치와 같이 주민과 주 환경을 심하게 침해하

는 조치들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 조치 모두의 공통 은 이로 인해 수많은 계

인의 권리들 는 보호되고 있는 지 들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 수는 100,000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원자력발 소 는 공항의 경우에 그에 인 한 

도시가 그 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법률은 통상 으로 그 건설에 하여 아무런 실체  기

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주택의 건축에 해서는 수많은 내용  규범

기 들이 있는 반면 공항이나 고속도로의 건설에 해서는  없거나 아주 조

밖에 없다는 것이 놀랄 만한 사실이다. 례는 당해 시설  그 시설의 규모에 

하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단지 측에 기해서만 규명될 

수 있는데, 이 측은 장기 인 미래에 한 것으로서, 불명확하다. 따라서 례

는 단지, 그 측이 방법 인 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루어졌다는 

만을 요구하고 있다. 당해 계획은 다른 공 인 이익, 컨  자연보호와 형량

되어야 하고, 자연보호이익의 보호가 특별한 조치를 통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계획의 요성이 국가에 하여 자연보호보다 강한 가치를 갖는 것이어

야 한다.

단 계획이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입법자는 컨  소음방지를 

해 그 사업주체로 하여  소음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인근주민에게 소음방지창문의 설치비용을 지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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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획은 국가 는 사인의 통상 인 계획과 내용 으로만 다른 것이 아

니다. 차 역시 계획확정 차(Planfeststellungsverfahren)로서, 히 다르게 이루

어져 있다. 공항 건설을 한 계획확정 차가 10년 이상 걸릴 수 있고 한 계

획확정의 할 청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청에서부터 수자원 리 청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해당 게마인데(Gemeinde: 기 지방자치단체)  도시 등 모든 련 

행정기 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된다면, 국가는 한 번 내려진 [계획확정]결정의 

안정성에 하여 높은 심을 보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하여 법은 계획확정 차에 해 일련의 외를 규정

하고 있다. 첫째, 부분의 다른 행정 차와는 달리, 계인에 한 개별통지가 

아니라 公告(öffentliche Benachrichtung)가 이루어진다. 이는 계획확정결정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適時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제기가 배척된다. 셋째, 

계획확정결정이 내려지면 건축허가 는 수자원 리법상의 허가와 같이 요구되

는 다른 모든 허가들이 필요없게 된다. 넷째, 형량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명

백하고 한 결정에 향을 미친 경우에만 계획확정결정이 취소된다. 다섯째, 그

러한 한 형량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계획변경 는 보완 차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단 계획에 해서는 차  하자의 평가함에 있어 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뮌헨의 공항의 신축이 좋은 例가 된다. 계획확정을 

할하는 장   항공을 담당하는 국장이 공항의 입지선정 당시에는 사  회사로

서 공  리주체를 갖고 있는 공항회사의 監事 의 구성원[감사]이었다. 그러나 

행정 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표자가 신청인의 감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 차에서 제척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행정법원은 이를 

요한 차  하자로 보지 않았다. 물론 判決時에는 그 공항의 건설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서, 상당한 액이 투자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행정법에서 단 계획은 실체 으로만 특별한 지 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히 차법에서 많은 특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 계획은 

행정법원이 차  요건과 그에 한 반의 결과가 갖는 비 을 가능한 한 축

소하는 특별한 계기가 된다.

법률이 자신에 의해 규정된 차  요건들을 세월의 경과에 따라 하게 축

소한  다른 행정법 역이 있다. 그것은 건축상세계획(Bebauungsplan, 지구단

계획)이다. 법 으로 이는 게마인데[기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의 토지의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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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확정하는 게마인데의 조례이다. 이에 한 법률은 이러한 건축상세계획의 

수립에 하여 요한 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의 효과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지속 으로 축소되었다. 즉, 게마인데는 건축상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로 인해 향받는 모든 공 인 이익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차의 결과에 해 향을 

미친 때”에만 실제 인 결과가 래된다[=당해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기  하에서 행정법원이 개별사안에서 문제의 건축상세계획을 취소하느냐 아니

면 유지하느냐를 마음 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Ⅵ.

연방헌법재 소 한 차   실체  행정법에 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시

민은 자신의 기본권  어느 하나가 침해되면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연방헌법재

소에 제소하는 것이 보장된다. 따라서 원칙 으로 모든 행정결정은 그것이 기

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격될 수 있다.

이러한 법  상태의 의미를 제 로 평가할 수 있기 해서는, 한편으로 기본권

의 실체법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 헌법소원 차가 갖는 장해요소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기본권의 효력범 에 하여 연방헌법재 소는 매우 확 인 해석을 주창하

고 있다. 이 확 해석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 첫째, 헌법재 소는 기본권

의 보호 역을 확 함에 있어 하다. 둘째, 각자의 인격발 에 한 기본권에 

의거하여 개인의 모든 활동들을 포 하는 기본권, 다시 말해, 기본권-일반조항을 

만들어내었다. 셋째, 헌법재 소는 기본권을 가능한 한 확 해석해야 한다는 원

칙을 수립하 으며, 넷째, 기본권 체를 객  가치질서로 높임으로써, 기본권

들은, 주 인 권리부여와는 무 하게, 객 인 기본규범으로 변하고, 그에 상

응하게 국가의 기본의무들이 응되게 되었다.

