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박사 학위논문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EUㆍ프랑스ㆍ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왕 승 혜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EUㆍ프랑스ㆍ한국 식품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원 우

이 논문을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왕 승 혜
왕승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___________      (인)

부위원장     ___________      (인)

위    원    ___________       (인)

위    원    ___________       (인)

위    원    ___________       (인)



- i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과 법원리를 정리하고, 자율규제의 기

능적 의의를 살펴본 후, 자율규제가 발현되는 현상 형태를 발견하고 유
형화하여 자율규제의 전형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자율규제
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규제가 공적인 사
회질서에 기반한 법적 제도로서 운영되도록 하는 규범적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법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
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하여 
자율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
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
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에서 자율성이란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영업자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는 영업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영업
활동과 관련한 위험책임의 부담자인 영업자이다. 이러한 책임부담의 조
건에서 영업자는 합리적인 최적의 규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실행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자율규제도 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은 규제수익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속
된다. 이러한 구속성으로부터 자율규제의 법적 한계와 공적 통제의 당위
성이 도출된다.

제3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율규제의 기능과 실행상
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행정규제는 타율규제 방식으로 이
루어져 왔다. 그런데 영업 활동 주체의 기술역량이 강화되고, 상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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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규제과 품질규제의 두 영역 모두에서 자
율적 안전규제와 자율적 품질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자율규
제의 대표적 유형을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형’과 품질규제 영역의 
‘기능자치형’으로 모형화하였다. 자율규제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
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ㆍ개별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령상 개괄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
스로 정립한 세부적인 실행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수행한다.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영업자단체가 자율조직의 권위를 바탕으로 공
통의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함으로써 고유한 활동 영역에서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임무와 연관되
기 때문에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과소하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권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규제
집행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행정의 개입 가
능성은 자발적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기
능자치형 자율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율조직에
서 행위준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
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공적
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자율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규제와 보완적 상관관계
에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보완적 성질이 품질규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실행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4장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제
와 책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지적한 것은 결과의 귀속과 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공법적이면서도 사법적인’ 중층적이고 혼합
적인 법률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규제 입법과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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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법적 성질이 혼재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통제와 책
임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사인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전통
적인 공법적 도그마틱들이 그대로 차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식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유럽연합은 식품안전법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의 개
입 권한을 확장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럽법은 사업자들에게 식품의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와 결과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들이 각자 위험 영
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가품질검사나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영업자의 자기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행정
이 규제집행의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타율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규제의 효율
성, 효과성, 타당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자치형 품질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품질지표와 품질표시를 
활용하면서 영업자단체와 같은 자율조직이 중심이 되어 공공적(公共的)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을 관리하는 
공공조합은 자체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정하며 품질규제에 참여한다. 또 
다른 공공적 자율품질규제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심의 분야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영업자들은 사후 법률분쟁에서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는 조직이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유인이 적으며, 이로 인해 지리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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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자율심의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자단
체의 신뢰도와 자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식품 등 상업광고에 
대한 영업자단체의 자율품질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오
인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자율규제, 경제행정, 경제규제, 안전규제, 품질규제, 식품법
학  번: 2010-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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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경제행정법1)의 영역에 자율규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규범적 분석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 영역에서 실
행되는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개념, 법원리 및 기능적 의의를 정리하고, 

자율규제가 발현되는 현상 형태를 유형화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전형적인 
구조를 파악해 본 후, 자율규제에서의 법적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분석
함으로써 자율규제가 공적 질서에 기반한 법적 제도로서 작동하도록 하
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의 영향으로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
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행정주체가 공적 급부의 생
산자 내지 공급자로서 활동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의 영향이 개별 소비재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사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 속에
서 정부 중심의 행정규제에 대한 대안적인 규제 방안으로 자율규제에 대
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경제행정법은 한편으로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적 급부의 생산자 내지 공급자로서 
활동하는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 민간 부문의 사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자로서 활동
하는 영역을 포괄한다. 본고는 후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행정주체가 공
적 급부자로서 활동하는 영역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경제행정법’에 
대한 개념 설명은 제2장 제1절 II, 3. (1)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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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를 통한 규제 개선 방안은 사경제활동 중 상대적으로 행정으
로부터의 자율성이 높은 금융 부문과 인터넷 콘텐츠 분야를 선두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율규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금
융시장에 대한 자율규제와 인터넷 환경에서의 콘텐츠 및 게임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분야는 2004년 한
국증권선물거래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근거한 통합거래소가 자율규제기
관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2) 인터넷 콘텐츠 분야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콘텐츠의 내용 규제를 위한 자율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3)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율규제 

2) 금융시장 분야의 자율규제에 관련한 연구로는 박중민, 「금융투자업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금융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이연임, 「자본시
장법상 자율규제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10. 2.; 김
형석,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에 관한 연구: 공법상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한양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1; 권효정, 「자율규제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방
안 -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2007; 강병호,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1호, 2005. 6., 179-212면; 김성수, “금융감독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5. 11., 343-369면; 강희주ㆍ권종호
ㆍ김병연ㆍ신인석ㆍ이원우ㆍ정순섭ㆍ최성섭, “통합거래소의 출범에 따른 바람직한 
자율규제 정립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4. 5.; 김건식ㆍ이원우ㆍ임경묵ㆍ정순섭,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자율규제방안”, 2004; 한국개발연구원 금
융팀, 금융유관기관 기능 활성화 - 자율규제기능 확대 정책토론회, KDI 연구보고
서, 2000; 최정일, 「우리나라 증권시장 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1992. 2.

3) 방송, 정보통신, 인터넷 및 게임물 등 방송통신분야 콘텐츠의 내용규제를 위한 자
율규제에 관한 연구로는 최주호, 「게임물 등급분류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법제
도적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2. 2.; 김주현,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윤리에 관한 연구: 민간 자율규제 중심으로」,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임영덕,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공동체 자율규제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0. 2.; 김미향, 「정보사회에서 개
인정보 보호의 자율적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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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4)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계
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논의되고 하다.5) 

이처럼 자율규제는 다양한 시장 부문의 영업규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각 개별 시장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원형적인 개념과 원리를 가지는 제도로 상정하기는 어렵

논문, 2010. 8.; 혼영호, 「TV 홈쇼핑 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
방송대학원, 2005. 2.; 김만섭, 「인터넷 유해정보 민간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사업
자ㆍ이용자ㆍ감시자의 선호분석」, 명지대 대학원, 2004. 2.; 이종석, 「인터넷 자
율규제에 관한 연구: 정부와 민간감시단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 대학원, 2002. 2.; 황진주, 「인터넷광고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평가와 자율규제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2. 2.; 김경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1. 8.; 고태잠, 「광고
의 타율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2.; 양성관, 
「한국 광고인의 광고자율규제에 관한 의식연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박사 학
위논문, 2000. 2.; 강수진, 「한국신문의 자율규제와 사전심의에 관한 연구: 동아일
보 심의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 1999. 8.; 현경보, 「방송내용
규제와 시청자 참여: 정책대안으로서 ‘조합주의적 자율규제’ 모델 탐색」, 연세대 
학교 신문방송학박사 학위논문, 1999. 2. ; 김봉수, 「우리나라의 광고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
학석사 학위논문, 1997. 8.

4) 홍석한,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9. 2.; 전영, 「민간 부문
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학
위논문, 2007. 2.

5) 최봉석ㆍ구지선, “대형마트와 SSM 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
구」제3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7., 293-318면; 백종인, “SSM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동북아법연구」제7권 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123-150면 (다만 이 논문은 조례의 자율적 입법기능을 강조하면서 SSM 규제의 자
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적 주체에 의한 자율규제와는 관점
을 달리한다.); 나달숙, “SSM 규제의 법적 쟁점과 공존상생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36권 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29-854면; 신석훈, “기업
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9. 
10.; 최우용,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ㆍ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公法學硏究」제13권 1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213-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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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정당한 규제목적을 위하여 적합한 규제수단으로
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가지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율규제의 현상 형태를 유형화하고, 자율규제
의 내용과 방식을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원리를 도출하여 규
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적 통제와 법적 책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율규제가 가지는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는 경제규제6)의 한 유형으로서 법질서에 의해 규율되는 경제
행정법의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도그마틱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제 해명을 위한 일종의 ‘설명적인 개
념’이다.7) 여기서 어떠한 법개념이 설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한 
현상 형태의 발현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내용을 열거하거나 기술함으로써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의도로 개념을 서술한다는 것을 말한다.8) 이러한 
문제 해명적 방법은 제도가 가지는 기능적 의의에 초점을 두면서 경험적
으로 인식되는 사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9) 이러한 설명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자율규제 제도들의 전형적인 이념형을 포착하기가 어렵
다.

6) 본고에서의 경제규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설명은 제2장 제1절 II. 4. (1) ‘자율규제
에 내포된 경제규제의 개념 요소’ 참조. 

7) 이원우 (2010),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910면 참조. 
8) 사물의 현상 형태를 순수 인식으로 포착하여 기술적(記述的)으로 묘사하면서 낱낱

의 개념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함으로써 일반적인 법개념을 정립하는 
현상학적 법학 방법론에 대해서는 Paul Amselek, Méthode phénoménologique et 
théorie du droit, Paris: LGDJ, 1964, pp. 8-23 참조. 

9) ‘관념적 개념(la notion conceptuelle)’ 정의에 대비되는 ‘기능적 개념(la notion 
fonctionnelle)’ 정의에 초점을 두고 경제규제의 개념을 분석하는 견해는 Laurence 
Calandri,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LGDJ, 2008, pp. 71-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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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학의 인식 대상으로서 자율규제가 가지는 이 같은 불확정성은 입
법과 실정법 해석의 단계에서도 문제된다. 입법의 단계에서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형식과 체계로 자율규제를 구조화해야 하는지 결
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입법적 결단으로 자율규제 방식을 경제행정 
영역에 도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 문언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특정한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반영한 것인지 파악
하기 어렵다. 법조문에 자율규제라는 표제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논리 분석의 차원에서 자율규제가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과 현상 형태
의 불확정성은 자율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공적 규제
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율규제는 공적 규제와 다른 성
질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공적 규제와 교차하는 영역에서 실행된다. 자율
규제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공적 제도로서의 성질 때문에 자율규제와 연관
된 법적 쟁점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판단
하기 어렵다.

