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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公法學과 牧村 金道昶*

― 理論과 實務의 統合的 開拓  ―

1)

成 樂 寅**

Ⅰ. 韓國公法學 와 함께 한 牧村 金道昶

한국공법학회가 창설된지 어언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간 한국공법학회는 척

박한 이 땅에 헌법국가와 법치주의․법치행정의 구 을 하여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사실 한국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1956년 한국법

학원의 설립에 따라 한국법학원의 주도하에 각 분야별로 각종 법학회를 창립하

게 되었다.1) 이에 따라 한국공법학회도 1957년 7월 18일에 창립되었으며  

회장으로는 유진오 박사가 추 되었다.2) 하지만 한국공법학회가 본격 으로 활동

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자유당의 제1공화국의 몰락과 더불어 제2공화국 출범

을 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공법학회는 격동

의 한국헌정사의 와 에서 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학문  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공법학회는 헌정사의 굴  한 가운데에 서서 나름 로의 활동을 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1) 그 이전에 이미 유진오 박사 주도하에 대한국제법학회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57년

에 창립된 학회는 비교법학회(회장 엄민영), 민사법학회(회장 이희봉),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이태희), 한국상사법연구회(회장 최태영), 한국법철학회(회장 유진오), 한국노동법
학회(회장 이항녕)이 있다.

 2) 최종고, “한국법학원의 발자취”, 한국법학원 창립5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 프레스센
터, 2006.6.22; 유진오, “한국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1954년 11월 24일자 고대신문 게
재, 현민 유진오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헌법과 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489-492면에 재록; 김효전 편, 한국공법학회 편, 50년사 자료집, 한국공법학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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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왔으나 학회로서의 명실상부한 모습을 갖추어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70년 5월 15일에 회칙을 제정하고 문홍주 

박사를 새 회장으로 추 함에 따라 학회로서의 본격 인 학술활동에 어들었다. 

1980년에 이르러 그간 학회를 책임맡아 온 문홍주 박사의 후임으로 본격 으로 

헌법과 행정법 회원이 번갈아 가면서 회장을 맡도록 정하여졌다. 이에 따라 윤세

창, 박일경, 김도창 회원이 차례로 한국공법학회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에 이르기까지 회장단이 발 으로 교체되어 왔다.3) 2000년에는 국회에 사단법

인 한국공법학회를 등록함으로써 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목  김도창 선생의 삶과 학문은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하여 왔다고 할 수 있

다. 목  선생의 연보4)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선생은 1948년에 법제

처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 으며, 1954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

학교 법과 학에서 강사 는 임교수로 강의를 계속한 바 있다. 바로 그와 

같은 활동상에 비추어 보건  목  선생은 한국공법학계의 제1세  학자로서 한

국공법학의 기틀을 마련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행정실무가로서 한

편으로는 행정법학자로서의 목  선생의 삶과 학문을 추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공법학회 반세기를 재조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Ⅱ. 韓國公法學과 함께 한 牧村 金道昶의 삶의 여정

목  선생은 3.1독립선언의 여진이 가라않지 않은 1922년에 출생하여 1947년

에 서울 학교 법과 학을 졸업하 다. 1949년에는 서울 학교 학원에서 법학

석사학 를 취득하 으며 1950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 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이미 1948년 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법제처에서 행정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선생은 사법과에 합격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행정부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다. 행정부에서 근무하던 에도 

 3) 박윤흔, “한국공법학 40년의 회고”, 목촌김도창박사고희기념논문집, 한국공법의 이론, 
1992, 1-22면.

 4) 목촌 김도창박사 팔순기념논문집,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개, 목촌선생 연보․주요
저서․논문목록, 삼지원, 2005, 913-9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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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미국 조지타운 학교에서 공법연구를 계속하 으니 그의 학문  삶에도 

귀 한 거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그 사이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거니와, 1961년에는 마

침내 서울 학교 법과 학 교수로 부임하여 1966년까지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갔

다.5)

하지만 그의 행정부 근무경험은 결코 그를 학자의 길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여 

1966년부터 보건사회부 차 에 임명되고 연이어 문교부차 을 역임하 으며 

1976년에는 제9  국회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 다. 1979년에는 그의 

사회  삶의 시작인 법제처의 장에 임명됨으로써 화려한 공직생활과 교수생활의 

일단을 최고로 꽃 피우게 되었다. 특히 법제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격동의 

서울의 을 맞이하면서 정부헌법개정심의 원회 간사장으로서 새 헌법의 틀을 

비하고 있었으나 서울의 은 5.18과 더불어 꽃이 물면서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학문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아 1981년 곧바로 서

독의 본 학에서 공법연구를 다시  재개한 바 있다. 이때부터 선생은 다양한 각

계각층과의 교유를 확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으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여 왔다. 그 사이 선생이 보여  왕성한 사회활동은 모든 이의 귀감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정 으로도 매우 다복하여 3남 1녀는 모두들 훌륭하게 장성하여 우리 사회

의 귀 한 인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그의 모교사랑은 서울 학교 총

동창회 부회장과 서울 학교 학원 동창회 회장으로서 꽃을 피운 바 있고, 서울

학교에 목  장학기 을 설립하여 후학들에게 소 한 장학기 으로 기여하고 

있다.

