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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

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

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

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

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

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

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

고 99두5870 판결, 위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두418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현장사무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가 등기우

편물을 전달하지 않은 채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에 

찍혀 있고, 위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우편물은 1층 우편함에 넣어두고 원고 직원 “H”가 수령한 것으로 (허

위)기재하였다. 우편함에만 넣어두어도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행

동하였으며,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

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문서들은 원고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서면통지 원칙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

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23. 선고 2022구합2196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