이처럼 아직까지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
만, 경제행정법 영역에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약 20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자율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이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1980년대에 대두되어 1990년대에 전 세
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와 연관된다. 당시의 규
제 개혁은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사적 부문의 자율성 증대라는 목표
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율규제를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의 규칙과 기준에 대한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작
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부규제 영역에 규제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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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민영화와 자율규제를 제안하였다. 행정에 의한 공공재 공급과 관
련된 급부 활동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면, 사적 주체에 의
한 시장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규제는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논
의되어 왔다.10) 2000년대 이후 유럽은 네트워크화된 개방적 시장 환경에
서 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질서에 
토대를 두고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11) 

그리고 이제까지 행정에 일임해 온 규제기능의 수행을 민간 부문과 분담
하여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12) 이때 제시된 대안적 규제 방안은 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보다 협력적인 임무 수행 방법을 채택
하도록 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규제 개선과 규제 합리화의 논의 속에서 
자율규제가 제시되었다.13)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규제 개
선 방안으로 자율규제가 주장된 바 있다.14)

법공동체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성장과 함께 경제규제의 직
접적 대상인 ‘시장’이 탈국경화된 보편적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점도 자
율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중요한 배경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대외 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를 계기로 제품 생산에
서 소비에 이르는 연쇄망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생산

10) OECD,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Paris, 1997; OCDE, La Réforme de 
la réglementation, Paris, 1997.

11) ibid.
12) ibid.
13) Fabrizio Cafaggi, Self-regulation as a regulatory strategy: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troduction, New Mode of Governance Report (NewGov), 2004. 9. p. 3, 
www.eu-newgov.org [2014. 6. 25. 방문]; Anna Jassem, An introduction to 
co-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EU, 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 Report, 
2005. 2. p. 2, www.epha.org [2014. 6. 25. 방문].

14) 이원우 (2010), 17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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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관여하면서 공급 과정의 연계를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생산ㆍ제조ㆍ공급ㆍ유통ㆍ소비의 연쇄망 중 어
느 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해의 파급효과는 보다 광범위하
게 확산되는 반면,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행정의 위해 예방 임무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 소비재인 식품을 예로 들어 보자. 일본에서 식품 중 방사능 오
염이 발생한 경우 위해 발생을 제공한 궁극적인 원인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생산한 자, 식품 원자재 및 가공식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영업자,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수입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식품행정은 일차적으로 수입업자가 일본산 수입식품 중 방사능 오
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증빙하는 검사성적서를 첨
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건상 안전을 확보한
다. 

그러나 공적 안전규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
회주의적이고 규범 회피적인 방만한 행동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일본 본
토의 5개 현을 수입금지 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현에서 생산
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지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이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어 그 다른 지역의 제품과 혼입되면서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보다 낮아져서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식품이 만
들어지는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안전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중간 단계에서 
어떤 방만한 행위가 발생하는지 통제할 수 없다. 소비재가 가지는 이러
한 익명성, 식별 불가능성 및 보이지 않는 성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
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한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오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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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수산물 시장의 
신뢰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특정 품종의 수산물 시장
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결국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이슈가 되
면 연이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까지 감소하고 국내 수산업계도 타
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품 생산자와 사업자뿐 아
니라 양질의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피해
를 가져오게 된다.

식품 안전의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먼저 대두된 유럽연합은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1990년대 광우병 사건을 겪으면서 연쇄
적인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식품안전의 문제가 어떠한 속성과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실제로 경험하였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의 식품법과 
규제 체계를 재편하면서 행정에 의한 소비재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하게 되
었다.15)

식품처럼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필수재 시장이 개방화되
고 자유화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임무는 더
욱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판매를 제한하는 
등 권력적이거나 고권적인 방식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
려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행정이 영업경찰권을 행사하
여 직접 세부적인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며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
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 영역을 관리하
는 영업자가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해요소를 자
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통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율
과 자기통제 기능을 활용하여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15) Marlen León-Guzmán, L'obligation d'auto-contrôle des entreprises en droit européen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INIDA, 2011, pp. 29-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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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는 소비재의 안전에 관한 측면뿐만 아니라 품
질에 관한 측면에서도 변화의 동인이 된다. 소비재는 무해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월한 
품질을 가져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경제의 변화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수요 측면에서 경제가 발전
하고 소득 규모가 증대되면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질적으로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 선별과 시장 선점은 매우 중요한 산
업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행정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
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품질규격만을 정하고 경제의 자율과 창의
가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품질과 관련한 지표들을 사업자들이 기술 진
보와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비재의 품질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고 기준을 설정
하는 일들이 다수 내지 공공의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현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기준들이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품질기준을 행정기준의 형식으로 정하면 소비자의 수요 변
화, 생산단계의 기술 변화 등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
업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은 공적 심사기준에 근거
하여 내용적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승인권을 유보하는 등 사후에 관여함
으로써 자치에 기반한 자기 조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규범
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논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품질규제가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계된 공통의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규제와 관련한 자율기준에 대해 어떠한 법적 성질을 부여할 
것인지, 규범 형성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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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 자율기준의 내용적 한계는 
존재하는지, 자율기준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장치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행정법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는 한편으로는 영
업자의 자율과 자기통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에 기반한 자기 조정 기
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성과를 공적 부분으로 적극
적으로 승인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자율규제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소비재 시장, 예컨대 식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와 서비스의 안전규제와 품질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다. 안전규제
는 개인적 차원의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품질
규제는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개
인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고도화
된 위험 영역을 지배하는 사업자에게 이윤의 창출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
화하는 모범적인 관리 준칙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예견 가능한 위험 내지 추정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
도록 한다.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이제까지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거나 행정의 고권적 개입이 이루어져 왔던 영역에서 다수의 이해관
계인들이 공공적 합의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기초하여 특정한 전문 영역
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거나 판단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규율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규제의 기능은 경제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효하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규제집행에서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렵고, 자율조직의 의사결정에서 조합주의적인 이익 편향이 나
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법적 
제도로 파악하여 규범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자율규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정의
하고, 자율규제의 법원리를 파악한 후, 전형적인 유형을 분류하고, 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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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법원리에 비추어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경제행정 영역에서 실행되는 자율규제에 관한 공법적 규범
과 질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 단계에서는 유럽과 프
랑스의 식품법을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연구 범위를 경제행정 영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경
제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의 자율규제에 초점
을 둔다.

둘째, 사례 분석은 식품법 영역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최근 식품규제
는 식품 사업자들의 위해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소비자,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
다. 그리고 안전규제 영역과 품질규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있
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을 보장하
며, 식품 거래에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
한 식품 시장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의 새로운 규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품법상 자율규제 사례들
은 이론적 차원의 자율규제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소
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식품법의 지역적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제도와 유럽 및 
프랑스의 식품법의 사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프랑스
는 유럽연합에서 식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나라
로서 식품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프랑스의 식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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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법적 연구는 1905년에 제정된 법률16) 및 이와 관련한 판례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다.17) 또한 식품과 시장, 식품과 
환경, 식품과 국민 보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 분과
의 학제 간 협력을 통해 보건, 환경, 문화와 조응하는 식품 정책과 법제
도를 형성해 왔다. 최근에는 유럽화의 영향으로 프랑스 식품법과 유럽법
을 조화롭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법제를 이해
하고, 식품에 대해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과 같은 법적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및 프랑스의 식품법제와 국내의 식
품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식품법에서 활용되는 자율규제
의 제도적 취지를 확인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향
후 국내 식품법상 자율규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Loi du 1er août 1905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Décret n°55-241 du 10 février 1955; Arrêté du 9 mai 1995 réglementant 
l'hygiène des aliments remis directement au consommateur, etc.

17) S. Krainik, Lévolution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et falsifications alimentaires, Paris: 
Sirey, 1911; Jean-louis Multon, Henri Temple et Jean-luc Viruega, Traité de droit 
alimentaire français, européen et international, Lavoisi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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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율규제의 규범적 의의

이 장에서는 자율규제의 규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개
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 요소에 들어 있는 법적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개념 정의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법원리를 
도출한다. 특히 헌법 및 행정법상 공법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

I .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 정의

1. 법적 개념의 불명확성

자율규제는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강학상의 개념이 아니며, 

실정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법도그마틱적인 개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에 대해 법적인 개념 요소를 추
출해 내고, 법적 분석을 전개하는 것은 공법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개념의 법적인 의미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술(記述)함으로써 규범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이때 어떤 
개념을 법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대상의 규범적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
고 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규제에 대한 규범적인 개념 정의도 
이러한 목적에서 시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합의는 
1) 규범적인 개념 정의란 ‘규범성’을 내포하는 관념의 추상화를 의미하며, ‘규범성’이

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법현실을 규율하는 성격을 말한다. 한수웅, 「헌법학」, 
13면, 주 1) 참조.

2) Marie-Anne Frison-Roche, “Définition du droit de la régulation économique”, D., 
2004, n. 2. pp. 126-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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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3) 이러한 개념의 불확정성은 자율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규제 체계의 원리와 규범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든다. 자율규제는 설명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라고 불리는 
다양한 규제 유형들은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주체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
계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기술될 수 있다.4) 그런데 일반적
으로 법적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본연의 자연적인 개념 정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론적인 정합성과 개별 학문 영역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개념
적 범주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개념 정의는 상호 연관된 유
사한 개념들과 규칙 및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요소를 참조하여 구성
되며, 이렇게 구성된 법적 개념은 그 내용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한 설
명과 이해를 돕고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
해 활용된다.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규제의 영역에 제한하여 자율
규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실정법상 용례

현행 법령 중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는 10여 건 정도이다. 담배광고 자율규제,6)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7)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8)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

3) 자율규제 개념의 불확정성에 대한 프랑스법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 : Laurence 
Calandri,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LGDJ, 2008, p. 7; 독일법에서 논해지는 자율규제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 Petra Buck-Heeb und Andreas Dieckmann, Selbstregulierung 
im Privatrecht, Tübingen, 2010. 특히 §2, A. Der Begriff der Selbstregulierung, p. 8; 
미국의 경우 Cary Coglianese & Evan Mendelson, “Meta-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2010 참조. 

