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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기본법」은 개별법에 산재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 할 수 있
도록 이의신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의신청은 당해 행정청에게 곧바로 불복을 제기
한다는 점에서 간편하며 행정의 자기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실무에서는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되었던 종래의
비판으로는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각기 다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과, 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
다가 행정심판의 제소기관을 도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식 쟁송제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신이 발급한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을 요구
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
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
법」 제36조에서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어 개별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율하였던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식 불복절차와의 관계정립
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였고,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행
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다
만 이의신청제도가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례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가 존재하고, 특별행정심판에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구체화시켜야 한다. 둘
째, 행정절차법과 조화를 통해 이의신청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과의 연계 아래에서 이의신청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위한 본래 취지에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항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이 「행정기본법」에 마련되었으므로
개별법의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주제어: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행정심판, 행정절차, 행정불복절차,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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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행정법의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부로 시행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 속 행정작용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데에 의의가 있다.
종래 우리 행정법제는 무수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나 법집행의
원칙･기준인 통칙적 규정을 담은 행정법전이 부재하였다. 그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사한 제도를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
정하고 있으므로 규율체계를 통합 및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1) 이에 법제처는 2019년 7
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이후 9월 4일 행정법제 전문가 다
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와 토론을 거쳐 「행정기본법」안
을 마련했다.2) 법안의 제정 취지 역시 “이 법이 행정 운영의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개별행정작용별로 적용되는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행정법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은 국민
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
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 하였고,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의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에 산재
된 제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는 간소화하였다. 「행정
기본법」은 산재되어있는 실체법 규정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법체
계를 효율화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 규정으로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대
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의 근거를 둔 이유는 동법의 제정
취지가 일반적 공통적인 법률을 정비하는데에 있으므로, 개별법에 산재된 이의신청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에 입법하는게 적합하다는 다수의 실정
법상의 학계와 실무의 논의에 따라 마련되었다.3) 이의신청은 국민이 해당 처분청에 대하여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 규정 없이 개별법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왔다.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두는 현행 입법이 다수 있으나4), 통일적이고 체
1) 진선희. 「행정기본법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 1-2면.
2) 홍종현.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 「공법학연구」, 2021. 22(2), 66-67면.
3)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21. 52면.
4) 이의신청제도로 분류되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는 수는 307개 정도로 집계되며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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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여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식
행정쟁송제도와의 관계성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실
무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논의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
합하자는 논의.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개별법률을 개별적으로 정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5)
급기야 이의신청제도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을 제기
하다가 행정심판의 제소기관을 도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정식 쟁송제도에 오히려 장애
가 되고,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자신이 발급한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
는 것이므로 공정성 있는 기관이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는 비판까지 있었다.6)
위 논의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
하게 되었다. 먼저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 대상처분과 공통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통일성을 도모하였고(동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충돌이 없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제4항). 또한 개별법령에 이의신
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기회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
였다(동조 제5항).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의 통일적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이 법에 이의신청제도가 정
착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장치로 역할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행정기본
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조항으로 여기서 ‘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또한 동조 이의신청에 행정심판 또는 특
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각 개별법들 예를들어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는 어
떻게 되는가, 「행정기본법」이 우선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불복’
등으로 표현되며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는데 각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의 용
어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의 물음에 대한 검토를 토대
로 향후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이의신청제도와 법적 규정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종래의 논의를 살

예상된다.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법제연구 」,2020.59, 75면.
5) 김남철.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법학연구」, 2012. 53(4),126-129면.
6) 김용섭.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2021. 56(1).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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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조항의 취지 및 입법내용
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이 법의 이의신청 조항이 행정불복절차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 법의 이의신청 규정의 범위에 대해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의신청 및 다수 개별법과의 관계를 어떤식으로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
도록 한다.

