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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 논문 조홍식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판례실무연구 비교법실무연구: , “ ”, , Ⅳ

회 편 박영사 , (2000. 9.)

부분요약및인용자 이한: 

괄호 안의 페이지 수는 논문의 쪽수 괄호 안의 글은 부분 요약자의 생각임 는 단순. . “”※ 

인용 그 외 부분은 요약인용. . 

본 논문은 대법원이 환경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구(

역 안과 구역 밖을 나누어 기계적으로 달리 취급하던 시절에 조홍식 교수가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구역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경계선이 실제 환경에서의 손해를 입는 주민들의 경계선과 일치한다는 아무 보증이 없는 

것이고 자의적이어도 별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은 환경영. 

향평가 구역 안이냐 밖이냐를 기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의 손해가 실제로 ,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근거를 당사, 

자 적격의 헌법적 기능인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서 찾았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 주된 논변 이외에도 법철학적 헌법적으로 간취할 매우 중, · 

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문제의 제기 I. 

최근 제기된 일련의 환경행정소소송 대법원 선고 누 판결 대법원 “ ( 1998. 4. 24. 97 3286 , 

선고 누 판결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에서 대법1998. 9. 22. 97 19571 , 1998. 9. 4. 97 19588 )

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이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는 대형산업 예컨“ (

대 온천개발을 위한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사업과 전력공급 위한 양수발전소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등 을 허가 승인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 ·

한 수권법령 위의 예에서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사업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전원개발( , 

사업의 경우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뿐만 아니라 그 대형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상의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포함된다. 

문제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인 수권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취지는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호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 

주민들이 당해 사업을 허가 승인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

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 평균적 일· ·

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가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

주민에게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승인 허가처분의 취소·… … 

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439-440)

첫 번째 의문은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을 무슨 기준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가 이다 대상 판결은 근거법률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특별한 설명 없이 환경영” . “

향평가법을 근거법령으로 선언하는데 그치고 있다.”(441)

두 번째 문제는 그 이익의 향유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게 하려면 환경배려조항을 누, “ ‘… 

구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이다 특정한 환경배려조항이 ’ ” . “

환경공익 뿐만 아니라 주민 개개인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는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왜 그런 기준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

익이 인정된다는 결론만을 선언하고 있다”(441)

세 번째 문제는 근원적인 것으로 원고 적격이 왜 필요한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답하는 ,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442) 

당사자적격이론의 전재 이유 당사자적격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II. : ?

미국 판례와 학설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대립성설1. 

이 견해는 원고적격을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자를 선정“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그 선발의 기준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성 을 , (adverseness)

제시한다 가장 원수진 사람을 내보내야 가장 극렬하게 다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원은 .” . 

입법부와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행정부와 달리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제공, 

하는 의 능력도 없이 으로 판단을 하는 훈련이 고도로 forward looking backward looking

된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변론활동을 통하여 재판에 제공한 사실들을 . 

보고 판단하는 바 가장 그런 것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 

당사자 적격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우될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를 당사자, “ ”

로 걸러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환경단체보다 적격자인 이를 찾기는 힘들다 그런데 . . 

대립성만을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원리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 ” “

를 제기한다고 본다 즉 이 견해는 사건 자체의 해결이라는 미시적 목표에 있어서는 타.” , “

당하지만 국가의 조직체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다” .(443-445)

권력분립설2. (separation of power rationale)

이 사건은 당사자 적격을 민주적인 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 ‘ ’ 

데 필수적인 장치 환언하면 헌법상 천명된 삼권분립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법기제 로 보, ‘ ’

는 입장이다 만일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 원고들은 납세자로서 불이익을 거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삼권분립론에 힘을 불어넣은자가 .(445) Antonin 

로 가 그 Scalia The Doctrine of Standing as an  Essential of the Seperation of Powrs

대표적 논문이다 한 마디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원고가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 “



해가 일반시민 전부에 해당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원고 개인만이 개별 구체적으로 입, ·

고 있는 성질의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칼리아에 따르면 법원은 다수의 .”(446) 

횡포로부터 개인과 소수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지 다수를 위한 공익이 뭐가 현명한가를 판, 

단하는 역할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할 구분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 

것이 바로 당사자적격이다 왜 법대로 안하냐 식의 단순한 사회적 계약위반이 아니라 . (447) 

구체적인 피해가 필요하다.("concrete injury-an injury apart from the mere breach of 

그래서 이런 이해는 의회와 법원에 각각 그 역할의 한계를 부the social contract") (448) 

여한다. 