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910면 참조. 
5) Marie-Anne Frison-Roche (2004), 주 18) 참조.
6)「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1973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9조의4 제4항 
7)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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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관한 요령,9)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 개
인정보 보호법13) 등이 있다.

위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주체를 ‘사업자 등’, ‘제조자 등’이라
고 하여 자율규제의 주체가 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규제작용의 내용은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준수하
고자 하는 기준의 내용을 정하거나 정해진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평
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자율규제를 반영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자율’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사
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규제를 위한 제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러한 경우 각 법령의 제ㆍ개정문 이유에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또는 “사업자 등이 스스로 예방을 하도록”14)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규제의 
주체는 ‘사업자 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강행
적 규제를 대체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경

제90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4항 내지 제5항
8)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0호, 2012. 3. 26.] 
9)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1-12호, 2011. 3. 31, 폐지제정]
10)「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96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1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15조 (자율규약) 
1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

개정]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
의 향상

13)「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
14)「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기본법」 2009. 2. 6., 일부개정 이유, 주요 내용 중 

가, 3) 참조.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
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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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자율규제의 주체는 ‘사업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
제와 관련한 규제작용은 행위기준의 내용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자기에
게 적용하여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15)

자율규제의 사례와 관련하여 기업의 내부통제,16) 시민단체의 자정활
동17), 환경자율규제18)를 자율규제 사례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독일
법에서도 환경자율감시(Öko-Audit)와 재활용폐기물자율관리를 자율규제

15)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검색 결과 참조. 문화콘텐츠 웹툰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446호, 2012. 5.), 온라인광고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271호, 2011. 7.), 청소년의 온
라인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159호, 2010. 11.), 국내영화
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현안보고서, 207호, 2013. 12.), 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667호, 2013. 6.), 대중음악 심의제도 자율규제
(현안보고서, 280호, 2011. 8.), 장외파생상품자율규제(김병연, 국회연구용역보고서, 
2011. 9.), 게임물등급분류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623호, 2013. 3.), 국내연예매니지
먼트사업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643호, 2013. 4.), FTA 협상 이후 통상 관련 자율
규제(WTO 와 국제통상규범 간담회자료집, 2012. 1.), 대부업법 자율규제(대부업시
장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자료집, 2011. 8.), 온라인 음란물 자율규제(이슈
와 논점, 522호, 2012. 8.), 소방장비 관리실태 개선과 자율규제(정책보고서, 4호, 
2010. 4.), 상조서비스와 자율규제(정책보고서, 3호, 2009. 12.),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592호, 2012. 1.), 스포츠독점중계와 자율규제(이슈와 
논점, 76호, 2010. 6.), 하도급과 자율규제(현안보고서, 92호, 2010. 10.), 대규모소매
유통점과 자율규제(현안보고서, 41호, 2009. 10.) 등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논
의되고 있다.

16) 금융법상 준법감시인(「은행법」 제23조의3 제4항, 「보험업법」 제17조,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2항,「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 제2항,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등), 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 제101조), 환
경감시인(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
업활동 규제에서 전문인을 활용한 이와 같은 형태를 ‘타율적 기업기관제도
(heteronomes Unternehmensorgan)’라고 지칭하고, 민간에 의한 공행정 수행의 일례
로 보기도 한다(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 제30집 1호 
(2001), 한국공법학회, 477면 참조).

17) 최유, “시장자율규제모델과 행정지도”,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33면; 황승흠ㆍ
황성기ㆍ김지연ㆍ최승훈,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15면 참
조.

18) 채명기, 「기업의 환경규제인식 유형과 자율규제 수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
교 경영학박사 학위논문, 2010. 2. 참조.



- 17 -

의 예로 들고 있기도 하다.19) 그런데 경제사법(經濟私法) 내지 경쟁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내부통제20), 기업활동의 과정이나 그 일환
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자율감시, 폐기물자율관리21) 등의 사례는 영업자가 
시장을 매개하여 활동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회계법, 노동법, 환경법 등 개별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활용되는 사례로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와는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자율규제는 다수의 
영업자들이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시장에 진
입하고 퇴출하는 영업활동을 전제하고, 이러한 시장 활동을 행정이 감시
ㆍ감독ㆍ유도ㆍ조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적 임무, 즉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공적 임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통제활동, 환경자율감시, 폐기물자율관리 등은 이 논문의 연
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공통된 개념 요소

자율규제를 법적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실체적인 관점과 형식적
인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 요소를 파악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립한다

19)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
심으로”, 「공법연구」 제30집 5호, 한국공법학회, 2002, 11면;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73면 참조.

20) 박홍규, 「경쟁법상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
위논문, 2005 참조. 공정거래법상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감지하여, 동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며, 경쟁의 체질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
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 예를 들어 환경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자율책임운영 지침’, 대형 병원ㆍ장례
식장과 환경부 간 ‘상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ㆍ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 체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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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22) 자율규제의 실체적 개념 요소는 자율규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실행목표를 의미하며, 형식적 개념 요소는 
조직법적 요소와 작용법적 요소로서 자율조직과 자율기준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실체적ㆍ형식적 개념 요소를 중심으로 실정법 문언상 자율규
제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문언 속에 내포된 공
통된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법률 용어 해설에 따르면 자율규제란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적용되는 행위준칙을 정립하여 실행하거나, 집단을 구
성하는 행위자 단체가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23) 사후 통제의 관점에서 자율규제란 특정 조직의 구성원과 그 구
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율조직 스스로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
의되기도 한다.24) 자율규제와 관련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규제기관에 
초점을 두어 “자율규제란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 자율규제기구
가 회원 상호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회원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25)

비교법적으로 유럽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의 보건소비자총국에서 해

22) Romain Rambaud, L'institution juridique de régulation : Recherches sur les rapports 
entre droit administratif et théorie économique, L'Harmattan, 2012. 7., p. 475 참조.

23) Bryan A. Garner & Henry Camp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9th revised 
edition, 2009.8, 표제어 “self-regulation” 참조. 아직까지 국내 법률 용어 사전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법률용어사전」, 현
암사, 2012 개정판; 강영호(편), 「(핵심)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2009; 법전출판
사 편집부, 「법률용어사전」, 2013, 법전출판사 신영호, 「독일법률용어사전」, 한
국학술정보, 2009에는 ‘규제’와 규제 연관어인 ‘자율규제’가 표제어로 포함되어 있
지 않다.

24) Robert Baldwin, Martin Cave and Martin 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특히 §8.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and 
Regulatory Networks, pp. 137-164 참조.

25) 최유, “시장자율규제모델과 행정지도”,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29면; 김준호, 
“자율규제기구의 규제업무수행현황 및 향후과제”, 「조사연구 Review」 제20호, 
금융감독원, 2007.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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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직의 정책 관할에 속하는 소비자 보호, 공중보건, 식품안전과 관련
하여 범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율규제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사회단체, 비정부조직 또는 기타 
단체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그리고 구성원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행규범(code of practice)과 같은 공통된 지침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26)

다른 한편 자율규제란 각 사업자의 규범 준수에 대한 ‘선의지
(goodwill)’와 ‘협력’에 기초하는 규제활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27) 자율
규제에 대하여 ‘자발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란 행위
준칙을 정립하는 기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규제와 병행하여, 스스로 정립한 자율 준칙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집
행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기술하기도 한
다.28) 이 견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자율규제 개념을 ‘자발적’이라는 
한정어로 수식하여 제한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규제
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집행기능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학제적으로 시도되는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개념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첫째, 자율규제를 위한 준칙 내지 기준이 영
업자 내지 사업자 등에 의해 정립되거나, 경우에 따라 비정부부문에 속

26) Paul van der Zeijden & Rob van der Horst, Self-Regulation Practices in SANCO 
Policy Areas, Final Report of EMI, 2008. 7., p. 15. 유럽연합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
된 자율규제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Bruno 
Vever, The current state of co-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single market,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Brussels, 2005.3., p. 11; David 
Arculus/Eve Salomon, Routes to better Regulation: A guide to alternatives to classic 
regulation, UK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2005. 12., p. 27, www.brtf.gov.uk [2014. 
6. 25. 방문] 참조.

27) Darren Sinclair, “Self-Regulation versus Command and Control: Beyond False 
Dichotomies”, Law and Policy, 19:4, 1997, pp. 529-559 참조.

28) Jody Freeman, “Private Parties, Public Functions and the New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Review, 2000, pp. 813-8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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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 부문의 행위주체들을 포함한 의사 구성체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는 점, 둘째, 피규제자가 스스로 정립한 자율기준을 적용하고 이
행한다는 점이다.29) 즉, 관용적인 자율규제의 개념 요소에는 ‘피규제자에 
의한 자기입법과 자기집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의 개념 정의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론의 분석을 위한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하여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즉, 경제행정
법상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인 ‘자율성’이란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지위에 있는 영업자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의 규제자
로서의 지위는 규제 수익자 내지 규제 수혜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
속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익 관련성 때문에 자율규제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소비자, 비정부조직, 행정이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다. 기능적 자치를 위한 자율조직의 운
영에 있어서는 특히 자율조직의 구성원으로 전문가, 전문가단체, 시민, 

소비자, 시민단체, 비정부조직 등 다양한 자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
서 유의할 점은 이들은 직접 자기를 구속시키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율을 정립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규제 수혜자 내지 규
제 조정자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궁극적인 실행 주

29) Cary Coglianese & Evan Mendelson (2010), p. 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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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영업 활동의 이익 귀속 주체이자 동시에 영업 활동과 결부된 위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영업자 등’이라는 점이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 정
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II . 법적 개념 요소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에는 규제주
체, 규제작용, 규제목적과 관련된 법적 개념 요소가 들어 있다. ‘자율규
제’는 첫째, 규제주체의 측면과 관련되는 ‘자(自)’, 둘째, 규제작용과 관련
되는 ‘율(律)’, 셋째, 규율의 목적과 관련되는 ‘규제(規制)’로 세분할 수 
있다.

1. 자(自)

(1) 자기본연성

자율규제에서 ‘자(自)’는 자율규제의 주체의 자기본연성을 의미한다. 