Ⅱ.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1.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의 일반론
가.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종래의 논의
이제까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그 중 자주
논의가 되는 내용으로는 첫째, 이의신청절차가 무수히 많은 개별법에 통일적 기준 없이 산
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의신청 기관, 행정쟁송과의 관련성이 제각각 규정되어 통일성이
없어 이의신청 규정이 있어도 이용하기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이 각 개별법마다 다르고 기간이 불분명한 법률이 상당수가 존재하며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절차를 거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7) 특히 용어
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강학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불복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용
어로 사용하고 있어 종래 개별법에는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
정되었고(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4조의18, 국세기본법 제6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8), 법령을 해석
해보았을 때 상급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거나 당해 행
정청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임에도 ‘심사청구’를 사용하는 등 혼란9)이 있다.
둘째, 이의신청제도가 국민이 정식 불복절차를 밟는 것을 봉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간의 통일성이 결여된 것과, 행정심판 및 소송과의 관
7) 류광해,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법조」. 2014. 63(2), 161-163면.
8)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박영사. 2022. 255면.
9) 예를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건축사법 제38조의 3 제4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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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법령에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
는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심판제기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대상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전심절차가 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10) 또한 실무에서의 이의신청이 학문상의 이의신청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용
어가 통일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진행하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려 오
히려 쟁송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11)
셋째,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
련규정이 부재한 이의신청제도가 많아 권리구제의 공백이 있으며 행정심판이 개별법에 규
정된 이의신청제도와 관계설정에 있어서 입법적인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그
러하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허용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12)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에는 일응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
복절차로서 행정소송만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가능하다고 해석하
는 것이 적합하다.
넷째, 이의신청이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있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대해 제기하게 되므로 심판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으로 인
해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13) 등이 지적되었다.

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
이의신청은 개념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자가 당
10) 법령에 이의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특별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의 경우에 해당된다. 김남철. 위의 논문.
119-122면.
1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 이의신청 절차를 밟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판례이다. 대상 판
결에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재
심의 신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의 제소기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알
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였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재심의 신청’은 판례가“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
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용어는 ‘재심의 신청’이라고 명시해두고 있지만 본질은 이의
신청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지 않게 된 사례
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813 판결 등이 있다.
12) 이의신청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견해로는 류경해 위의 논문; 김남철 위의 논문; 김용섭 위의 논문 등이 있다.
13) 김용섭. 위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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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정청에 대해 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14)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곧바로 불복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처분 이후 불복절차 중 신속･간편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의신청과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행정심판 등이 있는데, 이의신청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어 각 개별법
제도의 실질을 살펴보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기준으로
는 첫째, 불복절차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처분청에 대해 제기하
는 간이한 불복절차이므로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
판의 특례절차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및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갈음한다.15) 둘째,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에 따른 구분
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하게 처분청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이의신
청을 직근상급행정청이나 제3기관에 제기하는데 해당 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
는 방식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분한다.16) 셋째, 사법절차를 준용하는지를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며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
차적 권리보장 등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17)