Ⅲ. 行政法 理論과 實務의 연계에 터잡은 金道昶 行政法學

목  선생의 이력을 살펴보면 자칫 행정실무가인지 행정법이론가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것은 목  선생의 삶이 행정실무가로서 출발하 지만 

 5) 김도창, “나와 서울법대”, 서울대학교동창회 편, 동창수상록(1), 진리는 나의 빛, 경세
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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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법학계에 드높은 기여를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 기 때문이다. 

사실 해방과 건국의 격동기에 선생은 행정부에서 실무를 시작하 다. 아직도 그 

즈음에는 행정법학이 제 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시 이었다. 

지 까지 우리 사회는 법학계와 법조계 사이에 이론과 실무의 목이 미흡한 

을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계는 법학계 로 실무가들의 이론 으로 성숙

하지 못한 을 탓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법학자들이 실을 모르는 공리공론

에 치우쳐 있음을 비 하고 있다. 그 에서 본다면 이론과 실무를 평생 함께 한 

선생은 어쩌면 행정법이론과 행정실무를 가장 조화롭게 실천한 분이라 할 수 있

다. 

사실 선생의 삶은 언제나 행정실무와 행정법학자가 교차되어 왔기 때문에 꼭

히 어느 시 에는 실무가요 어느 시 에서는 이론가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이에 선생의 학문  삶을 편년체  서술을 통해서 한 학자 한 실무가의 생

애를 그려보고자 한다.

그간 한국법학 반세기를 넘어 서면서 그간 법학의 각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 에서도 주로 편년체 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편년체  이해는 20세기 후반부부터 본격 으로 자리 잡은 

한국법학의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無에서 有를 創造한 한

국법학의 발 과정은 편년체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다

만 21세기에 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21세기 한국법학을 편년체 인 이해만으

로 근하는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한국공법학 내지 행정법학의 발 과정에서 해서는 다수의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한국행정법의 발 과 함께 해 온 김도창 선생의 삶은 바로 한국행정

법의 발자취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목  선생 자신도 한국행정법의 1950년 를 

창기, 1960년 를 정지기, 1970년 를 환기로 명명하고 있다.6)

이와 같은 목  선생의 분류에 작년에 작고한 남하 서원우 교수도 비슷한 취

지의 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원우 교수는 한국행정법학의 밝은 미래를 

해서는 철 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7) 여기서 서원우 교수

는 한국행정법의 상과 문제 으로 1. 헌법이념과 행정법, 2. 행정법학의 이론

 6) 김도창, 공법이론(목촌김도창박사문집), 청운사, 1983 참조.
 7) 서원우, “한국행정법(학)의 회고와 과제”, 김영훈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공법학의 제문제, 

1995,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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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미성숙성, 3. 행정법학의 자기 역축소, 4. 행정법학에 있어서의 공

익 념과 공공성이데올로기 문제, 5. 법  허무주의의 경향, 6. 개 으로부터의 

소외를 시한 바 있다.

최송화 교수도 한국행정법학 50년의 역사를 (1) 한국행정법학 성립 사, (2) 해

방이후 제2공화국 시 까지, (3) 5․16이후 제3공화국 시 까지, (4) 10월 유신 

이후 제5공화국 시 까지, (5) 행헌법 성립 이후 재까지로 설명하고 있다.8)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행정법학 50년을 평가하면서 한국행정법학의 특수성과 문

제 으로 가. 학문  종속성, 나. 법학교육 주의 이론체계, 다. 방법론과 기 이

론의 빈곤, 라. 헌법학과의 지나친 역구분, 바. 총론에의 지나친 편향, 사. 공권

력 우월의 이데올로기의 온존을 들고 있다.