자기본연성이란 자율규제의 주체가 다름 아닌 자기본연의 자율적 주체임
을 말한다. 규율 주체의 자기본연성은 다른 인격체로부터 분리, 격리, 이
탈된 상태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는 의미를 함축한다.30) 또한 자율성의 개념 표지는 자율규제주체의 의욕
된 자발성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성을 나타낸다.31)

30) Andreas Voßkuhle,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n Wilfried Berg, Stefan Fisch, 
Walter Schmitt Glaeser, Friedrich Schoch, und Helmuth Schulze-Fielitz,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Steuerungskonzept des Gewährleistungsstaates, Berlin, 2001, 
S.197-200 참조.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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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자(自)’의 법적 의미 형태소는 자기본연성(自己本然性), 독립
성(獨立性), 자발성(自發性)을 함축하며, 역으로 행위 주체의 외연성(外延
性), 의존성(依存性), 강제성(强制性)이라는 개념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
진다.32)

(2) 국가에 대한 타자성

자율규제에서 의미하는 ‘자율성’이란 규율 주체인 자기 스스로와 유리
된 그 어떤 불특정한 외부의 주체로부터의 분리, 격리,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의한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
다.33) 다시 말해 규제법적 관점에서의 자율이란 국가에 의하여 정립되고 
강행되는 법규범과 국가의 고권적인 행위에 대응하여 자율규제주체 스스
로가 규범을 정립하고 집행행위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공적 임무를 민영화하는 것과 같이 사인이 공적 임무 수행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종래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적 부
분에 대한 통제를 영업자가 일차적으로 자기책임과 통제하에 스스로 행
하고, 행정은 자율규제의 결과를 감시하고 자율조직의 운영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34) 

(3) 규제주체

규제 체계는 분석의 의도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소로 구
성될 수 있다. 실정법에 근거하여 규제의 개념 요소를 추출한다면,35) 일

32) ibid.
33) Nobel, in Dufour & Hirsch, Kolloquium schweizerisches Kapitalmarketrecht, 

S.441-443; Petra Buck-Heeb & Andreas Dieckmann (2010), op.cit, §2, A. Der Begriff 
der Selbstregulierung, p. 20 에서 재인용. 

34)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
으로”, 「공법연구」제30집 5호 (2002), 한국공법학회, 11면 참조; 박정훈, 「행정
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73면에 수록.

35)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1호는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3 -

반적으로 행정규제는 규제주체, 규제 내용, 규제형식을 개념 요소로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36) 행정규제의 일 유형에 속하는 자율규제도 규제주
체를 개념 요소로 포함한다. 자율규제의 규제주체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
적인 징표는 규제주체의 자율성에 있다. 자율성을 가지는 규제주체에 어
떠한 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위험책임자

자율규제에서 피규제자가 자율규제의 실행주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곧 경찰상 위험의 창출자와 위험의 책임자가 규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경찰상 위험의 
창출자는 위험의 책임자가 된다. 다시 말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장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데, 이때 경찰권한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책임자는 경찰위반상태를 창출한 
자에 한한다. 여기서 위험창출자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위험을 관
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경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자율규제에서 
결과적으로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창출자가 위험통제자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경찰상 위해가 발생한 후 타율적으
로 위험이 제거되기 이전에 자율규제를 통해 의무부담자가 위험을 적정
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
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
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행정규제의 개념 요소를 파
악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제주체’에 의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제 내용’으로 하여, 법령 등의 ‘규제형식’ 내지 ‘규제수단’을 개념
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36)「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규제의 개념 정의로부터 개념 요소를 보다 
세분하여 규제목적, 규제원칙, 규제기관, 규제기준, 규제수단의 체계적 결합으로 
구조화하기도 한다. 이원우 (2010), 8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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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의사 형성을 위한 구성체

다른 한편 자율규제는 경찰규제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업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율규제에 관한 개념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율규제 체제에서 피규제
자인 영업자는 규제입법과 규제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형성하
는 집단적 의사의 형성을 위한 구성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영업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제역량(social control, le 

contrôle social)이 가지는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통제력
이란 집단이 개인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화 내지 집단화된 개인이 그러한 집단화된 사회관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37) 영업자는 기성의 질서에 순종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를 조정하며, 합
의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38) 집단의 각 구성원이 공통된 목
표의식을 공유한다는 조건하에서, 비로소 집단은 스스로 자기를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39)

그런데 영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내용의 형성 과정은 영업자의 이
익만이 투영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영업자의 활동 영역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규제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규제수익자 내지 
규제수혜자인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규제는 
공익이라는 목적을 가지며, 자율규제에도 이러한 공익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사의 형성을 위한 구성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37) E.A. Ross, Social contro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96.5. pp. 513-535; 해당 서지 인용은 Joëlle Zask, "Contrôle social et 
démocratie chez Dewey"; in Benoît Frydman, Arnaud Van Waeyenberge, Gouverner 
par les standards et les indicateurs: de Hume aux rankings, Bruxelles: Bruylant, 2014, 
p. 340 참조.

38) Joëlle Zask, op. cit.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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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인 최적의 판단
을 내릴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율조직의 구성원 등

 자율규제의 주체에는 계약,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해 자율조직에 참여
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구성원에는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설립된 자율조직 자체가 
포함된다.40) 최근에는 특정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사업자들
로 조직된 자율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여러 사업자‘단체’를 구성
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연합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단체들도 자
율조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자 내지 사업자단체 간 조직
이 형성되는 것은 사업자 담합과는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자율조직의 
협약은 그 규율의 성질이 사업자 간의 담합과 같이 개별적이거나 특수적
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이기 때문이다.41)

(4) 규제주체의 자율성

자율규제에서의 ‘자율성’은 법적 제도로서 기능하는 개념 요소를 관념
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므로, 법외적(法外的) 차원의 순수하게 도덕적인 의
미의 자율성과는 다르다. 자율규제에서의 자율성의 개념 요소는 법적인 
것으로서, 행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문제 삼는 규범적 인식으로부터 유
래한다. 자율규제에서의 자율성은 규율주체에 의한 자기입법과 자기집행
으로 발현되며, 자기입법은 규범 정립의 정당성과, 자기집행은 규범 준수
의 당위성과 연결된다. 

40) Thoma,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m Ordungsverwaltungsrecht, S.34, Petra 
Buck-Heeb & Andreas Dieckmann (2010), op.cit, §2, A. Der Begriff der 
Selbstregulierung, p. 20에서 재인용.

41) Langhart, Rahmengesetz und Selbstregulierung, S.94, Petra Buck-Heeb & Andreas 
Dieckmann (2010), op.cit, §2, A. Der Begriff der Selbstregulierung, p.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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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가 포함하는 ‘자율성’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 정부규제, 

공적 규제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타율성’에 반대된다는 것이다. 피규
제자의 관점에서 공공규제는 자기와 인격적으로 분리된 제삼자에 의해 
외적으로 동기화되고 외부적 강압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타율적이
다. 다른 한편 공공규제 그 자체는 자족적인 체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
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규제의 공익 구속성과 타율성이라는 개
념 요소는 공적 규제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분리된 개념이다.

자율규제는 공적 규제가 가지는 타율성이라는 성질을 가지지는 않지
만, 규제가 가지는 공익 목적 구속성은 여전히 가진다. 공적 규제는 규제
주체의 타율성과 규제의 공익 목적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 요소를 가진
다. 공적 규제가 가지는 두 가지의 개념 요소를 분리한다면, 공적 규제의 
타율성은 규제주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규제’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행정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분
리된 자율주체에 의해 실행되는 공익 목적 규제라는 개념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공적 규제란 피규제자와 인격적으로 분
리된 제삼자인 타율적인 행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규제의 목적은 일반적인 공익 또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활동은 피규제자와 분리된 규제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규제자는 종국적으로 규제이익을 향유하는 규제수익자의 이
익에 구속된다. 피규제자에 의해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규제의 목적과 내
용이 공익(l'intérêt général) 또는 공공의 이익(l'intérêt collectif)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규제목적은 공익 또는 공공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은 자율규제에서도 변함없이 관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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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율(律) 

(1) 규범 정립

자율규제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규범적 의미 요소인 ‘율(律)’은 행위규
범으로서의 질서를 정립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의 정립이란 
행위규범을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규범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
다. 규범 정립은 개인적 차원의 자기입법과 집단적 차원의 자치입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자기입법은 영업활동을 스스로 통제하
기 위한 행위규범을 만드는 것이며, 집단적 차원의 자치입법은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의사를 구속하기 위한 규범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규범 준수

질서의 준수란 행위양식으로서의 질서를 생활의 규범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는 이러한 규범 준수를 개념 요소로 가진
다. 

질서를 준수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도구적 관점과 규범
적 관점이 서로 대비되는데, 도구적 관점은 행위 주체들이 자신의 행동
에 따른 개인적 이익과 손실을 판단하여 행동을 결정한다고 가정하며, 

규범적 관점은 행위 주체들이 정당성 근거에 기초하여 자기의 행동을 결
정한다고 가정한다.42) 

자율규제에 있어서는 유형별로 도구주의적인 관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규범주의적 관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도구주의는 행동 결정의 
동기와 방식을 수단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준다. 만약 공동
체에 의해 행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구성원이 실
행 단계에서 모색해야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
42) 양건, “법준수의 요인에 관한 규범적 관점”,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

촌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삼지원, 2005, 293-3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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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통제를 위한 자율규제는 도구적 
관점에서 규범 준수가 동기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규범주의는 규율주체가 의욕된 자기 구속으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을 
정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립한 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한다는 규범
의 내적 정당성에 기초한다. 규범주의는 자율주체의 규범 준수 의지를 
목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준다.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
기 위한 자율규제는 규범적 관점에서 규범 준수가 동기화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규제

(1) 자율규제에 내포된 경제규제의 개념 요소

1) 법집행으로서의 규제행위

자율규제는 경제규제의 실행 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규제’

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개념적ㆍ실제적 특징들을 포함한다. 규제는 첫째, 

정해진 척도에 비추어 대상의 올바른 형태를 평가하는 작용과 둘째, 그 
준거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상의 균형을 회복하거나 유지시키는 작용을 포
함한다. 첫 번째 작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율규제는 요건에 대한 판
단과 효과의 부여라는 법명제의 일반적인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규범 인식 작용과 규범 평가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작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율규제는 의지적 작용으로서 정책 
목적의 실현을 지향하는 규범 집행 작용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규제의 기능은 ‘규제행위(l’acte de régulation)’를 통해 현실화되는
데, 이때 규제행위는 법령의 집행이나 경찰 작용에 제한되지 않으며, 경
제에 관련된 행정 활동의 영역과 방식이 진화되어 가면서 새롭게 등장하
게 된 다양한 법적 개입의 방식으로 나타난다.43) 규제행위에 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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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정책(policy)’과 ‘결정(decision)’의 결합으로 요약
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44) 자율규제에서도 이러한 기능상의 특성이 반
영된다.

