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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우리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행정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한 처분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되는
바,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아직은 생소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자
동적 처분의 법적 허용성에 대한 논의부터, 구체적 이용양태와 활용영역에 대한 고찰, 독일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규제법적 논의와 국가배상법 및 절차법
적 제문제까지 관련 학계의 논의는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x축)와 시스템의 기술수준(y축)을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를
위해 재량수준(z축)을 더해 입체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적 처분과 대칭되는 개념
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을 시도하였다.
한편 자동적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이양
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확인되었다. 이른바 규범형성의 영역으로, 예컨대 행정입법, 행정
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라는 긍
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사법심사의 공백우려, 국가배상
책임 성부의 문제, 절차법적 문제 등의 부정적 효과들도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관에 의한 통제가능성,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 확인과 불식,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및 확장, 입법적 보완을 각각 검토하여 자동적 재량행위의 공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 주제어: 행정기본법,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알고리듬, 자동적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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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자동적 처분조항의 입법의의와 그 한계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발전을
행정영역에 반영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이른바 자동적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
20조1)를 통해 입법되었다.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동 조항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
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2)
해당 조항은 독일의 ‘과세절차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Besteuerungsverfahrens)3)’(이하 과세절차 현대화법)에서 제안되고, 연방행정절차법
(VwVfG) 제35조a4)에서 함께 마련된5) 자동화 행정행위를 모델로 하여 입법된 것으로, 재
량이 있는 행위의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처분 근거의 법규성과 참여
자의 보충적 방어권 보장수단의 마련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처분 근거의 법규성을
보면, 독일의 경우 ‘법령(Rechtsvorschrift)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반면,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명령에 의한 자동적 처분은 배제하였다.6) 두 번째 방어권 관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자동적 처분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당사자의 보충적 진술권이나 개별 사안의 특
수성 반영의무를 명시한 절차법적 규정이 아직은 미비한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행정
절차법 제24조 제1항7), 연방사회법전 제10권(SBG 10) 제31조a8), 국세기본법(AO) 제
1)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 조항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의 개념과 범위, ‘자동성’과 인공
지능 ‘자율성’의 관념적 차이, 그로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실제로 포함한다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현재 언어모델에서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순환신경망 모델, 트랜스포머 모
델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 사실상 자율화는 반복된 자동화의 결과이자 일종의 착시일 뿐이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뿐더러, 행
정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접근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3) BGBl. I (2016), S. 1679.
4)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 35a(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dies durch Rechtsvorschrift zugelassen ist und weder ein
Ermessen noch ein Beurteilungsspielraum besteht.
5)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17, 155면
6)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81-82면
7)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 24(Untersuchungsgrundsatz) (1) Die Behörde ermittelt den Sachverhalt von Amts wegen. Sie
bestimmt Art und Umfang der Ermittlungen; an das Vorbringen und an die Beweisanträge der Beteiligten ist sie nicht
gebunden. Setzt die Behörde automatische Einrichtung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ein, muss sie für den
Einzelfall bedeutsame tatsächliche Angaben des Beteiligten berücksichtigen, die im automatischen Verfahren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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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제7항9) 등에서 각각 ‘자동화 절차에서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
적 상황’, ‘직무담당자가 처리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제출할 기회’ 등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자동적 처분의 근거와 그에 비례한 절차적 방어권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 우리 입법례와 다른 점이고, 따라서 우리의 자동적 처분조항도 실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입법적 보완이 요청된다.
상술한 절차법적 한계 이외에도 자동적 처분조항은 (1) 단순 행정자동화 시스템과 인공
지능 기술 적용 시스템의 본질적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2)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
사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 (3) 적법절차원칙 내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10)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롯한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등장이 어떤 절차법
적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1)