최근에 김철용 교수는 한국행정법학의 시 구분을 모방단계․독자  창설단계

로 나 고 후자는 다시 태동단계․발 단계․완성단계로 나 어 볼 경우 재는 

독자  창설 발 단계로 보고 있다.9) 특히 김 교수는 역사  발 과정으로 행정

법령, 행정법론, 행정 례를 병렬 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와 같이 그간 한국공법학 내지 한국행정법학 반세기를 살펴보면서 한국  

특수성에 기 하여 어도 20세기 후반은 편년체  이해가 으로 필요한 

시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세기에 걸친 선생의 삶을 연 기 으로 기술함으

로써 선생의 학문  삶의 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김도창 행정법의 발아기, 성숙기, 실참여기, 완결기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Ⅳ. 金道昶 行政法學의 發芽期

선생은 1947년에 서울 학교 법과 학을 졸업하 다. 이어서 1949년에는 서울

학교 학원에서 법학석사학 를 취득하 다. 사실 선생은 학원에서 민법을 

공하 다. 선생 자신의 회고에 의하면 학원에서 민법을 공한 인연이 행정

법이론을 탐구하는데 소 한 거름이 되었다는 이다. 이른바 법 의 법이라

 8) 최송화, “한국 행정법학 50년-그 성과와 과제”, 서울  법학 36-2, 목촌팔순논문집, 
678-705면 전재.

 9) 김철용, “한국행정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시계, 2006.6.(통권 592호), 5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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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법학의 정치한 이론이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법연부에 큰 기여가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 학교 법과 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음 해인 서울 학교 학

원 석사과정에서 재학 일 때인 1948년 11월 그러니까 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에 법제처에서 공직근무를 시작하 다. 당시 법제처장으로는 유진오 박사가 재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의 인품과 학문  향을 많이 받았음을 술회하고 있

다. 한국헌법학의 개척자와 더불어 미래의 한국행정법학의 개척자와의 만남은 결

코 우연한 행복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 에는 기 로 장래가 망되는 인재가 많아서 만족스러웠다. 김도창 

군은 바로 그러한 나에게 기 를 가지게 한 학생 의 1인이었다.… 김도창 군

은 그 당시의 나의 기 를 채워 주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 실무와 

학문 양면에 있어서 큰 공 을 쌓아 올린 사람이라 하겠다.”10)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49년에 서울 학교 법과 학의 유 조교로서도 활동하

다. 법제처 근무와 조교 근무를 병행하면서 1950년 6.25.사변 직 에는 제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 다. 이와 같이 비교  짧은 기간에 법과 학 졸업  

학원 석사학  취득  조교, 고시합격, 법제처 근무가 거의 평행 으로 교차

되어 왔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이론가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실무가로서 석을 다져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을 맞이한 20  후반의 나이에 청춘의 열정을 

꽃피운 시기라 할 수 있다. 바로 선생의 은 질풍과 노도(Sturm und Drang)의 

시 이라 할 수 있다.

나 지 이나 법제업무는 바로 행정실무와 행정법이론의 목지 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선생은 행정법이론을 직  구상하면서 동시에 행정

실무로부터 나오는 산 경험을 끊임없이 당신의 행정법이론에 input할 수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국가건설에 따른 법제업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창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에서 본다면 법제업무로부터 유리된 채 행

정법이론서의 집필은 불가능하 을 것이다.

10) 유진오, “김도창박사와 나”, 목촌 김도창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공법의 이론,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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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그것을 공하게 된 나는 법제 생활과 나의 

학문 연구의 두 가지가 완 히 脣齒輪車의 계에 있었다. 지  생각하면 내 

학문이 공 에 떠서 공리공론으로 흐르지 않은 까닭은 입법사무에의 참여를 통

하여 행정각분야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11)

선생은 법제업무를 계속하면서도 1954년부터 학에서 헌법과 행정법 강의를 

시작하 다. 이 시기에 선생은 성균 학교 법 의 조교수로 겸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 학교 법과 학에 시간 강의를 시작하 다. 이때 선생은 헌법과 행

정법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하여 헌법과 행정법 교재의 

집필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법에 주력하다보니 선생의 회고 로 헌법교

과서의 집필은 계약만 한 채로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부분

의 교수들은 헌법과 행정법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었고 서도 헌법과 행정법에 

걸쳐서 두루 간행하고 있던 시 인가 보다. 지 도 독일, 랑스, 일본 할 것 없

이 헌법학회 는 행정법학회보다는 공법학회 내지 공법학자 회가 열리고 있는 

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시기에 헌법과 행정법을 두루 강의하면서 자신이 희

망하는 분야에 논문을 집필하는 것이 일반 인 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특히 한국에서 헌법과 행정법이 무 지나치게 분화되어 헌법학자 는 행정법

학자로 정해져 버리는 상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에서 최근 김철수 교수도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  이해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사실 해방직후 공법학자들은 헌법과 행정법을 아울러 강의했습니다. 독일의 

공법교수는 헌법, 행정법을 순번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경제법까지 담당하고 있

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법교수가 민법, 상법까지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법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능력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만 통

합 인 법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2)