2) 규제 목적의 공공성

자율규제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규제이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경제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며, 경제규제는 경
제상의 공익이 문제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은 
궁극적 지향점이자 공적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자율규제는 공익 목적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자율규제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경제는 목적적, 실체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법적 개입이 정당화되
는 영역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공법적 관여의 대상이 되는 경제는 ‘경
제상의 공익’이 문제되는 경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43) Laurence Calandri (2009), conclusion 참조
44) 앞 주; 프랑스 법률용어는 ‘régulation’과 법령제정행위와 법령집행행위를 모두 함

축하는 ‘réglementation’을 구별한다. 프랑스의 경제규제법 문헌들은 두 용어를 구
별하여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
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령집행행위(réglementation)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택시 용
역의 공급이 택시이용자의 수요를 초과하여 개인택시사업자가 정상적인 이윤을 
얻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택시이용자의 수요보다 개인택시 용역의 공급이 과소하
거나 부족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송업 면허 총량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총량의 결정은 규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과정에서 
관할 당국은 사업면허 기준을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식품과 관련된 규제 내지 법령 집행은 일차농산물의 수급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행위를 통해 조정된다. 본론 제3장에서 설명할 뱀장어수출규제 판결의 
경우, 뱀장어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행정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고 
관할 행정청이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법령집행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이러한 신고접수업무를 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국내산 뱀장어 품
종의 보호를 위해 국외로 수출할 수 있는 뱀장어 수출 물량을 정하는 행위(쿼터결
정)는 규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0 -

자율규제와 관련한 경제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영업법상 질
서규제와 위해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영업 활동상의 질서규제에서 추구
하는 경제적 공익은 공정한 영업 활동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영업 경찰상의 위해규제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개별 영업활동
과 관련되는 위험 예방과 위해 제거를 위하여 개별법에서 특별히 요구되
는 목적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규제는 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
규제와 시장 내 개개 경제주체들의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행태규제를 
모두 포함하는데, 소비재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규제는 구조
규제보다는 행태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행태규제는 비록 구조규제
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결단에 기초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규칙의 집행만이 아니라 규칙의 형성과 시장질서의 유도에도 영
향을 미친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법은 정부규제, 행정규제 내지 공공규제는 첫째 
공익 목적, 둘째 권력적 실행수단, 셋째 공적 통제를 특징적인 요소를 가
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개념적 징표를 자율규제와 비교하여 분석하
면 첫 번째의 공익 목적 기준은 자율규제와 행정규제를 구분하는 지표가 
아니며, 오히려 자율규제의 공공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된다.45)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의 측면에서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는 
서로 차별화된다. 권력적 실행수단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는 원칙적으로 
권력적 개입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율규제와 다르다. 만약 
자율규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
임규정이 있고, 실제로 자율조직의 행위가 일방적인 권력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공법적인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46)

45) Laurence Calandri,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LGDJ, 2008, p. 509 이하 참조. 

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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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집행작용으로서의 규제

1) 자기에 대한 법집행 작용

자율규제는 영업자 자신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다. 그런데 자율통제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영업경찰상 위해 방지를 위한 규제는 법령상 영업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통제하는 행정의 활동을 말하는
데, 여기서 위생당국이 해야 할 감시, 감독, 통제 활동을 사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율통제는 의무의 이행과는 다르다. 자율규제 활동을 통하여 영업자가 
결과적으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자율통
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위생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2) 제삼자에 대한 법집행 작용

자율규제는 자율규제 주체에 의해 정립된 자율기준을 피규제자와 법
인격이 분리된 제삼자가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율조직이 자율기준
을 정립한 후에 법인격이 다른 제삼의 자율조직과 그 구성원 사이에 대
하여 자율기준을 적용하는 규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에도 자율
집행에 해당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상 영업행위규제와의 관계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
무ㆍ출자 금지ㆍ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
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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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항”을 행정규제의 구체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제도인 경우에도 법령 등에 신
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가 결부되어 있는 때에는 행정규제로서의 성
질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적 통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규제

공적 규제가 공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도 
공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자율규제를 논의할 때 ‘자율규제에 대한 규
제’의 관점에서 메타규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메타규제는 주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를 설
명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자율규제의 방식과 운영에 대한 
행정의 감독을 메타규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47) 메타규제와 유사한 개념
으로 ‘규제된 자율규제’가 논의되기도 하는데, 규제된 자율규제는 자율규
제에 대한 ‘행정’의 감독과 통제에 초점을 두는 점에서 메타규제와 동일
하다.48) 다른 한편 다양한 규제 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와 다층
적인 규제 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메타규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 경우 
메타규제란 규제자를 규제하는 체계와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때 메타규
제자는 공적 기관일 수도 있고, 사적 부문의 자율규제자일 수도 있으며, 

제삼의 독립주체일 수도 있다.49)

47) Peter Barton Hutt, “Risk, Regulation, and Management”, in P. Taylor-Gooby and J. 
Zinn (eds.), Risk in Soci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8) Wolfgang Schulz & Thorsten Held, Regulated Self-regulation as a Form of Modern 
Government: an analysis of case studies from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law. UK: 
John Libbey Publishing, 2004.

49) Christine Parker, The Open Corporation: Effective Self-Regulation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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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소결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므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
하여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인 자율성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 
요소는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자의 지위에 
있는 영업자 등이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경제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의 규제자로서의 지위는 규제 수익자 내지 규제 수혜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속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소비
자, 비정부조직, 행정이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다. 기능적 자치를 위한 자율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 자율조직의 구성원으로 전문가, 전문가단체, 시민, 소비자, 시민단
체, 비정부조직 등 다양한 자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직접 자기가 구속
되고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율을 정립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규제 수혜자 또는 규제 조정자로서 참여한다. 요컨대, 궁극적인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는 영업 활동의 이익이 귀속하는 것에 부수하여 필
연적으로 결부되는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가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규제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공공규제의 
실행 방법으로서 공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 34 -

제 2 절  자율규제의 법원리

법원리의 정립이란 이론적인 단계에서는 법적 제도가 가지는 지도이
념(l’idée d’oeuvre)50)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
천적인 단계에서는 미시적인 법적 대응책이 유발하는 법적 효과가 규제
목적을 향하여 발현되도록 그 실체적 요건들에 내포된 법적 가치와 의미
를 형량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근본적인 공법원리
에 근거하는데, 자율규제도 규범력을 가지는 공적 제도로서의 위상을 가
지기 때문에, 법치주의에서 연원하는 자기승인, 자기구속, 자기책임의 법
원리에 기초하며, 민주주의에서 도출되는 의사 구성체의 합의, 자기결정, 

자기지배의 법원리에 토대를 둔다. 그리고 전자는 규제 내용의 타당성의 
원칙과 규제의 세분화ㆍ개별화 원칙으로, 후자는 이익대표의 원칙과 이
익균형의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된다.

자유화ㆍ개방화된 현대적인 시장 환경에서, 행정의 임무는 자율과 자
치에 기반한 시장의 경제 역량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조력하
는 데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며, 행정이 사경제활동에 대하여 직접적ㆍ
고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영역에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50) 제도론에서 지도이념(l’idée d’oeuvre)으로서의 법원리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충희, 「모리스오류의 제도이론」,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0; 김효전, ‘제도이론의 계보’-모리스 오류와 독일 공법학-, 「월간고시」, 1993. 
9. 이 원고는 「헌법논집 III」, 세창출판사, 2001에 다시 게재됨; 박정훈, “Maurice 
Hauriou 의 법사상과 방법론-제도ㆍ이원ㆍ균형”(미간행원고), 한국법철학회 독회자
료, 2000. 1.;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법학 제47권 제3호 
(20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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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하에서 행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경제적 공
익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임무와 역할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 현대적인 위험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하여 사회화된 위험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파
괴적 경쟁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참여자들로 구성된 
규범공동체의 연대를 보장하는 것이다.51) 이러한 두 가지 공익 목표를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과 연결시켜 보면, ‘사회화된 위험의 분배’라는 공
익은 안전규제 영역에서, ‘규범 공동체의 연대 보장’이라는 공익은 품질
규제 영역에서 각각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실행되도록 통제하고, 자율규
제의 적용, 실행 및 통제 과정에서 영업자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는 문
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화된 위험 분배와 규범 공동체의 연대 보장이라는 경제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은 각 경제행정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공
익 실현의 임무를 스스로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러한 공익 보장 기능
이 유효하게 달성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행위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집행재량이 부여된 상황에서 한편
으로 개별적인 위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합
리적으로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 사회 변화와 
조응하여 형성되는 부분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할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가 채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자율규제에 대한 유형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개인적 차
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논의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와 연대, 개인과 사회라는 공동체 

51) ‘자유’와 ‘연대’는 근대 이후 전승되는 법적 이념으로서, 경제행정 영역에서 구현
되어야 할 현대 행정의 임무를 사회화된 위험의 분배와 지식ㆍ정보자원의 공유 
등 인지적ㆍ인식적 상호 이해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보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Dupuis 교수의 견해는 Georges Dupuis, Marie-José Guédon et Patrice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2e éd. Sirey, 2011, p.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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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일반적인 이념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
접 자율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실행 영역을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
로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관점은 영국 공법학자 줄리아 블랙(Julia Black)

의 견해를 원용하였다.52) 

I .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

1. 자기통제의 의미

자율규제에는 공동체적 사회질서 원리인 자기구속의 승인(自己拘束의 
承認) 원리와 자기책임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53) 자기구속의 승인이란 
외부적인 동기화가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정당성의 기초를 세우는 ‘자기
준거성’을 말하며, 자기책임이란 타율적인 강제가 없이 주체 자신의 선
의지에 기초하여 책임을 수용하는 자기응답성을 말한다.