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정이유
‘간이 신속한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행정의 자기통제’ 라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제도는
실효성이 있다.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행정구제절차에 능통하지 않은 처분의 상대방인 국
민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불이익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처분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재고를 함으로써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국민의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고 간편･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14) 정하중,김광수.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1. 611면.
15)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행정법연구. 2015. 86면.
16) 백옥선. 2020, 위의 논문, 74면.
17)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구지방세법제7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집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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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용성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로 대체하거나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18) 하지만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
로 재심사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제소기간을 놓쳐버려서 제도의 목
적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야기하고 재판청구권까지 박탈하게 되는 사례19)가 있
으므로 이의신청제도를 「행정기본법」에 입법한 만큼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
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행정기본법」은 앞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개별법에 산재된 법률을 효과적으로 정비하
기 위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조문의 취지에서도 밝히
고 있듯이 이의신청제도는 간편하게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이의신청
의 용어와 기간이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러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
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개별법령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
어 있지 않은 처분 또한 불복할 기회를 제공20)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21)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는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
고, 처분청에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명시해두고 있어야 이의신청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2) 그러나 동
법의 제정 이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다른 법률
에 이의신청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이
의신청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
가 적용된다.
논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
18) 일본에서는 행정불복심사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종래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들을 동시에 개정하여 재조사청구(우리나라의 이
의신청)과 심사청구(우리나라의 행정심판)으로 행정불복제도를 단순화 하였다.. 이는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
적 재조사청구제도(우리나라의 이의신청)는 청구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의 이용편리성을 높인 바 있
다. Ito, Haruhiko. "行政不服審査法の改正について." 臨床法務研究 15 (2015): 31-34p.
19)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813 판결 [조정금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4242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
20)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다시 판단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정선. 위의 책. 2022. 255면.
21)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104면.
22) 홍정선, 위의 책, 202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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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정만으로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 발 다가갔다고 볼 수 있지만, 불복절차의 난립으
로 오히려 권리구제에 발목을 잡는 제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본래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동법 제36조가 시행되
기 전까지 꾸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라.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제도이다.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은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에 간이한
절차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고, 처분청이 자신이 내린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성에 대해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기본법」은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이 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조항
을 두어 이의신청에 대한 통칙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
도록 하고 있다. 그 역할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개별법령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지않은 처
분에 대해서도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권리 구제범위를 넓
혔다. 이의신청제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의 처분인 경우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의신청 이후 행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하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제껏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온 부분에 대한 규정을 입법하였다.
이의신청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개별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측면은 의의가 있
지만, 법률간의 충돌 및 중복이 없게끔 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게 하면서 개괄적인 형태로 규율하다보니23) 구체적인 정비가 요구
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개별법에 이의신청제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

23) 「행정기본법」을 제정할 때 기존입법과의 관계에서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법에서 다양한 처분을 규정하는 불복절차가 예외가
많으므로 개별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2022. 6

9

법제논단

할 수 있을지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와 같
은 행정심판절차가 포함되는지 만일 해당 불복절차와 이의신청이 함께 규정되어있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가. 이의신청권자 및 이의신청 대상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개별법령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재결청에 불복하
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24)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한정된다. 이해관계자인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청권자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에서 제3자를 신청대상으로 두지 않는
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25) 이에 대해 행정처분 중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가 적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 및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26)이 있는데, 「행정기본
법」에 제정된 이의신청이 일반적 규정인 점을 들어 이의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
지27)로 신청권자는 처분의 당사자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법 제3조의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처분’의 대상의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일반행정심판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
24)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항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25) 채향석; 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2021. 43면.
26)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公法學硏究 21.4. 2020. 205면.
27)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법제처 2021.: p.157, 백옥선. 위의 논문 p.79. 이의신청 주체에 제3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제3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에서 이의신청에서 제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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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의 적용을 받는 동법 제4조에 해당되는 처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법」에서 제4조를 별도로 두어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구별한 이유는
특별행정심판은 토지수용, 조세, 노동 및 징계 등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사안과 관계가 있
고, 행정심판에 관해 적용되는 근거법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행정심판 및 개별법
에서 특례로 적용되는 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일 때, 행정심판을 경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28)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여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처분의 특수성 측면에서 입법취
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4조의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가 해당하는지대한 구
체적인 해석이 선행되어야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대상을 명확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대상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만을 한정하는지 행
정청의 행정작용 일반도 포함되는지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
라지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
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는 “권력적 사실행위,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적 행정입
법, 한계를 넘는 행정지도”까지 포함되므로 이의신청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29)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각 법
령들은 처분의 특수성이 있고,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
정기본법」상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30)