Ⅱ. 자동적 재량행위로의 확장
1. 확장적 논의의 필요성
상기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장되고 있
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비례하게 공법도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는 시론적 요청부터12), 일단
인간이 처분의 종국적 결정권을 갖되 점차 인공지능의 권한과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ermittelt würden.
8) 독일 연방사회법전 § 31a(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 Ein Verwaltungsakt kann vollständig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erlassen werden, sofern kein Anlass besteht, den Einzelfall durch Amtsträger zu
bearbeiten. Setzt die Behörde automatische Einrichtung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ein, muss sie für den
Einzelfall bedeutsame tatsächliche Angaben des Beteiligten berücksichtigen, die im automatischen Verfahren nicht
ermittelt würden.
9) 독일 국세기본법 § 150(Form und Inhalt der Steuererklärungen) (7) Können Steuererklärungen, die nach amtlich
vorgeschriebenem Vordruck abgegeben oder nach amtlich vorgeschriebenem Datensatz durch Datenfernübertragung
übermittelt werden, nach § 155 Absatz 4 Satz 1 zu einer ausschließlich automationsgestützten Steuerfestsetzung
führen, ist es dem Steuerpflichtigen zu ermöglichen, Angaben, die nach seiner Auffassung Anlass für eine Bearbeitung
durch Amtsträger sind, in einem dafür vorgesehenen Abschnitt oder Datenfeld der Steuererklärung zu machen.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행정기본법(안) 제20조>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2020, 2-7면
11)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2017, 85면 이하
12) 김중권,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가 허용되는가?”, 「법제」, 2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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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견해13), 또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개입이 배
제된 ‘완전자동 행정행위14)’와 재량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15)까지 이미 학계에서는 자
동적 처분조항의 잠재적 폭발력을 가늠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6) 특히 미
국에서는 “Human-in-the-loop”, 즉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제하
는 규제방식은 사실 잘못된 편안함(False Comfort)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17)부터, 알고리
듬에 대한 인간 의존적 감시방식(human-oversight)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이끌어낸
다는 경험적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알고리듬의 무분별한 남용을 촉진하며, 정책입안자
(Policymaker)의 책임을 권한도 없는 일선 개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18)도 제
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 비판론은 비단 자동적 처분조항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행정법 체계 전반에도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요컨대 이는 과
연 인간만이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권능과 능
력을 독점하는가의 근본적 물음과도 이어진다.
한편,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적 처분을 확장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19)으로 말미암아, 개별 법률에서는 처분청에 재량이
있어도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점20)을 보면,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완
13) 임성훈, “인공지능 행정이 행정절차･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2020, 153-163면
14) 완전자동 행정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전자동화 행정행위’, ‘전자동화된 행정결정’,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하여 김중권(2017), 이재훈(2017), 박훈민(2018), 강현호･홍민정(2019), 김재선(2021) 등을 참
조. 한편,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알고리듬(Algorithm)과 알고리즘(Algorism)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양자는 어원, 영문표기,
정확한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시스템 개입의 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
‘듬’이 개입된 행정행위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전자적 행정행위’ 내지 ‘자동기계장치에 의한
행정행위’ 등의 개념과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이는 방정미,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 최근 미
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1, 377면 주1의 내용.
15) 강현호･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2019, 152-153면
16) 이 밖에 관련 연구로는 권은정,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89-114면; 김기호, “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9, 607-40면; 김길수, “공공부문
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27-47면; 김도승, “인공지능 기반 자동행정과 법치주의”, 「미국헌법연
구」, 2019, 105-38면; 김병조･은종환, “행정-정책 의사결정에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방법론 도입의 정책적 함의: 기계의
한계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 「한국행정학보」, 2020, 261-85면; 김중권, “행정자동결정(자동
적 행정행위)의 실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00, 225-50면;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
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2020, 287-312면; 김재선,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77-112면; 박훈민,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
마틱상 검토필요성”, 「행정법연구」, 2018, 57-77면; 정소윤,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활용에 관한 연구동향 및 쟁점 분석”,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 2019, 175-207면; 최승필, “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2020,
207-42면을 참조.
17) Ben Green･Amba Kak, “The False Comfort of Human Oversight as an Antidote to A.I. Harm”, Slate, 2021, p1-5
18) Ben Green, “The Flaws of Policies Requiring Human Oversight of Government Algorithm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022, p14 이하
19)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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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한정적이고 폐쇄적으로 규정하려는 일의적 의도라기보다 오히려 장래 행정상 적극적
인 인공지능 활용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21)
가사 백보 양보하여 학계에서의 논의나 해당조항의 입법취지가 자동적 처분의 확장적 논
의의 필요성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불확정개념을 행정법학
으로 포섭하고, 사법심사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량영역에서의 알고리듬 활용을
논의하여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례 또한 “처분의 근거 법규정의 형
식･체제･문언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분명한 경우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22) 다만 요건과 효과규정이 일의적이지 않고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행정행위의 상당
부분은 재량행위인 것인바, 논의에서 이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종래 기속재량행위와 자유
재량행위의 구별이 행정행위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넓히는 기능을 하였던 점23)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조항이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이유로 재
량행위로서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논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수동적이라는 비
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 종래 논의의 검토
인공지능이 개입된, 또는 활용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다
양한 층위에서 검토되어왔다.
가장 먼저 자동장치가 개입된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장치란
인공지능 이전의 개념으로서, 독일에서는 이미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에서 ‘자동장치의
20) 법제처, 앞의 자료, 80면
21)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새로운 개별 법률이 제･개정된다
하여도, 여전히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활용은 기속행위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제20조 규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2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23) 김동희･최계영, 「행정법 Ⅰ」, 박영사, 2021, 269-270면;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2,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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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라
는 이름으로 규정된 바 있다.24)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결정과정의 전체 정보처리과정이 자
동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행
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25)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 주차료 산정, 교통신호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종이 대신 전자서명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의 전자적 행정행위
와는 구별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기계 학습(machine-learning)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인공지능 알고리듬 자체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더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
게 된 바, 행정법학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판단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상존하지만, 그 법적 허용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
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법치국가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은 모두 통제(심사)