첫째로 스칼리아는 사건에서 미국 헌법 제 조 대통령  ,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2 “

은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들면서 민중소송을 허용하는 법”

률은 의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448-449) 

둘째로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 여부를 해석할 때 의회가 지  , , 

정한 소수자 집단을 너무 넓게 잡아 모든 시민이 거기에 다 포함되도록 해석하면 안된다. 

(449)

이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하는 것이 소수의 이익 이라는 기준만이 단일한 기준인 것처( ‘ ’

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다수 예를 들어 과반수 의 이익이라 할지. - -

라도 그것이 법률적 이익이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어떤 행정청이 국민의 과반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 

행정청이 새로 입법된 법률을 일관되게 그릇 해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보다 0.01% 

더 높은 세율을 매겼다 그러면 그 처분은 그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모두 위법 부당한 처분. 

이고 소로 다툴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경우 다수냐 소수냐의 대립은 하나의 판. 

단 표지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이익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이를테면 내 세금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 라던가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진다 는 종류의 이“ ” , “ ”

익은 소로써 다툴 수 있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 . 

아니라 원하는대로 세금을 똑바로 쓰게 만들 법적 권리나 국가정책에 의해 지구온난화가 ,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자. 

면 다시 권력분립론과는 독자적으로 법률상 이익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 

평가 및 소결3. 

스칼리아에 따르면 의회의 입법목적이 정부기관에 의해 무시되고 잘못 수행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수자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그냥 참고 보고 있어야 한다.(450) 

이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451) Sunstein, Gerschwer, 

등에 의해 제기된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민주과정이 소수에 의Jonathan Poisner “

하여 조작 조정될 때 는 법원 외에 어디다 호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논문의 저· ” . 

자는 민주과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본연의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

한다 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때 그때 민주과정의 실패가 있느냐를 인식할 능력이 ” . 

법원에 없고 둘째 법원이 그런 인식 능력이 없다면 일반원칙을 세워서 개입을 하든가 하, , 

지 않든가 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민주과정이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 셋째 애초에 우리의 정부구조는 정치과정에 법원의 개. , 



입을 용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즉 법원은 법률판단을 통해 정책결정과정. (451-452) , “

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보호기관이지 정책판단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익수호기관이 아니다.”(453)

이 부분의 대답도 만약 소수가 다수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놓아두어야 한다는 식(

으로 본다면 불만족스럽다, .)

당사자적격의 판정 기준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III. : ?

개관1. (1) 

당사자 적격 판정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학설은 행정소송법 제 조 취소소12 “

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는 규정의 법률상 이”

익의 개념을 중심으로 권리구제설부터 적법보장설에 이르기까지 입장이 개진되고 있고 대, 

법원은 중간 정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문제가 있다. . (454-455)

방법론상의 문제(2) 

첫째 당사자적격을 본질을 헌법규정을 통해 규명하지 않았고 권력분립 기능을 도외시한 , ,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455)

둘째 행정부 내부의 문제인 행정심판과 권력 분립이 문제되는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적, , 

격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 기준에 의해 다룬다. (456)

셋째 방법론이 문제다 연역적이고 개념법학적 이다, . “ ” . 

근거법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의 주체              사실관계“ ”→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상의 이익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구체적 사안( )   ( )     ( )  ( )

대상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네가지 단계를 밟는다 그런데 이런 연역. 

적 방법론은 판사가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부“ , 

담경감기능 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연역적 방법론은 체계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최상위개념으로부터 상위개념을 상“ , 

위개념으로부터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하위개념을 추출한다 하위개념을 구성할 . 