나. 이의신청의 기간과 행정쟁송과의 관계
이의신청제도는 기간에 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과 행정청의 효율
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정비가 요청된 바 있다. 개별법에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31) 불복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
28)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2015. 15면
29) 정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2. 63(1), 18-19면.
30)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법제처, 158면.
31) 이의신청기간이 불분명하거나 찾기 힘든경우가 11개로 약 17%에 이른다. 류광해. 위의 논문. 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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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 진행 기간 중에는 행정심
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제기하여 오히려 정식 구제절차를 밟지 못할 수 있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
라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선행연구에서는 이의신청제도는 많은 경우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안 날’과 ‘있은 날’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32) 이
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해석이 애매한 점이 있다33)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
반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의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1항에서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에 동법에 따르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
이의신청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있어 개별법에 명확한 규정을 둔 경우와 개별법에 규정
이 있더라도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에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쟁송의 전심절차인지, 이의신청의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쟁송이 제기가 가능한
지, 이의신청 결과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많았다. 「행정기
본법」에서는 제3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는 이의신청 제도를 거쳐야만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의신
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불복구제절차가 통일성있게 정비되어있지 않은 현실34)에서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동법에서 이의신청의 일반법적 규정을 마
련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4항
에서 규정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종래 이의신청제도에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과 그렇지 않은 이의신청이 있는
데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일 경우에는 이의기각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제소기간
3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3) 이의신청제도는 55개중 4개만이 ‘안 날’과 ‘있은 날’을 구분하여 규정한다(유광해. 위의 글) 참조.
3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50%에 달하므로 법규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류광해. 위의 논문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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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산점은 ‘이의기각결정시’가 된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기각결정 자체
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처분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었다.35) 그러나 동법 제4
항으로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시점이 쟁송제기기간의 기
산점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에 대해서 해당 법률이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
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이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6) 이처럼 대법원의 법리를
바탕으로 각 개별법에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쟁송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쳤던 문제를 행정쟁송과의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한 바 있다. 종래 취소소송의 기산
점은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기산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
신청 절차는 「행정소송법」에서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
에37)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의신청 절차중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8)

다. 각 개별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
본래 이의신청제도는 개별 법률상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개별 법률상의
규정과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제도와의 관계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법 제36
조 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개별법에 이의신청이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되고 개
별법에서 제소기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본법의 원칙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동조는 특별규정을 해석하는데 보충적용이 되며 국민 권리의무에 관한 재판
35) 정훈. 위의 논문. 2022. 2면.
3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37)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갈음되는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가 아닌, 당해 처분청에 대해 제기하는 간편한 불복절차의 경우에
해당된다.
38) 위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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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범의 성질을 갖는다.39)
예컨대, 이의신청의 기간이 불분명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 제247조40) 제4항은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
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여 이의신청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
령령 에서는 이의신청의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내
에 지시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에 대해서만 나와있
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는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해둔 바가 없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
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
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퇴원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을 두고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조41)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19조에서 관
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
다. 위와 같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없
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39) 박재윤.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1. 65, 1-31면.
40)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
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
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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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은 제척기간으로, 법적 불안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기간이다. 여기서 처분을 받은 날이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고 30일
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42)
이의신청 제기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을 검토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43), 39조44)에서는 수급자나 급여
및 급여변경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의
신청서를 받은 뒤 처분의 통지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의신청과는 무관하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45)에서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지만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20조 4항에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지정권자에게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
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행정소
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한 이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
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법에 근거한 이의신청을 제기하
42) 홍정선. 위의 책. 2022, 258면.
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
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9조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
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45) 제15조 (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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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시에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
다면 제기기간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적용되어 이의신청 결
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90일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를 동시에
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Ⅲ. 이의신청제도의 관계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대상범위 명확화
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과의 구분을 위한 해석이 요구된다. 행정심판이 아닌 일반적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쟁송제기기간은 이의기각결정시가 아닌 당초 처분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법의 조문별 제정이유서에는 “당사자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
청하는 제도는,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필요하나”46)라고 하여 이 법의 이의신청은 간편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 아
닌 일반적 이의신청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적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용어는 이의신청이나 실질은 특별행정심판
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상급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에 하는 것으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쟁송제
기 기산점이 이의기각결정시가 되므로 이의기각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
청’을 하도록 하지만 일반적 이의신청이 아닌 특별행정심판이다.
그러므로「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에 특별행정심판 행정심판의 특례와 같은 행정
심판이 포함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동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의 범위를 ‘행정심판법 제
46)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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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1항
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
렇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포함된다면 법률에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특례를 규정하면
서 이의신청도 함께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에서 배
제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로는 기본법 제36조가 「행정심판법」 제3조만을 언급하고 제4조는 언
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4조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제2항에서 보충적으로 행정심판을 적
용하는 점, 특별행정심판은 행정심판만을 갈음하며 이의신청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서 「행정기본법」이 특별행정심판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47) 이
견해에 따르면 특별행정심판을 둔 개별법에 이의신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제36조가 보충적용 되며, 특별행정심판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다른 견해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 의해서 행정심판 대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서 적용배
제가 되는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이의신청을 함께 규정할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법률이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를 두려는 취지라는 점, 해당 처분에 대해서
는 처음부터 특별행정 심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정하는 등 특수한 불복절차를 통한 구제
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을 보충적용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
다고 한다.48)
이와 비슷한 견해로 개별 법률로 일반행정심판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특별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하는 경우 즉 「행정심판법」 제4조
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의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49)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두면서 이
의신청도 함께 규정할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한 취지로 미뤄보건데 보충적으로라