가능성을 필수적 요소로 전제하는데, 예측가능성이 없는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결정은 이러
한 책임부담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인간이 배제된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26),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 타당하지만, 이미 사회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되고 있는 점, 검증
력 분야에서 알고리듬이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점, 종래 행정행위도 다양한 분야별 특성과
법적 성격으로 나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행정의 합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실질
적 권리구제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27), 처분기준(재량준칙)을 프로그램화하여 일률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개별사안의 구
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재량권의 불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나, 변수･파라
미터의 조작을 통해 개별사안의 특수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한다면 자동화된 재량처분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28)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적 처분의 허용성에 대해,
의사결정 논리(logic)가 명료하여 인적 개입 없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예측 및 오류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9)도 있다.
24) 최승필, 앞의 논문, 219면
25) 김중권, 앞의 논문, 2016, 3-4면
26) 다만 이는 국민적 합의하에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이해가 수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법제도화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에 관하여서는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2017, 166-168면
27) 김도승, 앞의 논문, 121-125면
28) 김동희･최계영, 앞의 책, 266-268면
29) 권은정, 앞의 논문,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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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용성에 대한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 활용양태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래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도입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 수립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주장30)부터, 챗봇상담, 재난
예측, 조세행정 등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공행정서비스(Massenverwaltung)”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일반적이라는 견해31), 전체 행정결정과정 내 인공지능 이용정도에 따라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와 ‘부분자동적 행정행위’, 또는 ‘행정자동화’와 ‘법학적 전문가시스
템’으로 양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32), 개인정보보호, 행정결정에서의 이유제시, 행정
결정의 통지, 자동화된 행정조달계약, 국가배상의 차원에서 구체적 사안별 법적 문제를 검
토한 연구33)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인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알고리듬에 의한 행위조종원리를 고찰
하고 법학 규율구조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른바 ‘가상적 행정행위(Der virtuelle
Verwaltungsakt)’의 관념을 제안하는 연구34)나, 규제법적 관점에서 행정부가 투명성, 책
무성 등 인공지능 알고리듬 개발원칙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개발 단계에
서부터 지속가능한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비롯해 향후 발생 가능
한 문제까지도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35)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요컨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행정법학 내로 수용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현재까지
도 매우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3. 논의의 재구성 : 두 가지 판단기준
이러한 종래 학계의 논의는, 현대행정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와 각도에서 조명되
고 있어 단일 기준으로 이를 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주13)의 내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인공
30) 정소윤, 앞의 논문, 196-200면
31) 최승필, 앞의 논문, 208-211면
32) 김중권, 위의 논문, 154면; 김중권, 앞의 논문, 2016, 4-5면; 강현호･홍민정,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2019, 148면
33) 박훈민, 앞의 논문, 68-72면
34)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290면 이하
35) 방정미, 앞의 논문, 397-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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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활용된 행정행위라는 관념 자체의 추상성에서 기인한 것이겠으나, 비교법적으로 보
면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모호한 규정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면, 제35조a
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발령(Vollständig automatisierter Erlass eines
Verwaltungsaktes)’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관련규정인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7조
제5항, 제39조 제2항 제3호 등에서는 ‘자동장치의 도움을 받은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들이 제35조a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3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
다. (1) 행정행위 내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 개입의 정도와 (2) 활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이 그 두 가지이다.
먼저 자동화 시스템의 ‘개입정도’는 다시말해 행정행위에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활용
되느냐의 의미로, 이는 다시 수직적 개입과 수평적 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개입이
라 함은 인간이 100% 최종적 결정권한을 갖고, 다만 완결적 규율에 이르기까지 수단으로
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넓게는 도시계획에 있어 교통량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부터 좁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순행정업무의 처리까지
도 그 예시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평적 개입은 완결적 규율의 결정권한 자체를
자동화 시스템과 인간이 상호 배타적인 제로섬 관계에서 양분하는 형태의 개입을 말한다.
결정권 자체를 인간과 자동화 시스템이 양분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예시를 쉽게 상
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완전 자동화된
적법성 검토 프로그램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승인 여하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37)나, 인간 개입 없이 빅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동과세처분 등의 경우
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를 현재의 이용양태에 대입하여 보면, 수직적 개입에
있어서는 이미 보편적이나 수평적 개입은 현재로서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논의도 수직적 개입보다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서 수평적 개입을 중
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38)
36) 최승필, 앞의 논문, 219-220면
37)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처분의 가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의 주체가 인간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8) 독일에서는 알고리듬이 기계학습을 통해 행정 업무를 학습하고, 인간의 의사작용 개입 없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는 형태를 ‘행정절차의 전
자동화((Voll-)Automatisierung von Verwaltungsverfahren)’ 내지 ‘전자동화 행정행위(vollautomatisierter Verwaltungsakt)’
라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수평적 개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훈, 앞의 논문, 147면의 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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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인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나, 동시에 가변
적이다.39) 도구로서의 단순 자동화 프로그램부터,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오면 약인공지능
(weak Artificial Intelligence)의 4단계, 강인공지능(strong Artificial Intellligence),
그리고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인공지
능이란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말한다. 약인공지
능은 발전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단순 제어 프로그램, 2단계는 고전적
관념으로서 인공지능, 3단계는 기계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4단계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수용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 예시로는 각각 1단계는 가전제
품에 탑재된 제어 프로그램, 2단계는 바둑프로그램 내지 청소로봇, 3단계는 빅데이터 기법
이 수용된 인공지능, 4단계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강인공지
능은 인간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정신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다중지능이론40)
에서 말하는 인간의 9가지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법학과 관련하
여는 인간과 마찬가지 규범적 판단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여,
인간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은 초인공지능으로 명명되나, 사실상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
능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향후 기계학습 기법의 발전 또는 신기
술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정에 활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
이라는 기준 또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주13을 참조.
39) 이하의 내용은 양천수, 「인공지능 혁명과 법」, 박영사, 2021, 30-38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40) 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가드너(H. Gardner)가 제안한 개념으로,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
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이해지능, 영성지능의 9가지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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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적 재량행위의 포착
1. 새로운 축으로서 재량수준의 반영
가. 도식화를 통한 분석
[그림 1]