때에는 그 요건과 효과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이를 적용할 때에 삼단논법 이외에 구체적 사, 

정을 고려하는 가치판단이나 이익형량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457)

이 방법론의 문제점을 다음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원 논문에서는 각 층위의 개념들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지가 그려져 있음( )

최상위 개념 --------------------------- I

상위 개념  ---------------------A                B

하위 개념 가    나          다  라-----------------    



구체적 사실관계---------- (①②③)    (④⑤)   (⑥⑦ )( )⑧⑨ ⑩

구체적 사실관계 중 “ ②③⑤⑦은 사법심사를 필요로 하는 행정처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 . “ ②③⑤⑦을 모두 포섭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개념 를 선(I)

택하여야 하는데 이 최상위개념을 취하게 되면 사법심사가 부적절한 사실관계, (①④⑥⑧⑨

를 더 많이 포섭하기 때문에 합리적 해석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최상위개념을 채택할 ) , ⑩

수는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상위개념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긴다. .” ⑦을 포섭하기 위

해 상위개념 를 채택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부적절한 사실관계 을 배제B ( )⑥⑧⑨⑩

하는 데 실패한다 그 결과 . ⑦ 역시 배제되어 버린다 이 어려움은 상위개념 를 선택할 때  . A

더 가중되는데 이 경우 부적절한 사실관계와 적절한 사실관계가 거의 동수를 이루고 있다, . 

해석자가 자제적 입장 법원이 심사하는 사건의 범위를 줄인다 을 취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 )

하위개념 가 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사실관계 을 포섭할 뿐 아니라 사법‘ ’ , , ①

심사가 필요한 사실관계인 ⑤⑦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불완전해진다. (457-548)

대상 판결의 해석론 역시 위 방법론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상위개념으로는 근거법률. “

이 상위개념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하위개념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자리하고 있다고 , ,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 중에서도 전혀 피해를 입거나 입을 .” “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역 밖의 주민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피해가 예상되

므로 사법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458)

저자는 대안으로 귀납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사실상의 손해 인가 여부만을 가지고 구체“ .” “‘ ’

적 사실관계에 접근하여 사법심사의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458)

위 분석은 개념 단계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판단 방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대(

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연역적 방법론 귀납적 방법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적절한지는 . ‘ ’ ‘ ’

의문이다 왜냐하면 연역이란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법칙을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추. 

론 방식이고 귀납이라 함은 사실들의 패턴으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을 가리키는 , 

것이어서 위 두 방법론의 대립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 형식적으로 모든 , . 

법학추론은 삼단논법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연역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연역. 

의 전제가 되는 명제다 다시 말해 당사자 적격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명제가 잘못된 것. 

이다 대상 판결의 해석론은 그 기준 명제를 제대로 정초하지 못했고 그 기준이 실제로 포. , 

섭되어야 하는 사태를 포섭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결함을 갖고 있다 위 분석을 자. 

세히 뜯어보면 애초에 중에서 무엇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어야 할 , ①②③④ ⑤⑥⑦⑧⑨⑩ 

사안이고 아닐 사안인지 미리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어떻게 미리 아는가 다른 기. ? 

준을 가지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연역과 귀납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상이한 . , , 

기준 환경영향평가 구역 안이라는 기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특수한 손해 이 있고 어느 ( vs )

기준이 더 우월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위의 분석은 이른바 연. 

역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다른 타당한 논거 없이 자의적으로 개념을 뽑아 든 다, 

음 그 개념의 부분집합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상판결은 채택한 개념이 정치하지도 못하다 근거법률을 무슨 기준으로 정하느냐, . “ ”

를 알 수 없다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법률들이 관련되는데 이 중 근거법률은 . , 

무엇으로 고르는가에 관하여 아무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또한 법률상 이익의 주체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설정이 평가자에 의, 

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459)

다섯째 대상판결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소송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이, “

익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공익에 관한 정치학계의 기본적 이해와 너무 배치, 

되어 달리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볼 때 이에 관한 주류적 입장인 다원주의에 “ ” 

의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다양한 이익과 선호를 가지고 있. (459-460) , 

고 이들은 집단을 이루어 이익을 결집하고 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대의제 정치는 , . , 

위와 같은 표출한 이익과 선호를 경쟁적으로 수용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사회 내의 최대다, “

수를 이루는 시민의 선호가 경쟁에서 승리 하여 사회적 가치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게 한” “

다 바로 이같은 과정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다 한마디로 다원주의 모델에 의하면 사익.” . 