47) 박재윤. 위의 논문, 2021. 21-22면.
48) 백옥선, 위의 논문, 2020. 89-90면.
49) 이은상.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행정법연구」, 2022. 67, 21-23면.

2022. 6

17

법제논단

도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50) 생각건데, 동법 제3항에서 “제1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로 보면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간이한 불복
절차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법에서 해당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하여 특
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 등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에 맞
게 해당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제도의 처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이 법의 이의신청은 일반적인 이의신청임을 명시하고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
판의 특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심판법의 규정도 준용하지 않는 불복절차
의 경우51)에도 「행정기본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개별법에서 달리 규
정한 입법 이유가 있으므로 보충적용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례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단순 불복절차의 성격인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
이 타당한지, 일반적 이의신청으로 판단하여 이 법의 조항을 보충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처분 범위
이 법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
는 부작위’이지만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은 명문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법문상 이 법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견해52)와 ‘부작위’가 누락된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입법상의 실수
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53)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에 ‘처분’ 뿐 아니라 ‘부
50) 이은상, 앞의 논문. 2022. 23면.
51)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절차는 사전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구제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
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 이전에 제기하는 세무관서 내 불복절차로 임의절차에 해당되나 행정소
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전심절차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제56조에
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특별행정
심판도 아니다.
52) 정훈. 위의 논문, 2022.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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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또한 포함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후 「행정기본법」 개정 시에 ‘부작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과의 조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처분 전
의 절차를 규율하는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영역의 큰 흐름
에서 처분 전까지 행정절차와 처분 이후의 행정불복절차가 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발급 이전에 해당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시에 제기하는 사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사이에 위치하는 제도이다.54) 행정절차와 이의신
청은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의 영역에서 진행되므로 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선후절차라는
형식적 의미 뿐 아니라 행정통제와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기능상 공통성이 있으므로 연계성
이 인정된다.55) 국민의 행정불복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절차법의 당사자와 의견청취를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처분을 발령되게끔 하여 처분이 당사자에게 발령되면, 해
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 당해
행정청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처분을 시정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절차와 유기
적인 연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속 간편한 불복절차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 이의신청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의 실효성만을 대상으
로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연계 아래에서 제도의 정비
53) 이은상. 앞의 논문. 2022. 86면.
54) 독일에서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한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제68조 내지 제80조
에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Widerspruch)로서 행정심판을 두고 있다. 독일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인 사전절차로 우리나라
의 독립적 구조인 행정심판과는 엄밀히 다르고 오히려 “이의신청절차”와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독일에서는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인 구
제절차가 Einspruch(이의신청)과 Beschwerde(소원)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행정법원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심판(Widerspruch)으로
통일되었다. 행정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구조는 우리나라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 이전 전심절차로서 역할을 하는 것과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는 등 2차적인 행정절차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 심판에 있어서도 직근 상급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최고행정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사무의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발한 처분청이 행정심판기관이 되는 등 행정절차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Voßkuhle, Andreas. "Allgemeines Verwaltungs-und Verwaltungsprozeßrecht." Rechtswissenschaft und Rechtsliteratur
im. 20. (2018) 937p 이하,; 하명호.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 「인권과 정의」, 2014. 445, 5
면. 오준근.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2013. 48(1), 416-417면.
55) 이은상. 2022. 위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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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뤄져야 한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중에는 행정절차의 특례56)라고 볼 수 있는 이의신청이 있다. 농약관
리법 제26조에서 이의신청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조 2항에서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
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不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특이하게 이의신청의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
본래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취소는 권리제한적 처분이므로 의견청취절차의 대상이 되
나 관련법에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절차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시에 정식 청문절차를 운용하고,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
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57)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분
명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규정한 이의신청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
절차의 특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의신청의 경우 행정절차에서 1차적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이의신청으로 2차적 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행정절차의 청문절차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심
리를 줄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처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 등 사전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되었다면 절차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지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처분 발급 이전의 행정절차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신청,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
회 등을 통해서 처분이 발령되기까지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시행된다면 상대방이
처분이후의 불복절차를 밟고자 할 때 개별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이
의신청을 제기할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판
단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이전의 청
문절차와 처분 이후 이의신청은 절차상으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으나, 처분을 발급하는 행
정절차에서 청문 및 이유제시 등을 통해 충분이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
56) 김남철. 위의 논문. 121-122
57) 김광수. 위의 논문. 201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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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권익을 보호하는데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청
문제도는 불이익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시 처분원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 통지하고, 당