1956년에 선생은 향후 50년에 걸쳐 한국 행정법학계의 향도역할을 해 온 행정

법각론을 술한 바 있다. 선생이 행정법각론을 술할 시 에 아직도 정부수립

이후의 법령, 군정법령, 일정법령, 구한국법령이 제 로 정리되지 않은 시 이라 

11) 김도창, “법제처와 나”, 법제처 40년사, 법제처, 1988. 참조.
12) 김철수, “헌법학자가 본 한국행정”, 한국공법학회 200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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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술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법령들에

서 공통된 지도원리를 발견하여 추상  이론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을 시하

고 있다.13) 바로 그런 에서 무엇이 행법령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목  선생이었기 때문에 행정법각론의 출간이 가

능하 으리라는 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먼  학문의 상 소재에 실증 으로 근하고 거기서 귀납 으로 일반원리를 

찾으려는 방법론은 실정헌법질서 아래서의 공법이론의 수립을 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어요. 더욱이 기에는 헌법 제100조를 통하여 구법령이 살아 있었

고 이 구법령의 종류가 아주 다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행법인가를 

가린다는 것은 지난지사 지요.”14)

이어서 1958년에는 행정법(상)을 술한 바 있다. 행정법(상)은 제1편 행정법서

론, 제2편 행정법통칙, 제3편 행정조직법으로 구성되어 있다.15)

행정법 상․하의 집필을 마친 다음 1958년에는 미국행정법 연구를 하여 워

싱턴D.C.에 있는 조지타운 학교에서 공법을 연구한 바 있다. 아마도 미국행정

법이론을 하면서 례이론의 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1970년 에 간행된 한국행정법학계의 불후의 업 인 행정 례집의 완성으로 이

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 시기에 한 법학의 기 자료가 불모지 던 때에 법률학사  편찬작업에 

주도 으로 참여하 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 한 매우 어려웠으리라

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피난시 에 김증한, 안이 , 김도창 세 분

이 작업을 시작하 다는 에서 그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증보  추

보서에서의 선생은 이를 잘 술회하고 있다.

“이 사 이 국내법학계를 총동원하다 싶이 하여 교수와 실무가들이 직  공동

집필함으로써 이룩한 한국유일의 법률학사 으로서 출간을 보게 된지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 일 이 유진오 박사가 이러한 편집기도를 보고 한국 사람

들의 생활력이 강인한데 새삼 놀랐다고 평하신 일이 있거니와, 결국 다른 말로 

13) 김도창, 행정법각론, 서문 참조, 박영사, 1956.
14) 고희기념, 942면.
15) 김도창, 행정법 상, 박영사,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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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다면 이 사 은 성의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편집하는데 

직  펜을 들고 참여하신 교수와 실무가 제 가 구구한 이해를 월해서 오직 

이 나라 법률문화의 향상에 조 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충정에서 흠연히 조

한 까닭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법률학사 은 지식의 집 성

이라는 것 이상으로 성의의 집 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16) 

Ⅴ. 金道昶 行政法學의 成熟期

제1공화국 말기에 이르러 법제처는 법제실로 격하된 바 있고, 제2공화국에서는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격하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제업무의 특수

성과 법제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무원사무처 아래에 행정차장 이외에 법제

차장직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명목은 유지하고 있었다.17)

이 과정에서 선생은 서울법  임이 정되어 있었으나 과도정부의 법제국장

의 명을 받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우부교수로서 겸임하게 되었다. 특히 1961년 

5.16 이후에는 과거의 구법령을 시한부(1961.12.31.)로 정리하고 체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구법령정리에 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한민국 법령체계의 

기 를 확립하 다는 은 건국이래 오래토록 법제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목  

선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즈음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공보처 차 과 법제처 차장과 같은 고 공직을 

제안받았지만 원래 정 로 서울법  교수로 부임하고 말았다. 아마도 이 시

이 선생의 앞날에 요한 고비 즉 직이냐 학계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같다. 

이때 선생이 직으로 향하 더라면 한국행정법학계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김남진 교수도 잘 시하고 있다.

“김도창 교수께서 완 히 학계에 자리를 옮기신다는데 해서는 행정법학계로

서는 그 에 없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계에 계시면서도 오랜 학구생활을 

통해 독보  지 를 쌓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 , 상세하고 권 있는 행정

법 서를 술한 분이시라 이제 학구생활에만 심하시게 될 김교수님의 앞날

에 기 되는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해서는 불문가지라 할 수 있다.”18)

16) 김도창, 법률학사  증보판 추보서, 법문사, 1956. 
17) 이 부분은 김도창, “법제처와 나”, 법제처40년사 중에서 상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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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  끝에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선생은 서울법  교수로 직하 다. 

이 시기에 그간 실무에서 쌓아 왔던 경험을 토 로 본격 으로 선생의 행정법이

론이 성숙하 던 시 이라 할 수 있다.