상술한 ‘인공지능의 (수평적)개입수준’과 ‘기술수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행정의 자동
화 시스템 활용을 표현하면, 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축은 모두 상
대적인 것으로서, 그 경계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펙트럼의 형태에 가깝다.
자동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①번과 ③번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기술수준의 인공지능 여부에 따라(혹은 인공지능 내에서도 그 단
계에 따라) 단순한 ‘자동장치의 도움을 받은 행정행위’와 ‘부분자동 행정행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②번의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수평적)개입수준이 절대적으로 100%에 수렴한다는 점에 그
내재적 특징이 있을 것이고, 반면 기술수준이 낮으면서 (수평적)개입수준이 100%에 수렴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상정키 어려우므로 행정행위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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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에서 ‘행정자동절차’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 즉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행정행위)의 관
념 또한 ③번의 우측 끝단에 위치할 것이다.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
평적)개입수준이 100%에 가까운 것은 맞으나, 최종적 규율의 발령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도입결정은 결국 인간 공무원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41)
상기 [그림 1]은 개입수준과 기술수준에 따른 행정행위의 양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일견 장점이 있겠으나, 행위의 재량성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량-기속 기준까지 반영하여 보완한다면, 아래 [그림 2]와 같은 표현이 가능
할 것이다.
[그림 2]