사자 상호간에 반증이 허용되며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주관적인 의사나 독
단 및 편견에 의한 결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서 규율
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청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권익구제
가 확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이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청문제도
를 실질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의견이 있지만58) 어느 한쪽의 제도개
선만을 꾸리기 보다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행정절행정절차제도와 상호 모
순 되는 바가 없도록 조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처분 발급 전까지의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 발급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은 유기적
으로 연관될 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항 정비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법정･질의･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등이 있다(동법
제2조). 이의신청의 주체는 당사자에 한정되며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법의 이의신청은 거
부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해 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행정기관 장은 10일 안에 이의신
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35조 제2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
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제35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이 행
정심판이 아닌 일반적인 이의신청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에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될
58) 김용섭. 위의 논문. 2021. 9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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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행정기본법」에 따라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가 논의된다.
우선 민원처리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
반법이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양 법 모두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기본법」의 이름이 ‘기본법’이지만 기본법이 다른 일반법에 비해 상위법의 지위에 있
거나 헌법과 일반법률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59) 「행정기본법」이 민원처리법
에 대해 상위법이 될 수 없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본
법」 제5조 제1항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조항이 민원처리법을 대체하거나 우선 적
용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이의신청에 해당되므로 민원처리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기본법」과의 규범적인 관계정립
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35조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첫째, 이
의신청의 대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의 대상은 ‘거부처분’이고,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거부처분’이 포함된다. 「행정기본법」에 의하
여 거부처분이 아닌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므로 민원처리법
이의신청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60)
둘째, 이의신청 이후 쟁송제기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은 특별행
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이의신청이므로 쟁송제기기간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시가 아닌 거부처분시가 된다.61)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59) 김현준.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법조」, 2019. 68(4), 28면.
60) 정훈. 위의 논문, 2022. 23면.
6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공2012하,2046]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
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
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
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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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송제
기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민원처리법에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므로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4항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는 규정에 의해 민원처리법의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62)
민원처리법 제35조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유사한 취지와 내용이고 「행정기본
법」에 따라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이의신청의 근
거를 굳이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경우 민원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처리법
제35조를 삭제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조항을 두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 용어 정비
개별법상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심사청구”, “불복”, “재심” 등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
로 규정되어 있다. 이의신청의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강
학상 개념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곧바로 제기
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것이므로 각각 구별된다.63) 각
개별법을 해석해보면 상급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거
나64) 당해 행정청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임에도 ‘심사청구’를 사용하는 등 용어가 정리되
지 않아 혼란이 있다.65) 이의신청이 여러가지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칭에 따라 구분
하기 보다는 제도의 실질을 고려해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심사청구’임에도 ‘이의신청’을 사용하는 경우의 정비방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62) 정훈. 위의 논문. 2022. 22면.
63) 김용섭. 위의 논문. 2015. 82면.
6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제40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65) 국민연금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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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66)는 신청인이 처분을 내린 당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형태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지
만 상급기관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40조는 행정심판법 제3조인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67)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의 특
례도 아니고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은 「행정기본
법」의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기본법」 제36조의 규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처분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라도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갈음하지 않아 실질이 이의신청인 경우
용어를 그대로 두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임에도 ‘심사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정비방안을 고
찰해본다. 예를들어 국민연금법 108조68)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
다면 처분을 한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신청인이 처분을 내린 기관에 직접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조
항이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동법 제110조69)의 재심사청
66)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2. 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사례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0391&rowIdx=3704, 2022. 5.
27.일자.
68) 국민연금법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
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② 제1항에 따
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
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2. 4.>
69)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
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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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본다(동법 제112조).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특례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충적으로도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70)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개별법을 검토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규정하여 불복기회가 박
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행정심판특례에 해당되는 조항과는 별개로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조항은 ‘심사청구’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이의신청’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불복절차의 규정에 대해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다.