이 경쟁을 통해 집합이익으로 결집됨으로써 만족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가장 . 

최대로 달성하는 것이 공익이다.(460)

따라서 다원주의 모델 현실사회에서의 공익은 다원주의적 접근모델에 적합하게 인식될 수 “ -

없다는 비판이 다수 있지만 에 다르면 공익은 그것을 이루는 사익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

이 아니다 환언하면 이 같은 모델에 따른다면 공익과 구별되는 개별적 이익이라는 것은 없. 

다 따라서 사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구별되는 개별적 이익보다는 사실상의 손.” “

해가 더욱 적절하다고 보며 또한 사실상의 손해는 공익을 이루는 요소로서의 개인의 이익, 

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모델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460) 

이 부분은 공익과 사익의 상호 환원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어 헌법의 공익 분석에도 중요( ‘ ’ 

한 시사를 주는 설명이다 즉 개별 법적 주체의 이익으로 표현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단. , 

절된 차원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의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 

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익으로 취합. 

될 수 있는 선호가 있는가 하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취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익으로 , 

부를 수 없는 종류의 선호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선호 중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권리와 . 

기회 자체를 늘리거나 뺐고자 하는 외부적 선호 다 이러한 선호를 포함external preference . 

시키게 되면 기본권 주체들 간의 근본적 평등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사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동성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선호를 결집하는 경우 그것은 설사 과반수의 선호라 할지라도 공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 . 

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축소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선호를 산입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미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당사자적격 판정기준 사실상의 손해 2. : (462-466)



평가 및 소결 3. 

환언하면 원고적격이란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문제는 “ ‘ ?’ , 

나에게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법원의 구제를 구할 자격이 있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대답의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속하면 원고적격을 인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 그, , 

대로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원고적격 유무를 판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성을 판정함. ‧

에 있어서는 미대법원이 의회도 무시할 수 없는 성질의 헌법상의 최소한의 요건

으로 선언한 세가지 요건 즉 원고가 사실상의 손해를 보고 있("irreducible minimum") , ① 

고 그것이 문제의 행정행위 때문이고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원고의 , ② ③ 

손해가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택하자는 것이다.”(467)

사실상 손해 기준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IV. 

위와 같은 요건을 채택하는 것이 미국과 다른 대륙법계 국가이고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467)

있다 다음 헌법과 법률 규정들을 보라. .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고 하고 있고 사법이라는 개념 요소 101 1 “ ” , … 

중 사건성 즉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이라는 요소가 핵심적이‘ ’, ‧

다 그리고 하위법인 법원조직법을 보면 법원은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라고 . “ ”…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2 1 . (468-469)

헌법 제 조 제 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고 하고 있는데66 4 “ ” , 

행정의 본질에서 공익관련성이 그 요소를 이루고 있으므로 공공복리 내지 공익의 실현을 ,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작용이 행정권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의 법집행 사항이고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구하는 것

은 헌법이 생각하는 국가의 조직 틀에 맞지 않는다. (469-470)

행정소송법 제 조가 명문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원12 “ ” 

고적격을 부여하는 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미국에서 종래의 법적 손해기준이라는 방법론? 

이 사실상의 손해 기준으로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 행정절차법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 

대전환의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이 이와 같은 방법론상의 대전환에 지장을 주

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의 대전환이 헌법에서 근거를 찾고 . 

있는 이상 행정소송법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당사자적격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에 관한 . 

헌법에서 정한 정치조직과 정치구조의 틀에서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다. (473-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