한 서울법  교수로서 1964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 하여 “계엄에 한 약간

의 고찰-국가긴 권에 한 일고찰”로 법학박사학 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는 그 

후 국가긴 법론19)으로 출간된 바 있다. 국가긴 권론과 련된 선생의 민주헌정

에 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권력체계의 극한상황으로서의 국가긴 권과 인권체계의 극한상황으로서의 

항권의 문제는 공법학이 직면하고 있는 2 과제가 되고 있거니와, 본서는 

우선 자에 을 맞추면서 계엄의 문제를 심으로 다루어 본 것이다. 국가

긴 권의 과제가 핵무기의 개발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믿은 자는, 국가긴 권 

자체야말로 법의 역에 있어서의 아닌 사회과학 체 역에 있어서의 핵무기임

을 알게 되었다.”20)

방  국가긴 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에 한 정부당국의 비 에 하

여 “첫째는, 평시에 있어서의 방  국가긴 권을 인정하려면 헌법  차원에서

의 조치가 없어서는 안되는 데, 지 은 휴 정이 조인된지도 여러 해가 되는 

 평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에도 없던 제도를 평시인 지 에 와서 제도화한

다는 것은 그 방법이 헌법 인 명  수단에 의하는 경우는 말할 나 도 없

고, 헌법소정의 합헌  개정방법에 의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헌법이 경성헌법으로 

개정 차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국민  동의를 받

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  측면에서의 난 이 있고, 둘째로 정치  축면에서도 

미․일 등 통 우방국가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런 

의미에서 박 통령 자신이 만드신 행헌법 아래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시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개인  견해입니다.”21) 

18) 최송화, “김도창-생애와 학문세계”, 한국공법학회 편, 한국의 공법학자들, 2003, 144면
에서 재인용.

19) 김도창, 국가긴 권론, 박영사, 1968.
20) 김도창, 국가긴 권론, 박영사, 1968, 초판 서.
21) 고희기념논문집, 936면, 좌담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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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국정의 비정상상태(남북의 분단과 갈등, 정자와 국민 방

의 민주  미숙 등에 기인하는)가 빈발 는 계속되는 곳에서는 국가긴 권의 

발동이 한 잦게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안에서 붙잡아 

보려는(입헌  독재개념의 도입 등으로) 것이 이 논문을 쓴 그의 주동기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에서 가서는 김박사도 민주주의의 최종보루는 어

떠한 제도  장치보다도 각성된 국민(헌법제정권자)의 의식과 의지력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도 으로 동감이다.”22)

“나는 50년  이후 오늘날까지 나름 로는 한국공법 특히 행정법을 자유민주주

의 방향으로 개척하기 하여 노력하 다고 생각하고, 분단상황에서 국가권력

도 요하지만,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론의 을 두어왔다고 자

하고 있습니다.”23)

와 같은 선생 자신의 회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김도창 행정법은 실천학문으로

서의 행정법학의 민주성을 추구하 다는 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그 행정법학의 민주성은 격한 물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실

을 시에 응시한 다음에 실에 바탕을 둔 민주성이라는 에서 동시에 보수  

민주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선생의 학문  경향은 실참여문제와

도 직 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  선생의 제자인 최송화 선생은 김도창 행정법의 특징을 (1) 김도창 행정법

학과 학문의 주체성, (2) 민주  행정법학의 모색, (3) 례이론과의 맥, (4) 실

천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민주  행정법학의 모색으로

서의 특징은 첫째, 행정행 의 개념  징표의 재정립, 둘째 특별권력 계이론을 

특별행정법 계이론으로 재정립, 셋째 제도  경찰개념과 실질  경찰개념의 분

리, 넷째 보육행정법의 복리행정법으로의 체를 들고 있다.24)

22) 유진오, “김도창박사와 나” 중에서.
23) 고희기념논문집, 936면, 좌담회 중에서
24) 최송화, “김도창-생애와 학문세계”, 한국공법학회 편, 한국의 공법학자들, 2003, 

146-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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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金道昶 선생의 現實參 期

워낙 행정실무에 통달한 선생을 더 이상 학계에만 머물게 놓아두지 않았으니, 

비교  짧은 기간의 서울법  교수는 1968년말을 고비로 새로 직의 길로 나아

가게 되었다. 보건사회부차 (1969년 10월까지)을 거쳐 1970년 1월에는 문교부차

(1971년 7월까지)으로서 공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공직생활을 일시 마감한 시 에 선생은 다시  행정법론(상)의 면개정을 단

행하 는바, 그 내용은 민주행정이론으로 발 하고 있다. 특히 선생의 학문에 

한 정열은 공직생활 에서도 서울법 와 학원의 행정법 강의를 계속하게 하

다. 특히 필자가 학원 재학 에 제1 정 을 간행한 선생은 수업시간에 

행정법의 새로운 경향을 반 하고 있음을 강조하 던 기억이 새롭다. 그의 새

로운 이론 개의 일단은 개정  서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행정법이론은 제2차 이 끝난 뒤에 겪었던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커