[그림 2]에서와 같이 (수평적)개입수준의 x축, 기술수준의 y축 그리고 재량수준의 z축을
3차원으로 조명하면, (1)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보다 객관적으
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 (2) 재량이 있는 경우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러나 ①번부터 ⑧번까지의 영역 구분은 그 경계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구분임을 밝힌다.

41) 교통신호의 송신, 세금 또는 공과금의 산정 등 전산화에 의한 자동기계장치로 행해지는 ‘행정의 자동화 작용’은 행정보조절차로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권은정, 앞의 논문, 8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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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과 논의의 실익
“잘 구별하는 자, 잘 판단한다!(bene cernit, qui bene distinguit)”라는 법언처럼 법학
방법론의 기본은 구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2) 행정의 자동화 시스템 활용양태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기 [그림 1]에서와 유사한 특징으로, 개입수준은 100%에 수렴하는 완전자동 행정행위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분자동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 재량수준도 0에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 구분선은 각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100%와
0에 가까울 것이고, 어쩌면 2차원적인 면에 수렴할 것이다. 기술수준은 [그림 1]의 기준과
동일한 관념적 영역구분을 따랐다. 한편 ⑦번과 ⑧번의 영역은, 기속과 재량 여부를 불문하
고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인다. 개입수준이 100%에 수렴하는, 즉 절차부터
종국적 결정까지 모두 인간이 아닌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기술수준이 낮다는 것
은 동시에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양립가능하다 하여도, 그것이 본고에서의 자동
적 재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논의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림 2]에 따른 분석은 기존 이용양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직관적으로만 보아도 자동화 시스템 활용에 대한 종래의 논의는 ②, ③번의 얇은(혹은 평면
에 가까운) 기속행위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논의되지 않
은(미지의) 재량영역이 훨씬 넓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 ⑤번의 경우를 보면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자동장치가 활용된 행정처분이 보편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①번과 ⑤번은 도구로서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만 다를 뿐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그림 2]의 실익은 자동적 처분의 객관적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완전
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은 넓게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최소한 부분적 또는 그 이상으로 활용된’ 처분일 것이고, 좁게는 ‘전적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상기 [그림 2]에서 이를 찾으면 ①번
부터 ⑥번까지 모두가 넓은 의미의 자동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을 합치적으로 해석하면 단순 제어프로그램 내지 컴퓨터

42) 朴正勳,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66면; 朴正勳,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 도그마틱의 분별력･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 「행정법연구」, 2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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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서조항에서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
로, 결과적으로는 ②번과 ③번이 남는다. 즉, 넓은 의미로서 자동적 처분은 ②번과 ③번인
‘부분자동 기속행위’와 ‘완전자동 기속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는 ③번인 ‘완전자동 기
속행위’만이 해당한다 볼 수 있다.43)
자동적 처분이 재량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재량이 있는 경우도 그와 대칭
적 관념으로서 상상될 여지가 있다. 법제처의 조문별 해설서에도 보면 재량이 있는 경우라
도 개별법에 의해 도입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고44), 자동적 처분조항의
입법의의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와 함께 종래 학설과
판례에만 맡겨져 있던 재량행위의 관념을 분명히 하였다는 평가도 있는바45), 아래에서는
①번과 ④번 영역에 대해 고찰한다.

2. 자동적 처분에 대한 대칭개념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
①번과 ④번으로 표현되는 영역, 즉 ②, ③번과 대칭되는 것으로서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동적 재량행위’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자동적 처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조항의 규정방식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행정청은 완전
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와 같은 식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의 구체적 함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후술한다.