Ⅳ. 결론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제정되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대해 간이･신속하게 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각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고 용어 또한 정리되
지 않아 불복절차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왔던 이의신청제도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미
비점이 보완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정식 쟁송절차를 밟
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법률상 이의신청제도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으
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까지 보충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제도가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입법적 혼란을 해결하고 입법적인 보완을 통한 제도적인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이의신청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간이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특레가 포함되지 않는

70) 백옥선. 위의 논문. 2020.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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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처분 뿐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
되므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별
법상 이의신청이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삭제하고 「행정기
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 제도의 혼란함을 더해온 각 개별법의 용어에 대한 정리
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법조항의 실
질을 해석하여 ‘이의신청’으로 용어를 개정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
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처럼 행정절차법과도 연계가 이뤄질 때 행정작
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처분 발급 전까지의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과 처분 이
후 행정쟁송법 사이에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국민
의 권익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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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Regarding Objection Clauses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yo Jin Lee
Sogang University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a legal basis for formal objection
so that objection systems prescribed in individual laws can be defined in a
unified and systematical way. Formal objection system is easy in that one can
raise an objection against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nd has
advantages in that administration can promote its self-control. But academic
and practice have raised a doubt if the objection system will be profitable for
relief of rights. It has been traditionally criticized in that as individual laws
define objection with different terms, which may cause confusion; as period is
not certain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apse of the period of fil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can be occurred when
filing a legal challenge, which may hinder a formal dispute system; and as
objection requires the disposition agency to review its issued disposition and
rectify it, one does not go through independent judgment in a reputable
organization, which resultingly repeats a useless procedure. To solve such
problems, Article 3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und
rules for an objection and individual laws have established comm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system that had been regulated in different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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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it clarified the period of objection for establishing a relation with a
formal complaint procedure and mandat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6 of the
same act although individual laws have no provisions on objection, which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scope of protecting people’s rights. But for
effective operation to the purpose of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obj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system by supplementing it legislatively.
Firs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objection prescribed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Judging by the Article 36 of the same Act, there
seems no legal conflict, but judging the applic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should be preceded because there are form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objection from exceptions of Special Administration trials or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Special Administration
appeals. Second, appeals proceedings in harmony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objection.
Under the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s well as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objection system should
be refined and by doing so, the system can function to the original purpose of
expanding the relief of people’s rights. Third, individual laws need to refine
objection clauses. Since the grounding clauses for objection are provided in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pplying the
Article 3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by refining unnecessary
provisions.

key words: Formal Objectio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Procedure, Appellate Procedure,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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