다란 환 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

반 으로 말하여 20세기 후반기의 행정법이론은 한결같이 민주국가   사회

국가  원리를 강력히 추구하면서도, 그 이론의 기조가 되고 있는 국가 에 있

어서 20세기 반기의 경우처럼 국민을 은혜 으로 도와주는 조성자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엇인가 주는 책임을 지는 부자  국가로 인식하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 국민 앞에 서서 이끌어 가는 유도자  국가로의 인식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25)

한편 1976년부터 선생은 다시  제9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79년

에는 박정희 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정국은 혼미해졌고, 이 

과정에서 유신헌법을 체할 새로운 민주헌법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최규하 통령권한 행 정부에서 다시  법제처장직을 맡게 되면서 동시에 정부

헌법개정심의회 원장을 겸직하 다. 이때 선생은 공법학자로서 한 행정실무

가로서의 경험을 토 로 하여 정부헌법연구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민주헌법연

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26) 하지만 1980년 짧았던 서울의 은 5․

18 주사태와 더불어 종언을 고하게 되고, 선생도 이후 원히 공직으로부터 벗

25) 김도창, 제1전정판 일반행정법론(상), 머리말, 1973,
26) 법제처 헌법심의자료, 역 헌법  외국헌법비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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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되었다.

한 이 시기에 선생은 한국행정의 근본 인 민주화를 해서는 법 차의 

원리가 입법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행정 차법연구”27)를 

간행하기도 하 으며, 이 연구는 그 후 행정 차법의 제정에 직 으로 기여한 

바 있다.

선생의 실참여는 원래 건국이래 법제 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고된 

일이기도 하 다. 하지만 법학과 직결된 법제업무 이외에 개의치 않았던 선생의 

삶은 1968년을 기 으로 실참여 인 학자가 되었다. 차 , 처장, 국회의원 등

의 공직을 거치면서 선생은 한국  실참여의 한계를 인식하 는지도 모를 일

이다. 

“김박사님의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박사, 교수, 차 , 의원, 처장, 변호사 등 그

것은 그 분의 경력이 그 만큼 다채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도 그 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아무래도 ‘김박사’ 는 ‘김교수’이다. 그것

은 언제나 그 분의 체취와 인상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본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김박사는 한시도 학과의 계를 끊어 본 일이 없었으며, 한 

술에 있어서도 단 이나 공백이 있은 이 없었기 때문이다.”28)

하지만 격변의 한국헌정사의 소용돌이에 있으면서도 선생은 언제나 행정법 이

론서를 곁에 두고 강의함으로써 상아탑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이 선생의 삶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차 , 국회의원, 처장 등을 역임하면서도 서울법 에서 

강의를 계속하 던 선생의 열정은 오늘날의 시 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니

와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아탑 한 선생에게는 특별한 행운이었다.

Ⅶ. 金道昶 行政法學의 完結期

1971년 이후 공직을 벗어난 선생은 1972년에는 한국행정과학연구소를 설립하

여 술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그 학문  결실이 바로 한국법학계의 모든 분야를 

27) 한국행정과학연구소 편, 행정 차법 연구, 1980.
28) 배재식, 목촌 김도창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공법의 이론, 간행사 중에서,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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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최 로 행정법분야에서 행정 례집 상․ ․하가 간행되었다. 이는 총 

4792면에 달하는 방 한 술로 한국법학계의 수 을 한 단계 업그 이드 한 기

념비  술이 아닐 수 없다.

“체계 인 행정 례집을 집 성하는 일은, 법학도이며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행

정법을 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자가 행정 사인 계의 원활화와 나아가서 이 

나라 법률문화 향상 발 을 하여 평소에 생각해온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다

.”29) 

 “해방 후 우리 법학교육에서 case method(일명 Langdell method)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는 하 지만 그 방법을 법학교육에 도입할 media로서의 례집의 정

비․간행이 마련되지 않아 나로서는 이 행정 례집 간행을 연래의 숙원사업으

로 여기던 차, 마침 시간이 나서 이 사업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로” 하 다.”30)

이와 같은 방 한 작업과 더불어 례교재행정법(서원우․김철용․최송화 공

, 법문사, 1980)을 간행함으로써 행정법 련 례이론을 체계 으로 정립하

다. 그간 한국행정법에서의 행정 례 반세기는 후학들에 의하여 회고되고 있거니

와 박정훈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선생이 행정 례집을 술한 시 은 1971년 국

가배상법 제2조 헌 결까지의 제1단계(정착기)를 거쳐서 이제 겨우 제2단계로 

진입하는 시 에 불과하 다.31)

선생의 이론과 실무를 목하는 례이론에 한 열정은 1984년 한국행정 례

연구회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 연구회의 창설은 그 이후 법학의 각 분야에서의 

많은 례연구회 창설로 이어지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0년 이상 회장으로서 

직  연구회를 주 하심으로서 한국행정법학자  행정실무가들의 공론의 장을 

형성하게 하 다.