(1) 자기구속의 승인 

자기구속의 원리는 외부적 동기부여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의지
를 승인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로부터 자율규제의 ‘자기준거성(自己準據
性)’이 확립된다. 자율규제에서 자기준거성은 자율주체와 자율조직의 지
식 전문성, 판단의 자율성, 평가의 독립성이라는 구체적인 특징으로 발현

52) Julia Black, Constitutionaliz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p. 24-55 ; Julia Black, Decentring Regulation: Understanding the Rol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a Post-Regulatory World, Current Legal Problems 54: 103, 
2001 참조.

53) Maurice Hauriou 의 사회질서론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기초한 제도로부터 법이 형
성된다’고 보며, 사회적인 관계란 자연적인 것이든 필요에 의한 것이든 모두 의욕
된 구속(coactus volui)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Maurice Hauriou, La théorie de 
l'institution et de la fondation: essai de vitalisme social, Extrait du quatrième Cahier 
de la Nouvelle journée (La cité moderne et les transformations du droit), 1925; 
Romain Rambaud (2012), p. 4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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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영업자가 스스로 정립한 준칙은 사업자의 순수한 자치의 영역에 머물
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마련
한 산업표준에 따라 제품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 심사를 받지 않
은 제품은 시장에서 수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공산품의 
산업표준을 만드는 주체는 사인이지만, 기준 적격 심사 미필을 이유로 
제품을 수거하는 것은 행정에 의한 위생경찰의 집행에 해당하게 된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경우도 유럽공동시장의 공통 규격은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정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자율
규범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적 규제를 통한 공식 점검과 사법 집행이 이
루어진다.54)

(2) 자기책임

자기책임성(自己責任性)이란 스스로 정립한 규범을 권위적인 외부 주
체의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욕한 자기구속은 스스로에 의해 정립된 규범
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규제주체는 
외부적 동기부여 없이, 동시에 외부적 권위주체의 강제 없이 ‘자율적으
로’ 스스로 책임을 진다.55)

2. 자기통제 수단으로서의 자율기준

자율기준이란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는 일련의 행위준칙으로서, 자율규

54) Gabriele Abels & Alexander Kobusch, M.A., Regulation of food safety in the EU: 
Changing patterns of multi‐level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ECPR Standing Group on Regulatory Governance, June 17‐19, 2010, University 
College Dublin.

55) Maurice Hauriou, supra; Romain Rambaud (2012), p. 4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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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실행 과정과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써 관행화된 일련의 행동방식들
이 규범적인 단계로 발전하여 정형화된 것을 말한다. 

(1) 규제목적에 정향된 자율기준

자율기준은 영업자의 행위를 자율규제의 제도적 이념에 정향시키는 
기능을 한다.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이념이 제도 속에 존
재하는 실행권력을 매개하여 사회 속에서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법적 규율체계(le droit disciplinaire)56)가 마련되어 있어
야 한다. 여기서 법적 규율체계란 일체의 행위규범과 행위규칙을 포괄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율체계는 제도이념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개인에게는 제도화에 대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되는 모든 행위를 그 제도이념에 구속되도록 강
제하는 기능을 한다.57) 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율체계는 선험적
으로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상태로 제시되는
데, 제도이념에 상충하는 모든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
러한 불확정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58)

(2) 행위준칙으로서의 자율기준

자율기준은 자율주체의 행위준칙으로 기능한다. ‘준칙(準則)’59)이란 

56) Maurice Hauriou, Principe de droit public, Paris: Sirey, 1916, p. 112; Romain 
Rambaud (2012), p. 495 참조. 

57) ibid. 제도이념(l’idée d’oeuvre)에 정향되어 조직 구성원의 행위규칙으로서 기능하
는 조직의 내부법칙인 이른바 ‘le droit disciplinaire’에 대한 내용은 Maurice 
Hauriou, Principe de droit public, Paris: Sirey, 1916, p. 112; Romain Rambaud (2012), 
p. 495 참조. 

58)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Paris: Sirey, 1907, 
pp. 19-20; Romain Rambaud (2012), p. 495 참조.

5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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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일반 행정에서 준칙은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재량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하기 위하여 활용되는데, 특별히 준칙이라는 규범 형식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경제행정법의 특징 중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한다.60)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 준칙은 명령보다는 약하지만 권고보다는 강한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중간적인 성질 때문에 준칙은 동태적인 경제행정의 규율
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61) 자율기준 또한 행위준칙으로서 
준칙의 중간적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준은 영업자 개인이 자기가 지배하는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립하거나 또는 영업자단체가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하
여 정립한다. 영업자단체가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조직으로서의 위
상을 가지는 때에는 조직의 권위에 기초하여 자율기준을 정립할 수 있
다. 그러나 사회적 실체로서의 위상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복수의 사업
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업 관행이 자율기준에 상당하는 준
거기준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기술
적 규범들이 법적 규범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 규범성
60) 이광윤,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2002, 310면 참조.
61) Conclusion de B. Tricot, CE 29 janv. 1954, Institution Notre-Dame du Kreisker, R. 

64; Décret n° 2008-1281 du 8 décembre 2008 relatif aux conditions de publication 
des instructions et circulaires, 장관이 발령하는 일체의 통첩과 지침이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데크레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시민(l’administré)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 데크레는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법령 형식 중 ‘데크레(Décret)’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유사한 법형식으로서, 법률보다는 하위의 법규명령을 가리킨다. 원래 데크레는 집
행권을 가지는 수장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행위 형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내용이 반드시 법규명령 형식의 규범 정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프랑스
법상 법규명령 제정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으므로 법규명령의 제정을 내용으로 하
는 데크레는 국무총리만이 발할 수 있다. 국문으로 ‘칙령’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데크레’라고 하였다(한국
법제연구원, 「프랑스법령용어집」, 2008, 2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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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ernormativité)’과 규범 다원주의(le pluralisme normatif)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규범간의 상호 조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다원적인 법질서를 형성
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된다.62)

(3) 연성법으로서의 기능

자율기준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규범 
정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권위를 부여받은 주체에 의해 정립되
는 규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성법과 유사성을 가진다. 연성법이라는 개
념어에 포함된 ‘연성(soft)’이라는 접두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 한편으로 연성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동적이며 불확정적인 사항
을 포함하면서도 효력의 측면에서는 강행적인 규범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가지지만 효력의 측면에서는 ‘비구
속적’인 규범일 수도 있다.63) 

연성법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1960년대에는 법적 구속력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64) 그러나 연성법은 그 자체로 구속
력을 지닌 법은 아니지만, 생활세계를 규율하는 광의의 규범 체계에 속
해 있는 규범 중의 일부로서 파악된다. 연성규범이 가지는 이러한 규범
성은 연성법이 행위자들에 의해 존중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게 하며, 

각국의 입법자와 정책당국자에게 일정한 행동지침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체적 규율 내용을 담

62) Mireille Delmas-Marty, Le Pluralisme ordonné: Les Forces imaginantes du droit, 2, 
Seuil, 2006; Benoît Frydman et al., Gouverner par les standards et les indicateurs: de 
Hume aux rankings, Bruxelles: Bruylant, 2014, p. 62 참조.

63) Laurence Calandri,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LGDJ, 2008, pp. 220-225 참조.

64) 자율규제와 연성법에 공통되는 ‘비구속성(非拘束性)’ 개념 표지에 대한 유럽법적 
차원에서의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 ; Linda Senden. “Soft law,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in European law: where do they meet”, Netherlands Tilburg Law School 
Electronic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05, vol. 9, no 1, pp. 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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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다양한 연성규범들이 수범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연성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특정 현안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대응 방
안이 요구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률적이
고 강행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하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국이 처해 있는 차등적이고 불균등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형식을 도입하여 특정 현안을 규제하려 한다면, 단기간 내에 조약
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의된 내
용의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 각종의 선언이나 행동
계획 또는 권고 형식의 연성규범을 활용하게 된다. 연성규범은 집행 단
계에서는 수범자의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성
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성규범이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비영리 조
직의 행위자들과 상업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업들의 참여
가 모두 활발한 분야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규범의 내용
과 실행을 조정할 수 있다.65) 

II . 집단적 차원의 기능적 자치

1. 기능적 자치의 의미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기능적 자치’란 한 공동체나 사회의 구성 부분
들이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부분사회의 영역에서 고유한 운영원리

65) 정인섭, 「新국제법강의-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0, 477-4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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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존의 기제를 창출함으로써 부분사회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66)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기능적 자치와 관련하여, 김남진 교
수는 ‘경제자치’란 법률로써 동업자 간에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하
고 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후, 이 단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67)

(1) 의사 구성체의 합의 

규제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기초는 계약적인 것과 입법적인 것으
로 나누어지며,68) 이러한 정당성의 기초는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주체의 성립과 활동의 각 단계에 투영되어 있다. 

자율주체의 의사 구성체를 형성하는 자율조직의 성립 단계에서 규제
권한의 정당성 기초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다음으
로 기능적 자치조직인 영업자단체가 조직적 활동을 위한 내부의사를 결
정할 때에는 입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총의(總意, la volonté collective)에 
기초한다. 이때 자율조직의 총의는 단체법원리에 따른다.69) 두 단계 모
두, 즉 조직의 구성 단계와 조직의 의사 결정 단계 모두에서 주관적 의
사 형성의 기초는 의사 구성체의 합의에서 출발한다.70)

(2) 자기결정

규제권한을 가지는 의사 구성체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정당성의 기초
가 계약적인 요소와 입법적인 요소를 가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곧 민주
주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주체의 자기결정(自己決定)과 자기지배

66) 김성수 (2005), 356면 참조.
67) 김남진ㆍ김연태 (II), 643면
68) Fabrizio Cafaggi, “Gouvernance et responsabilité des régulateurs privés”, RIDE, 2005 

.2 (t. XIX, 2), p. 111 참조.
69) Fabrizio Cafaggi, op. cit.
70) Fabrizio Cafaggi,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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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支配)’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 요소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타율적으로 외부의 권력이나 권위에 의하여 구속되도록 강제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율적으로 행위준칙을 부과되는 ‘자신에 대한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71) 민주주의 원리에 내포된 이와 같은 자기결정
에 기초하여 자율규제는 수범자의 의사를 규제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규
제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72) 

(3) 자기지배

자기결정과 자기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자기통치를 
통하여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세계를 일치시키면서 생활 세계의 실천 원
리로 발전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따라 자기지배가 이루
어지고 자기통치가 실현된다. 자율규제는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관이 스스로 정립한 규범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
제 기제이므로, 자율규제는 외적ㆍ타율적 지배가 아니라 자기결정에 토
대를 둔 행위주체의 자기지배가 이루어진다.