이는 소송 인 상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이미 행정법원 단계에서 행정

결정에 한 기본권의 효력을 심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정법원들도 기본권

재 (Grundrechtsrechtsprechung)을 행한다. 연방행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하

행정법원들이 기본권의 의미를 과 평가하 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연

방행정법원이 과도한 기본권해석을 통해 원고를 승소시켰을 때에는 국가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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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 소에 제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송법이 기본권 우호 인 경향을 띠

고 있다. 이를 상술한 연방헌법재 소의 확  기본권해석과 연결시켜 보면, 행

정법원이 확 용을 한 어떠한 여지를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기본권 우호 인 소송  상이 있다. 어떤 행정결정이 한 법률로부터 

해석기술의 규칙에 따라 도출되는데 그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연방

헌법재 소는 원래 그 법률을 헌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게 하

지 않고, 그 법률을 “헌법합치 으로”, 다시 말해, 문제의 기본권을 존 하면서 

해석한다. 유일한 이유는 무효선언을 회피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합치  

해석은 해석규칙에 반하는 해석일 뿐이다. 행정법원들이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

으로 내세우는 것, 즉, 동 법원들도 헌법합치  해석을 실행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그 게 하면, 소송상 방인 국가는 반면에 연방헌법재 소

에 제소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확장  소송법에 의한 기본권의 특별우 는 문제의 한 측면

에 불과하고,  다른 측면은 헌법소원 차의 실태이다. 자에 해서는 뚜렷한 

기본권 우호 인 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헌법소원의 차  실태는 소송욕구를 

지하고 연방헌법재 소로 하여  소송의 홍수를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시도로 악될 수 있다. 연방헌법재 소에 한 제소의 96

퍼센트 이상이 헌법소원이다. 이 헌법소원의 97퍼센트 이상이 패소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헌법소원의 의미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된

다. 헌법소원에 기하여 행정법에 해서도 매우 요한 결들이 내려졌다. 컨

, 원자력발 소의 완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법 으로 지된 것은 아니지만 

결의 이유설시에 의해 사실상 지되었다.  다른 헌법소원에 의거하여, 농업용

지를 메르체 스․벤츠 회사의 자동차시험장으로 지정[토지수용 정]한 조치가 

헌으로 선언되었다. 그 이유는 법률상 그러한 지정을 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는 것과 그로 인해 재산권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법률[Baugesetzbuch, 

BauGB, 연방건설법 ]은 특히, 일자리창출로 인한 공공복리가 지속 으로 메르

체데스․벤츠 회사에 의해 실 될 수 있다는 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소원 차의 실태는 한편으로 헌법소원의 법요건의 결정에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 소에서의 차 자체에 한 것이다. 모든 기본권주체들은 

헌법소원을 오직 자기를 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계쟁 

국가행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권침해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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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에 의하여 원고에 해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법

률들은 헌법소원의 유용한 상이 아니다. 집행행 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헌

법소원은 원칙 으로 모든 소송방법 － 여기에서는 행정법원에서의 － 을 모두 

거친 경우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고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

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1개월로서, 이 기간 동안 청구이유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을 생각하면 무나 짧다. 단지 기본권을 직 으로 침해하는 법률만

이 1년의 기간에 해당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우선 3인의 재 으로 구성된 裁判部(Kammer)로 넘

어가는데, 두 개의 大裁判部(Senat)에 의해 다수의 소재 부가 설치되어 있다. 당

해 사안에 결정 인 헌법  문제가 이미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한 번 단되어

진 때에는 소재 부들이 헌법소원을 형식  이유로 는 실체  이유로 배척[=

각하 는 기각]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약 5,000건의 헌법소원  

단지 21건만이 재 부에 의해 단되었다.

수많은 헌법소원들을 살펴보면 헌법소원의 법요건들이 차 엄격하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분 소재 부에 의해 단된다는 사실은 법요건의 요구

가 불규칙 으로 이루어진다는 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한 수단이 

다른 모든 소송방법의 소진(消盡)의 요건과 헌법소원의 이유제시 요건이다. 그리

하여 소송수단의 소진의 요건으로부터 일반 인 보충성원칙이 도출될 수 있고, 

이 원칙으로부터 다시 비공식 인 방법과 같은 다른 가능성들도 모두 사용되

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컨 ,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

차에서의 구두변론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법에 이에 한 아무런 규정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원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 어야 한다. 문법원[=헌

법재 소 이외의 법원]의 재 차에서 이미 기본권침해가 주장되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해 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해서는 최소한, 주장된 청구권

이 법률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본권 용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에

는, 분명히 재 차에서의 기본권 침해주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헌법소원의 이유제시 요건으로부터는 문법원의 결  기타의 근거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는 한 요건들이 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나도 부족한 기간이다. 이러한 헌법소

원에 한 제한 인 취 은 법치국가의 에서 의문이며, 단지 일종의 법원의 

긴 피난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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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본고에서의 고찰을 세 가지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법원의 자유 

는 권력의 욕구는 행정 차법의 평가 하로 귀결되었다. 이를 한 도그마틱  

근거는, 재량 역 이외에서, 법률해석의 원칙  명확성이다. 둘째, 행정의 단

계획 차는 행정의 실체법   차법  구속에 해 특별히 하게 취 하

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행정  행정법원의 기본권에 한 직  구속, 그리고 

연방헌법재 소에 의한 기본권의 고도의 확 해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개별

으로 행정법률의 내용인지에 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소원의 

수리[= 법요건]에 해 연방헌법재 소의 실무가  더 엄격하게 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 히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