그 과정에서도 선생은 행정법 교과서에 발 된 민주주의이론을 포섭하는데 그

침이 없었다.

29) 김도창, 행정 례집(상), 한국행정과학연구소, 1975, 서문.
30) 고희기념논문집 좌담회 내용, 937면.
31) 예컨대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 례연구회 20주년  발표회 200회 기념 논문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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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오늘날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나라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에서 집필된 것이다. 새 헌법은 안정을 추

구하는 권력구조에 응하여 기본권 인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특히 복

지보장․환경권․독과 규제․소비자보호 등은 종래의 행정법이론에 근본 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면이 있다.”32)

“특히 벽에 부딪친  법치행정이론을 면 재정비하기 하여 공정력․특별

권력 계나 자유재량행  같은 통 인 료국가  이론을 계속 재정비하면

서, 신뢰보호․행정과정․행정 차․정보공개 등을 다루었으며, 행정법 계에서

의 私人의 지 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손해 보․행정쟁송과 같은 행정구제 부

문도 보완하노라고 하 다.”33)

1992년에는 신고 제4정 을 간행함으로써 1958년 이래 지속되어 온 김도

창 행정법론은 마감되고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은 해방 후 무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국 기의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그런

로 노력한 셈이고, 본서도 미력하나마 그러한 개척자의 말석을 더럽  왔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지각변동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경험한 세계는 바야흐로 

새 질서의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에게는 남북통일과 21세기에 

비해야 될 과제가 앞에 다가와 있으므로, 이에 응하기 해서는 어느 때보

다 학계의 공동노력이 요청되는 것 같다.”34)

공직과 한양 학교 교수로서 학교수생활을 마감한 선생께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명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후학들에게 학문  삶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특히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제9차 헌법개정(제6공화국헌법)에 하여 “ 문 ․기

술  검토가 없는 개헌”이라고 낱낱이 시하고 있는 은 그의 이론과 실무를 

통한 삶의 한 서술이기도 하다.35)

32) 김도창, 제2정판 일반행정법론(상), 머리말,
33) 김도창, 제3정판 일반행정법론(상), 서문,
34) 김도창, 신고 제4정판 일반 행정법론(상), 서문,
35) 김도창, “제9차 개헌의 평가-후일을 위한 비망록”, 한변호사 회지 1987.12(통권 13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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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과 학에서 임생활을 마감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연부역강하셨던 선

생은 언제나 올곧은 신사로서 이제 그의 학문  교유의 범 를 국제 으로 넓  

나갔다. 그간 공직생활로 인하여 제 로 챙기지 못하 던 공법학의 국제화를 향

한 보폭을  갔다. 1980년에는 독일 Karlsruhe에 있는 연방헌법재 소에서 

Konrad Hesse 재  등을 만나고 Berlin에 있는 연방행정재 소 Kühling․

Neihus 사 등을 만나서 학문  토론을 개한 바 있고, 1981년에는 독일 본 

학에서 연구하는 동안 독일국법학자 회(Vereinigung de deutschen 

Staatsrechterslehrer)에 참석하는 등 한국행정법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독일공법

학의 탐구에 진력한 바 있다. 한 일본공법학회 연차총회도 참석하여 동경 학

의 시오노 선생 등과 학문  교유를 계속하 다.36) 이와 같은 선생의 학문  완

결기에 이루어진 보폭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후학들에게 국제화의 징검다리

를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건국과정에서 비롯된 선생의 국내  공법학자로서의 삶은 그 학문  

삶의 완결기에 이루어 놓은 국제화의 석을 통하여 21세기 한국공법학의 새로

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다정다감한 선생께서는 늘 후학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표가 

되었으며, 가정 으로도 매우 다복한 가장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건강하게 백수

를 다할 수 있는 세 에 살면서 8순을 얼마 넘기지 못하고 면하게 되었음은 

가슴아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5년 6월 23일 메리오트 호텔에서 “목 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한국공법

이론의 새로운 개”37)가 후학․제자들로부터 정받은 때 이미 목  선생은 건

강이 많이 상하여서 휠체어에 의지하여 겨우 행사장에 들어서서 모든 이들의 가

슴을 아 게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선생은 우리 곁을 원히 떠나셨다. 