2. 기능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자율조직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관형성의 과정이 요구된다. 기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기관의 목적인 독자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
으로 요구되거나 승인되고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존속해
야 한다. 공행정은 공적 조직과 공적 기능을 기관형성의 요소로 가진다.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 형성에서는 자율조직이 조직적 기반
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율조직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적 성질이 

71)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108면 참조.
72) Albrecht Langhart, Rahmengesetz und Selbstregulierung, p. 121; 홍석한 (2010) 171면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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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c 프랑스 행정법학자 왈린느(Waline)는 공역무는 공공주체(公共主體, la 

personne publique)와 사인(私人, la personne privée)에 의해 모두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73) 그리고 사인에 의해 공무가 수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역무가 가지는 공적 특성 때문에 공법적 성질을 가지게 되
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법적 통제가 수반된다고 한다.74) 자치행정조직
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독일 행정법학자 슈토버(Stober)는 경제행정법
상 기능적 자치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며 일반적인 개념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행정조직의 법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75) 그러나 슈토버는 기능적 자치행정의 
개념 요소를 설명하면서, 자치행정조직은 형식적 및 실질적 기준을 동시
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고, 여기서 형식적 기준이란 ‘공법상의 조
직’에 의한 기능 수행을 의미하며, 실질적 기준이란 ‘공공의 임무’ 수행
을 뜻한다고 한다.76) 그리고 기능적 자치행정조직은 간접국가행정
(mittelbaren Staatsverwaltung)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77) 

비교법적으로 독일법은 자치행정조직에 대하여 공법상 법인격을 부여
하며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전제로
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 이들의 행위를 공법상 행정주체의 행위로 
간주하고,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프랑스법은 독일

73)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010. pp. 233-242 참조.
74) ibid.
75) Rolf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2 Auflage), Stuttgart, 2000, 

§43 Selbstverwaltung der Wirtschaft, p. 413; 롤프 슈토버, 최송화ㆍ이원우 공역, 독
일경제행정법 (9 Auflage: 제9판의 번역서), 법문사, 1996, 346면; 이원우,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제68호 (2002.8), 169-170면 
참조.

76) 앞 주.
77) 앞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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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법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법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독일법과 달리 공무 수
행이라는 실질적 기능을 이유로 그 기능에 한정된 범위에서만 공무 수행
자로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한다.78) 프랑스법이 이러한 해석을 취하는 이
유는 역설적으로 독일법보다 행정주체로 포섭하는 공법인의 범주가 훨씬 
더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행정에 의한 통제와 개입, 행정책임
의 범위를 ‘실질적 기능’을 이유로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행정주
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위 형식을 다양하게 인정한다. 요컨
대, 독일법에서는 행위 ’주체’가 가지는 ‘공법적(公法的) 성질’부터 행위
의 공법적 성질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데 반하여, 프랑스법에서는 행위 
그 자체의 ‘기능’이 내포하는 ‘공공적(公共的) 성질’79)로부터 공법적 성질
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0)

(1) 규율주체의 다양화

자율규제는 규제 합리화, 재규제 또는 규제양식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서 작동하고 있는데, 변화된 규제에서는 국가만이 공적인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지 않는다. 변화되는 규제의 맥락에서 외형적으로 공동화(空洞化)

된 국가의 지위와 자리는 공공적(公共的)으로 행위하는 또 다른 규제주

78)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제68
호 (2002. 8), 180면 참조.

79) 프랑스 행정법학자 왈린느(Waline)는 국방, 조세와 같이 공동체 존립을 위하여 필
요불가결한 공적(公的)인 이익과 다수의 공통된 이익이 관계되는 공공적(公共的)인 
것의 개념을 구별한다. 본론 제3장, 제1절, II, 1. 참조.

80) 이원우 (2002. 8), 180면, 주 80) 참조. 다른 한편 영국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
의 공법학자 블랙(Black)은 정부가 아니라 사인이 규제주체로서 행위한다는 사실
로부터 그 행위가 사법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행위주체와 행위의 법적 성격을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다. Julia 
Black, “Constitutionaliz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 
35; 안동인, 「英國法上의 公ㆍ私法 二元體系에 관한 硏究-司法審査請求制度와 관
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9, 98-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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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해 채워지고 메꾸어진다. 이와 같이 대체되는 규제주체에는 형식
적으로 공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동종 업계 영업자단체(l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직능단체(Ordre professioinnel)81)와 실질적으
로 공공적인 지위를 가지는 주체들, 특히 전통적인 행정규제에서는 피규
제대상이었던 영업자단체가 포함된다. 

(2) 규제기능의 분담

자율조직은 자율규제라는 행위양식을 매개로 하여 행정이 담당하는 
규제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자율조직이 수행하는 규제기능은 규제이익
을 직접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조직 등의 주체가 분담하는 공공
적 기능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화장실협회
가 화장실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품질인증 
사무는 행정의 임무 수행을 분담하는 효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사경제주
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규제기능이란 민간 부문의 주체가 참여하

81) 프랑스의 경우 직능조합(Ordre professioinnel)은 배타적인 기능적 활동 영역에서 
전문화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규칙을 정립하며, 특히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의료인은 질병과 건강의 문제 
영역을 전담하며, 회계사는 회계분야를, 법률가는 법률분쟁의 해결을 배타적으로 
전담한다. 직능조합의 구성원들은 해당 구성원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
서 스스로 정한 규율내용이 준수되도록 수호하는 이른바 ‘질서 유지’를 위한 임무
와 기능을 담당한다. 직능조합은 조직의 존립과 관리상의 권한이 공권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업자조합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징표
로 인해 직능조합은 공영조물(l’établissement public)은 아니지만 공역무(le service 
public)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기관(l’institution)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판결
로는 다음을 참조 : [1] CE, Ass., 31 juillet 1942, Monpeurt (jurisprudence sur les 
comités professionnel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2] CE, 
Ass., 2 avril 1943, Bouguen, R. 86(jurisprudence sur les ordres professionnel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
은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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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사경제주체의 영업 활동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분담하
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사경제주체의 규제 기능의 분담은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구체제에 이르기까지 직능조합 내지 직업단체는 법 형성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실제로 입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
였다. 이들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조직하여, 특정 물건이나 제
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세부적인 조건을 특정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그
리고 동업조합은 이러한 제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집행적 
활동을 하였다.82)

영업자단체나 직능조합은 규범 제정 기능과 규범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기능의 수평적 분배와 관련하여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규범의 정립과 집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치
주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 원리가 조직법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분립원칙은 권력의 예측가능성, 통제
가능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는 데 

82) Jean Gaudemet, Les naissances du droit: le temps, le pouvoir et la science au service 
du droit, Montchrestien, 3e ed., 2001, p. 246; François Olivier-Martin, L'organisation 
corporative de la France d’Ancien Régime, Sirey, 1938; L.Husson, “Les activités 
professionnelle et le droit”, in Déontologie et discipline professionnelle, 1953-1954, p. 
1; A. Heilbronner, Le pouvoir professionnel, EDCE, 1952; Ch. Lavialle, "Le 
corporatisme voilé, Réflexion commencé sur l'arrêt Monpeurt", in M. Hecquard-Théron, 
Le groupement et le droit: corporatisme, néocorporatisme, PU Toulouse, 1996, p. 9; 
이상의 서지 내용은 Stéphane Gerry-Vernière, “La densification normative des normes 
professionnells”, in Cathrine Thibierge et alii, La densification normative, 
Mare&Martin, 2013, p. 616 참조). 직능조합은 규범제정기능과 규범 집행기능을 동
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상 독립행정청(AAI)의 이중적 기능과 유사하다
고 한다(Conseil d'Etat, Rapport public 2001: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p. 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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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3) 유사조직과의 개념 구별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조직은 사법적 조직이면
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계되는 규제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조직과 유사하다. 그러나 자율조직은 이러한 조직들과 구별된다.

기능적 자치의 주체인 영업자단체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조직이 아니
며, 사법상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한국증권업협회의 사단법인으로서
의 지위, 회원의 구성, 조직의 수행하는 기능이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84) 

자율조직은 사법상의 조직이지만, 기능적 측면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
가 관련된 공공적 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특성이 자율
조직을 공법상 조직으로 의제하게 되는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관할재판소(TC)는 우유사업자협회가 임무의 성질상 공익을 실
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조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다고 판시한 바 있다.85)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자단체86)는 생산자조합과는 구별된다. 

83) Conseil d'Etat, Rapport public 2001: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indépendantes,  p. 
289 참조.

8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85) 관할재판소(T.C.)는 ‘우유 및 유가공품 사업자조합’이 임무의 성질과 운영의 방식

을 불문하고 형식상 상사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사법상의 법인이라고 
판시하였다. TC, 3 mars 1969, Société interprofessionnelle du lait et de ses dérivés c/ 
Société de participation dans l’industrie alimenatire, AJDA, 1969, 307 ; 이 내용에 관
한 설명은 Pierre Delvolvé, Droit public de l’économie, Dalloz, 1998, p. 319, §263 참
조.

86) 유기농곡물생산자협회, 전국우유보급협회, 한국자라생산자협회, 간고등어생산자협
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간고등어생산자협회의 경우 간고등어의 고품질 생산성 
향상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회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특산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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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합은 공동경영체 내지 사업조합으로서 자본 이익의 분배를 목적
으로 결합한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생산자조합은 구성원에 대한 규제기
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상인이 아니면서 동종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 구성된 직능조합도 
경제행정법상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자율조
직과 구별된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측면에서 직능조합의 구성원은 시장
을 매개하여 활동하는 영업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율조직과 다르다. 

변호사단체 등의 직능단체의 사법적 또는 공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툼
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보며,87) 변호사로 
구성된 직능단체인 변호사단체도 영업자단체가 아니다. 둘째, 조직 활동
의 측면에서 직능조합은 기능적 자치를 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
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기능 수행이 권력성을 가질 수도 있다.88) 그러나 

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9. 2. 2. 설립된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이
외에도 「염업조합법」에 따른 대한염업조합, 「김치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른 
김치산업단체 등이 사업자단체의 예가 될 수 있다.