가. 단계별 검토
행정행위의 법률적용은 (1) 사실인식, (2) 행정법규의 해석, (3) 추론을 통한 포섭
(Subsumption), (4) 행정행위의 발령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46) 판단여지와 재
43)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하여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 모두를 아우르는 ‘알고리듬 시스템’으로 해석하면서도, 데이
터 기반 머신러닝 시스템이 아닌 규칙 기반 행정처분 전문 시스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권은정, 앞의
논문, 94-95면을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데이터 기반이나 규칙 기반 알고리듬에 대하여 추후 기술발전의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으로서, 기속-재량의 본질과는 별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4) 법제처, 앞의 자료, 80면
45)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법제연구」, 2020, 6-7면
46)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22, 226면; 박균성, 「行政法論(上)」, 박영사, 2019, 317면; 김동희･최계영, 앞의 책, 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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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구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청에 독자적 규범해석권 내지 행위선택권이
인정되는 단계는 (2), (3), (4) 단계가 그러하다. 그런데 자동적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동적 재량
행위도 알고리듬에 의한 완결적 규범해석권까지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구체적 사안이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듬이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를 긍정하
고 행정행위의 발령단계로 진행하는 주체는 인간인 것이므로), (2)와 (3)은 배제되고 다만 (4)
행정행위의 발령 단계에서 자동적 재량행위 관념이 유의미할 것이다.47) 그러나 결정재량이
든 선택재량이든 알고리듬 시스템이 선택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또, (1) 단계인 사실인식 단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사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지만, 이는
자동적 처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먼저 결정재량에서의 자동적 재량행위의 형태는, 시험에서의 과락기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의 행정행위 발령 성부를 판단하는, 즉 행정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여부의 결정, 시험의 합격여부의 결정 등과 같이 오직 Pass or Fail만을
결정하는 과정을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결정재량만으
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많지 않고, 같은 견지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도 부분자동 재량행
위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정재량은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선택재량은 인간이
집행하는 형태의 재량행위를 말한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대
체하는 경우라면, 완전자동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상정하기
는 쉽지 않다.
다음 선택재량에서의 자동적 재량행위를 보면, 여러 옵션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
하는 과정을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듬 시스템이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정재
량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우선 행위의 성부는 정해진 상태에서 다만 그 수
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견지에서 위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완전자동 재
량행위로서보다는 부분자동 재량행위로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
역에서 데이터 기반 알고리듬은 그 효율성 내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상당히 방대하게
다만 김철용, 앞의 책, 228-229면에서는 (4) 행정행위의 발령을 다시 절차, 결정, 내용, 시기, 형식의 선택이라는 5단계로 나누고 있다.
47)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재량을 자유재량,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효과재량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결정재량(Entschließungsermessen)”과 “다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경우인 선택재량(Auswahlermessen)”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김남진･김연태, 위의 책, 227-235면의 입장이며, 김동희･최계영, 위의 책,
276-277면에서도 재량의 본질에 관한 한 효과재량설은 타당하다는 논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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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개별 사안 및 행정행위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알고리듬이, 특정 입력 변수(개별 사
안)에 따라 특정 값(행정행위)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이는 알고리듬이 아니라 인간
이 행정행위를 규율하는 것과도 구조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행정관
행으로서 평등원칙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구체적 예시
내용적으로는 결정재량보다 선택재량에 있어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여지가 많아 보
인다.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
여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그 요건을 각 항별로 가중치를 부여하
는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듬화하는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택재량을 행사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①번에 해당하는 ‘부분자동 재량행위’가 될 것이다. 그
럼에도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 자체는 인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결
정재량은 인간에 있는 것이다.
한편 ‘완전자동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그 예시를 상정하기 쉽지 않다. 어디까지나 충분한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
정청이 먼저 입찰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신규 업체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을
심사한다고 가정하자.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기존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
해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있고,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사회적
으로 인정된다면, 행정청이 그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은 ‘완전자동 재량행위’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결정재량은 인간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재량은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
부가 인정되는 것49)’인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탈락되도록 한다면, 결정
재량마저도 사실상 알고리듬에 의한 것이 된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행사의 조건)과 연결지어 보면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
도 반드시 정당한 이익형량이 요구되고, 또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④번 ‘완전자동 재량행위’는 이익형량 알고리듬에 따른 ‘개
48) 이와 관련하여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추론에 대한 연구로는 김병필, “재판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한계”, 「저스티스」, 2021,
93면 이하를 참조.
49) 강현호, “재량의 본질론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비교와 함께 -”, 「법제」, 2005,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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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안공정성(Einzelfallgerechtigkeit)50)’의 확보가 기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51)

3. 현실적 평가와 가능성 : 규범적용과 규범형성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술한 자동적 재량행위의 실체법적 도입은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
다. 아직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도 절차법적으로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고, 행정관행이나 관
련판례도 충분치 않을뿐더러52),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아직은 인간을 완벽히
대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
을 이유로 들 수 있다.53)
설령 기술적 한계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최종적 판단까지 인공지능에 양보해서는 안 되
는 영역이 있다. 바로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의 영역이다. 행정에는 이미 성립된 관행이나 법
규를 개별 사안에 적용하는 규범적용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과 같
이 새로이 규범이나 관행을 형성하는 규범형성의 영역도 있다. 규범적용의 영역에 대해서
는 기술적으로 판단 알고리듬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통제도 가능할 것이지만, 규범형
성의 영역은 설령 초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고 해도 이를 완전히 알고리듬에 맡겨서는 안 된다.54) 인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
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행정관행을 변경하는 경우나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종국적으로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규범형성의 영역에서는 부분자동 재량행위는 허용될지언정 완전자동 재량행위는