Ⅷ. 에필로그 

목  선생의 삶은 한국공법학과 함께 하여 왔다. 특히 학자로서의 다양한 삶은 

한국법학계에서 아직까지 경원시되고 있는 이론과 실무를 온몸으로 목시켰다

36) 김도창, “ 野宏先生에게 보낸 書翰”, 1996.
37) 목촌김도창박사8순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위원장 김철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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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우리 법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 선험자 다 할 것이다. 한 실참

여 와 에서도 언제나 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다는 에서도 후학들의 

사표가 되리라 믿는다.

“학계야 말로 진리 속에 스스로를 묻고 은 심령에 화해 주는 지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직업이지요. 행정이나 입법 쪽은 우리나라처럼 규범과 실천이 

따로 따로 놀고 도의가 서지 않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38) 

“최근 행정법의 방법론과 련하여 행정법이론이 종래와 같이 종말 처리장과 

같은 결과론에 시종할 것이 아니라(終末的學問), 그 결과가 도출된 과정에 해 

새로운 심의 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過程的學問). 그것이 21세기 

과학기술시 에 응하는 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39)

“지 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 ‘지난 일을 

후회말자’, ‘양식을 잃지 말자’, ‘과욕을 갖지 말자’, ‘남의 이야기를 듣자’라는 

5戒를 생활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40)

학자로서의 목  선생은 한 제자사랑도 매우 어쩌면 도가 지나칠 정도일 뿐

만 아니라 특히 법학도들에게 항시 올곧은 자세를 강조하여 왔다. 이 땅의 법치

주의의 구 을 하여서는 법학도의 사명이 깊고 높음을 강조하는 목  선생의 

뜻은 바로 법학도의 혼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 가 국가나 사회에 하여 막 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 하여 미시 인 법률기사(法律技士=律師)의 교육을 하고 있

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이 사회를 짊어질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  우리 사회는 법치는 정책의 뒷 으로 려나고, 법의 소양

이 없는 사람들이 법치행정의 역을 맡고 있다.”41)

38) 고희기념논문집 좌담회 내용, 947면.
39) 김도창, “나와 서울법대”, 서울대학교동창회 편, 동창수상록(1), 진리는 나의 빛, 경세

원, 1994.
40) 고희기념논문집 좌담회 내용, 951면.
41) 김도창, “나와 서울법대”, 서울대학교동창회 편, 동창수상록(1), 진리는 나의 빛, 경세

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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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인 으로 학과 학원에서 선생의 강의를 들은 이후에 특별한 인

연이 없이 지내다가 1980년에 학의 임으로 부임하면서 선생을 다시  뵈올 

수 있었다. 그런데 선생은 어 나 자상하시던지 이제 년병 학자인 필자를 직  

불러 필운동의 한국행정과학연구소에서 당신의 필생의 역 인 행정 례집을 손

수 수여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1980년 공직 사퇴 후 1981년에 독일 본 학에

서 연구생활을 하시면서 필자에게 직  포스트 카드에 빼곡히 쓴 편지를 보내 

주셨다. 여기에는 단순히 안부인사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독일공법학자 회 참가

기와 더불어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나  말 들을 기록해 주셨다. 돌

이켜 보면 그 때 선생의 연세가 필자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 나 그 게 후

학제자에게 자상할 수 있었는지 그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한 1994년에는 필

자가 일암 변재옥 교수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 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선생께서

는 흔쾌히 일암 선생 기념논문집의 하서 집필을 수락해 주셨다. 언제나 제자 후

학들을 아껴온 선생의 학문과 인생을 기리면서 을 마치고자 한다.

* 2006년 7월 17일 제58회 제헌  기념식을 참석한 후 원고 작성을 완료함.

주제어: 한국 공법학, 김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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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 droit public coréen et KIM Do Chang
42)

SUNG Nak In*

Cet article a pour but de contribuer à la mémoire du grand  

publiciste(administraviste) KIM Do Chang. Il est né le 19 novembre 1922 et 

mort en juillet 2005. Il a promu ses études de licence en droit et soutenu sa 
thèse de doctorat à la faculté du droi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Il a 

commencé sa carrière à la fonction publique au ministère de la Législation. Et 

puis il a enseigné à la  faculté du droi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n 

tant que professeur de droit public. Mais il est nommé vice-ministre du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sociale et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Après sa carrière ministérielle, il est élu député à l'Assemblée nationale. Et enfin, 
il est nommé le ministre de la Législation.

Bien que sa carrière soit très dynamique et diversifiée, sa vie est attachée 

passionnément à l'enseignement et à la recherche du doit public, tout 

particulièrement du droit administratif. Au milieu des juristes, son ouvrage(Droit 

administratif) a été estimé à une sorte de 'Bible' pendant un demi siècle. C'est la 

raison pourlaquelle il a été désigné comme un grand maître du droit administratif 
coréen.

Key words: le droit public coréen, KIM Do Chang

* Professeur du droit public à la faculté du droit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