50) 이에 대해 ‘개별사안정의’, ‘개별사례 속에서의 정의실현’, ‘구체적 타당성’이라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문맥상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H.Maurer･박수혁, 「독일행정법」, 사법발전재단, 2010, 117면의 번역을 따른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전문가시스템은 과학적 분야와 같이 명확한 답이 제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현재의 인공신경망 기술을 도
입하더라도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시스템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소송결과를 예측하거나 불합리한 수임료 등 왜곡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전문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불확실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이에 관하여서는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 2016, 234-237면을 참조.
52) 강현호･홍민정, 앞의 논문, 153면
53)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로 언급되는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이 주요한 기술적 장애물이다. ‘블랙박스 현상’이
란 일단 데이터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학습과정이나 최종 판단의 적절성을 인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문제되지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편향성 또한 문제되는 기술적 한계 중 하나이다. 요컨대, 이러한 기술적 난제는 처분의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방정미, 앞의 논문, 381-382
면을 참조.
54) 이와 관련하여 법규범과 알고리듬의 규율타입, 생성규준, 관철방식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로는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295-299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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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적 재량행위의 개념 부분에서 상술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이다.55)

Ⅳ. 자동적 재량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와 대안
1. 행정자원의 집중과 행정 부작위의 감소(긍정)
가. 행정자원의 집중
자동적 처분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1) 행정 효율의 증대, (2) 절차의 신속한 진행,
(3) 행정자원의 집중이 전망된다.56) 독일의 도입목적에 대하여서도 보면, 과세절차 현대화
법에서 직접 제기되고 이와 연계성 있는 법제발전을 목적으로 연방행정절차법 내지 사회법
전 제10권에 함께 반영된 취지 등에서 ‘사안별 효율적인 공무원 인력배치’와 ‘절차의 효율
성 및 신속성의 증대’가 주요한 목적으로 확인된다.57)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의 이점은 기속행위에만 한정하더라도 이러할진대, 만일 재량 영
역까지 허용된다면 상술한 기대효과는 훨씬 증폭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동적 재량행위가
규율되고 집행되어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관련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
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예컨대, 다양한 행정민원이나 신청에 대하여 알고리듬에 의
해 일차적 결과판단 및 요구되는 대응역량의 예측이 가능해지기만 하더라도, 실제 업무분
장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나아가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개입
할 여지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58) 특히 행정 서비스 내지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행정업무의 간
55) 그렇기에 사법시스템 자체도 알고리듬에 의해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판례에 의해 기존 법리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규범을 새로이 형성
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규범적용과 규범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법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의 재판 예측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각각 설명, 진단, 예측, 처방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설명과
진단 단계에서는 활용이 장려되고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예측과 처방 단계에서는 구현되기 어렵고 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
다는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필, 앞의 논문, 102-111면을 참조.
56) 이재훈, 앞의 논문, 169면
57) 이재훈. 위의 논문, 152-155면
58) 정소윤, 앞의 논문, 196-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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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 현상예측 내지 효과측정의 분야 등에서 이미 도입된 사
례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나. 행정 부작위의 감소
상술한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장점과 일부 중복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 부작위
의 감소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의 부작위 개념
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
송도 행정청의 응답의무만을 다툴 뿐,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다투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
재량행위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부작위(또는 무응답)를 줄이고,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처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
다. 처분에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소의 적법요건 심사에서 회복되는 이익
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실익
이 있다.
소송법적 의미로서의 부작위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의 의미로서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알고리듬에 의한 개입의무 해태의 사전적 축소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이는 기존 ARS 서비스에서 곧바로 상담원 연결을 안내하기 전에 비교적 간
단한 수준의 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제시하는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화를 통해 상담원은 업무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고, 이용자도 간단한 일처리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미 소극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 바59), 귀화허가신청이나 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에서 부분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활용된
다면(부분자동 재량행위),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9) 김연, “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연세법학」, 2019,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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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행정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부정)
가. 알고리듬 위법성 입증책임부담의 문제
자동적 처분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알고리듬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할 일차적
책임을 원고가 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입증책임부담을 과하는 것일 수 있다.60) 우리 판례에
서도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
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
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
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61)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면, 규칙 기반 알고리듬은 어느 정도 설명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겠으나 데이터 기반 알고
리듬은 시스템 개발자도 완전히 그 원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 피고, 재판부 중 누구라도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원고에게 구조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나. 제한심사방식에 따른 사법심사의 공백 우려
자동적 처분은 기속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사법심사의 방식도 판단대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므로, 알고리듬 자체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적법성 심사는 재판부에 의해 일
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62) 반면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제한심사방식이 적용될 것
인데63),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될 것이고, 그렇다면 알고리듬 시스템 자체
에 근본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60) 권은정, 앞의 논문, 107면
61) 대법원 2012.06.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62) 임성훈, 앞의 논문, 160-161면
6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
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
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
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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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과 사법(司法) 모두 법적용작용으로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달리 구분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와, ‘행정기관에 의한 법적용을 다
시 그와 독립된 기관에서 신중한 절차를 통해 한번 더 심사한다’는 judicial review로서의
행정소송의 본질을 고려하면64), 행정청 재량에 대한 제한심사방식 자체는 존속될 필요가
있다. 이는 쉐브론 원칙(Shevron doctrine)에서도 나타나는 행정에 대한 사법의 존중이
기도 하다.65) 따라서 제한심사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는 공백이 없도
록 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국가배상책임 성부의 문제
자동적 처분과도 일견 중첩되는 문제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면, 그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근본적
으로 현행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식과정
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66)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까지도 공무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입
장을 고수해오고 있다.67)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3항에서 후술한다.

라. 절차법상 방어권 보호규범과의 충돌
침익처분이나 제3자효를 가지는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 절차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하는 사안에
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해 대기질 오염여부
모니터링을 하여 조업정지처분까지 이르도록 한다면, 절차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설령 조업정지처분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대기오염평가 결
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상당한 압박을
64)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00-104면
65) 허성욱,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3, 536-539면
66) 김중권, 앞의 논문, 2020, 306-307면
67) 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럼에도 “최근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관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인정,
과실 추정과 같은 논리를 통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 피해자구제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위 조항
의 해석･적용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권리구제가능성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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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68) 요컨대 행정청의 적극적인 알고리듬 활용이, 침익처
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규정을 몰
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동적 재량행위는 우선
수익처분에 한해 허용되고, 침익처분이나 제3자효를 가지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절차법상
방어권 보호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69)

3. 대안의 모색
가. 부관에 의한 행정청 스스로의 통제
자동적 처분에 머물지 않고 자동적 재량행위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부관을 꼽을 수 있다. 행정행위를 발하는 행정청 스스로 사후적
해결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유연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자동적 재량행위가 허용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부관은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불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는 부가하기 어려울
것이나,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와 같이 실정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동적 처분에 대해서도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
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불가해성을 보정하는 구체적인 부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
정을 해볼 수 있는데, 수익처분과 침익처분을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수익처분으로서
자동적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알고리듬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알고리듬의 편향 내지 오류의 발견’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판단과정을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
68) 이를 행정청의 판단여지를 사실상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행정청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없을 때보다, 도입되어 실시간으
로 공개되고 있을 때 요건해당여부 판단을 할 필요와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재량의 경직화 내지 기속적 변형’으로 이해하는 견
해도 있다. 관련해서는 김도승, 앞의 논문, 115면을 참조.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와는 다른 의미로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외견상 타당성과 행정청 내부적인 ‘자동화 편향효과(Automation bias)’에 기하여 판단여지가 사실상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법률상 불확정개념의 해석이나 재량준칙 자체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행정
재량권의 목적과 근거 중 하나인 행정의 탄력성과도 양립가능한 것일 수 있다.
69) 우리나라의 자동적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방어권 보호규정이 독일의 입법례처럼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지적은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승필, 앞의 논문, 227면; 김기호, 앞의 논문, 626-627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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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철회권을 유보하는 형태의 부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침익처분에 대하여서도 ‘알고리듬의 편향 내지 오류의 발견’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처분의 당사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처
분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효과를 해제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처분의 공정력과 알고리듬에 대한 사후적 보
정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사법심사 공백 우려의 실체와 불식
제한심사방식을 고수하면 판단대치방식보다 알고리듬에 대한 위법성 검증력이 떨어져
사법심사의 공백을 야기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쩌면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실제 재량행위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상술하였던 순수법학적 관점에 의한 행정-사법(司法) 테제의 동일성과 그에 기한 입법자
의 행정권 존중이나70), 미국 행정법의 쉐브론 원칙에 기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존중
(deference)71)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심사의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같은 견지에서 소의 적법요건을 통과하고
본안판단에 도래한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실체적 판단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위법 혹은
당부의 판단에 직접 나서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72) 요컨대 일차적으
로는,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할지언정 그 판단을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73)
또, 자동적 재량행위가 규범적용의 영역에서는 허용되더라도 규범형성의 영역에서는 허
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견해와도 연결지어 보면, 특별히 사법심사의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공정책 결정에 관한 판단이나 미래예측적 결정 등 민주주의 과
정을 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 독자적 영역은 기본적으로 규범형성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므로, 따라서 의사결정을 완전히 알고리듬에 맡기는 완전자동 재량행위가 허용될 여지
70) 朴正勳,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78면
71) 허성욱, 앞의 논문, 546면
72) 허성욱, 위의 논문, 545면
73) 소송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하는 경우는 본고의 방향과 다르므로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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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실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적 재량행위는 규범적용
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활용된 사례가 대부분일 것인데, 그러므로 사법심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행정권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법심사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다.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전환 내지 확장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에서는 알고리듬에 의
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
를 이루고 있다.
우선 제2조에 대해서는,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 개정을 통한 포함이 가능하다는 견
해74)부터, 직접적 행위형식이 알고리듬 시스템이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주체가 행
정청(공무원)이라는 점과 알고리듬 시스템의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자나 공급
자를 공무수탁사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견해75) 등이 있다. 한편 우리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성립은 처분의 위법성과는
별개인 것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다.76) 그런데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 통상보다 객관적 주의의무가 보다 높은 수준으
로 요구되어야 할 필요와 실질이 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설명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다만 법규의
집행을 할 뿐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스스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평균의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실제로 응당 그렇게 하였
을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동적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결
여를 이유로 한 과실책임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
74) 강현호･홍민정, 앞의 논문, 157-158면
75) 권은정, 앞의 논문, 108면
7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
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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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작동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판례의 입장에 따
라 행정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견
해77)부터, 그러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시스템의 적합성 심사결과, 인증여부, 영향
평가 등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78),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부속된 기계장치의 하자에 대
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79)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에서 공무원 개입이 사실상 배제되어 무과실행위가 손해배
상의 원인이 되거나,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결함, 자동장치의 설치･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
여서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적인 전환으로서 자동장치라는 기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
존의 과실책임에서 위험책임의 법리로 전환한다면 일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
기되고 있다.80) 이보다 더욱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대위한다는 종
래의 대위책임(Haftungsübernahme)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공법적인 자기책임의 구조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81) 상술한 검토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위법한 자동적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라. 입법적 보완
서론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자동적 처분조항을 입법함에 있어 당
초부터 과세절차 현대화법과 연방행정절차법, 연방사회법전 제10권, 국세기본법 등 관련
한 법제의 통합적인 개정과 발전을 꾀하였으나, 우리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처음 자동
적 처분조항과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의한 자동화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처음으로 선언
되었을 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조항이 함께 개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행정절차법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기본법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나, 행정의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관련 조항의 개정노력 등이 확인되고 있다. 2022. 1. 11.
일부개정된 행정절차법 관련 조항을 보면, 우선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조항이 신설되었
77) 강현호･홍민정, 위의 논문, 158-160면
78) 권은정, 앞의 논문, 109면
79) 김도승, 앞의 논문, 130면
80) 김기호, 앞의 논문, 629면
81) 朴正勳,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연구」, 2020, 2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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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각각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혁신과, 행정과정 내
데이터의 활용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에서는 종래 선언적으
로만 규정되어 있던 행정청 간의 협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양태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는 입법까지도 위임하고 있는바, 행정청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효율의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내지 공유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제14조(송달) 제5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였
다. 무엇보다 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
우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제2항에서
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행정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상술한 행정절차법 개정노력들을 보면, 향후에는 자동적 처분과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관
련한 조항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보충적 방어권 행사규범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여지를 줄이는 등 보다 정교하게 입법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듬 활용의 제
한 및 한계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다면 언젠가는 자동적 재량행위의 수용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기존 행정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
과 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문제와 그에 기
인하는 이른바 행정이 게을러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절차법이나 공무원법, 또는 직무집
행 관련 내부규정의 마련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행정의 혁신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알고리듬은 모두 일종의 수단
으로서 국민권익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와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 그
로 인한 악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재량이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자동적 재량행위의 관념을 탐색해 보았다. 자
동적 처분조항으로 촉발된 행정의 인공지능 알고리듬 활용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논의될 것이다. 행정에는 신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동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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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행정행위에 대한 인공지
능 알고리듬 시스템의 개입정도와 시스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고, 여기에 재
량수준의 축을 더해 입체화하고자 했다. 재량영역에서의 논의는 배제되어서는 안되고 오히
려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듬 및 자동화된 시스템에 완전히 맡겨져서는 안 되는
규범형성의 영역이 있다.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관행의 변경 등이 그것이다. 또, 긍정적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재량행위가 기존 행정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들이 예측되었
는데, 이를 극복하고 행정법 내로 수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익증진에 다양한 도구를 다양하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권리구제의 수단을 마련
하는 것은 행정법학의 역할일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보다 폭넓게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기술에 의해 규범형성의 방향이 좌우되는 현상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발견(Rechtsfindung) 내지 법형성(Rechtsfortbildung)의 차원
과는 다른 것이다. 요컨대 행정법학은 선제적 규범형성의 고삐를 계속해서 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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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Donghun You
Master of Laws Student,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there no possibilities that A.I. algorithms and automated systems could
be used for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so-called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s, using a fully-automated system. Since
the ‘fully-automated system’ at this time includes a system with A.I. technology,
discussions on the administrative use of A.I. have been triggered. Therefore,
related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made quite wide and quite explosive.
From discussions on the legal acceptability of automatic disposition, to works
considering specific usage patterns and areas, comparative legal reviews with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researches at the level of regulatory
governance, and studies that raising questions with procedural and
compensation Acts. In this paper, these existing works we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tion of the A.I. system in administrative
actions(x-axis) and the technology level of the system(y-axis). And by 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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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ionary level(z-axis), objectification was attempted. Through this, as a
symmetrical concept to automatic disposition,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hav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areas that should not be transferred to A.I. algorithms
and fully automated systems were also identified, even for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These are the areas of so-called norm formation such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planning,

and

changing

administrative practices, etc. In addition,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concentration of resource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omission, negative
effects were predicted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n algorithm illegality, the
concerns on legal vacuum, and the problems with procedural and state
compensation Acts. However, each of these concerns was reviewed a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with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was confirmed
again.

Key words: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utomatic Disposi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utomatic Discretiona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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