87)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제상인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다. 

88) 프랑스에서도 직능조합(Ordre professioinnel)은 직능의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내용
을 정립하며, 특히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직능조합의 구성원들은 해당 
구성원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 내용이 준수되도록 
수호하는 이른바 ‘경찰’ 임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판결로는 다음을 참
조 : [1] CE, Ass., 31 juillet 1942, Monpeurt (jurisprudence sur les comités 
professionnel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2] CE, Ass., 2 
avril 1943, Bouguen (jurisprudence sur les ordres professionnel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2] Bouguen 판결은 의사협회의 내부규칙에 대하여 
Monpeurt 사건의 결론을 적용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랑스 국사원(CE)이 
의사협회 내 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Ordre des médecins)의 결정을 다투
는 소에 대하여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의사협회 고등위원회는 특정 
코뮌에 의원을 개소한 의사는 의원을 개소한 당해 코뮌 이외의 다른 코뮌에서는 
의원 분점(cabinet secondaire)을 개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사건에서 Lagrange 
논고담당관은 의사협회는 동업조합으로서 의사협회의 임무는 직업적인 이익을 옹
호하는 것과 관련되는 동시에 공익 목적 안에서 그 직업을 조직하고 규율하는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공무를 수행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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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조합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익 목적상 직무 수행
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이 부과될 뿐이다.89) 

자율조직 이외에도 외형적으로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율조직
과 유사하게 공적인 기능과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설립의 근거와 조직 형식의 면에서 공적 조직이 아니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율조직과 유사한 단체로 공영조물, 독립규제기관, 

비영리공공기관 등이 있다. 자율조직은 공영조물90)과 기능적 유사성을 

프랑스 국사원은 직업단체의 결정이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
우 일반사법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CE, 2 avril 
1943, Bouguen, Recueil Lebon 86.

89) 독일의 공법학자 Triepel 은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등이 영위하는 직업 활동
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고, 단지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법상의 제
한이 부과될 뿐이며, 이들은 각자의 위험과 기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직업을 행
사한다는 점에서 공무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 Triepel, Staatsdienst und 
gebundener Beruf, 1911, S.1; 정하중 (2001), 466면에서 재인용.

90) 공영조물(l’etablissement public)이란 특정한 행정 목적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종합
시설을 말한다(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공공기업에 관한 소고”,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영조물법인이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하
는 점에서 공영조물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희 (2013), 80면; 박균성 
(2013), 88면) 프랑스법상 ‘l’établissement public’이란 17세기부터 유래된 개념으로, 
공무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Conseil d’État, Rapport d’étude sur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seil d’État, 2009, pp. 9-10 참조). 프랑스 공법학자 오
리유(Hauriou)는 ‘L’établissement public’이란 구체적 사업 목적(실현하고자 하는 궁
극적인 제도적 이념)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체로서의 각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인격적 지위가 부여된 공역무(un service public spécial personnifié)를 말한
다고 하는데, 이때 ‘인격화되었다’는 표현은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영속적인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Conseil d’État (2009), 앞의 책, pp. 9-10; Maurice Hauriou, Pré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8e édition), Sirey, Paris, 1919, p. 342 참조). 이원우 
(2010), 338면은 프랑스법상 ‘L’établissement public’을 ‘공영조물’로 번역하면서, 프
랑스법상의 공영조물은 공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한 모든 공법상의 법인을 말한다고 하며, 독일법이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영조물
법인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법상 ‘L’établissement public’이 반드시 법인
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개념이 대두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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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영조물이라는 ‘조직’과 조직이 수행
하는 ‘공적 기능’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91) 공적 기능에는 국방, 조세, 

치안 등 국가 목적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통의 생활영역에서 다수의 이
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 목적적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공영조물로서 법인격을 가지는 기
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율조직은 공영조물로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율조직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규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독립행정기관과 유사한데,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이란 집행부
인 정부조직의 계통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종속하거나 복종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 주체와 자율조직이 행정
에 대하여 가지는 타자성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독립행정기관의 독립
성은 정부 내지 행정에 대한 관계에 초점을 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반
해 자율조직은 그 자체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무엇으로부터 독
립’되어 조직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다.

는 1804년 민법과 1807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때로 소급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상업인-동업조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길드조직과 지방정부조직을 해체하
고자 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공공 조직으로서의 지위가 일시적으
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대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던 개인주의적, 개체주의적, 
원자주의적 사조와는 상반되게, 19세기에 이르러 혁명기에는 구체제의 유산이라고 
여겨졌던 ‘L’établissement public’이라는 조직법상의 개념이 프랑스 공법에 다시 등
장하게 되었다. 공공시설 내지 공공기관의 개념은 병원시설, 노숙자시설, 빈민시
설,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을 포괄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들은 대혁명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들을 모범으로 하여 다시 만들어졌다. Conseil d’État (2009), 앞의 
책, pp. 9-10 참조.

91) 이에 관한 내용은 Winfried R. Dallmayr, “Public and semi-public corporations in 
France”, in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1961, 
pp. 755-793 참조. 관련 판례로는 CE 13 nov. 1959, Sieur Navizet, n° 15863, Rec. 
Lebon, page 592, concl. Heumann; in Marceau Long et al.,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Dalloz, 2011. 18e éd., p.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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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는 영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
여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거나 특정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업자들이 
자기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질서에 관한 기준을 합의를 통해 형성
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한다. 자율규제는 의무를 이행
하거나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의 법집행과는 다르다. 

자율규제는 행정 기능의 위임 및 위탁과도 구별된다. 행정사무의 위탁
은 행정 임무 수행에 사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러한 사인의 행
정 참여는 고권적인 행정 활동을 전제한다. 행정사무의 위임이나 위탁에
서 행정과 사인의 공동 결정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결정의 주체는 
행정청이 된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나 행정보조자는 사인이 행정임무
를 수행하고 보조하게 됨으로써 행정주체의 내부에 조직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92) 이러한 점에서 자율주체와 사무위탁주체는 구별
된다.

제 3 절  자율규제의 정당화 논거

경제와 법이라는 두 영역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임무는 공법
학의 오랜 과제이다. 경제와 법은 각 영역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각 영역을 지배하는 가치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이처럼 경제와 법은 추
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규범을 경제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나 경제를 법규범으로 재단하는 관점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93) 경제의 목적은 희소 재화를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92)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
으로”, 「공법연구」 제30집 5호, 한국공법학회, 2002, 11면; 박정훈 (2005), 273면 
참조.

93) 한수웅, 「헌법학」 제2판, 법문사, 2012, 312면 각주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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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경제의 척도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법의 목적은 공동체 생활에서 정의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으
며,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정의에 있다.94) 그러므로 경제와 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존하는 경제규제의 
양태가 합목적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수용될 수 있는 타당한 논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규제가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거들을 법가치적ㆍ규범
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의 정당화 사유를 경제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 . 경제적 관점의 타당화 논변

1.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재 시장의 실패

(1) 현시되지 않는 정보와 선택의 왜곡

자유주의 경제이론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시
장경제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의 합리성은 내용적으로 올바
른 정보 제공을 통해 보장된다고 전제한다. 특히 소비재 시장에서는 재
화의 가격과 수량과 같이 현시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재화의 품질에 관한 
정보 역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
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소비재 품질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소비재 시장은 효율적인 수준에서 최적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95) 

94) ibid.
95)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IT Press, vol. 84, no. 3. 1970 
.8., pp. 488-5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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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에서 제품화 기술이 고도화되고, 수요 측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다변화될수록 소비재의 품질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96) 그러
나 품질에 관한 정보는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재화의 내
구성이나 안정성과 같이 객관적인 표식이 가능한 정보가 일부 존재하기
는 하지만, 대부분의 품질에 관한 정보는 주관적이며 일률적인 척도로써 
나타내기 어렵다. 재화로부터 향유하는 ‘효용’은 소비 과정이나 사용 과
정을 거친 후에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년에 결쳐 효
용이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더욱 곤란하다.97)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는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98) 따라서 행정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가 자발적으로 숨은 정보를 현시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
관적인 내용의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관여하여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정된다.

경제규제의 영역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실행가능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대표적인 경제활동 영역들은 과학적ㆍ기
술적 전문성과 시장접근성이 요청된다는 특성을 가진다.99) 경제규제 영
역의 특징을 시장의 공급 측과 수요 측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과학적ㆍ
기술적 전문성’은 시장의 공급 측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96)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132 참조

97) ibid.
98)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표시 정보의 글자 수 또는 문

구를 제한하여 핵심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
과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정보 적정화의 목적은 “Trop d’infos tue 
l’info”(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정보를 죽인다)와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Alain Soroste et Jean-Christophe André, Denrées alimentaires: Information des 
consommateurs-Étiquetage–Affichage-Publicité, Lamy, 2012.

99) 이원우 (2010), 9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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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장접근성’은 수요 측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학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시장접근성’은 공통적으로 
‘정보’를 매개하여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공
급 측면에서 재화에 적용되는 고도화된 기술적 특성에 관한 정보는 영업
자가 보유한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개별적 선호와 선별을 위
한 정보가 영업자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2) 소비재 시장에서 사후적 손해전보와 형벌의 한계

소비재 시장의 사후 규제와 관련하여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 등 사법
적 제도들은 손해를 전보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는 소규모의 노동과 자본을 활용
하여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 개인의 재정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
소에서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영업자는 개인적
으로는 영업의 기초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영업이익 규모를 초
과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자가 사전에 자율
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100)

100) Peter Cane, “Self regulation and judicial review”, Civil Justice Quarterly, 1987. 10. 
pp. 324-347 중 특히 pp. 328-33 참조. Anthony I. Ogus 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Cane 의 견해를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관점이라고 소개하
고 Cane 과 동일한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107; 
Anthony I. Ogus, “Rethinking Self-regulatio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5(1) 
(1995), pp. 97-100; Anthony I. Ogus, “Self-regulation”, in Boudewjin Bouckaert(ed),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5 (2000), Edward Elgar(ed) pp. 587-602 (표제어 
고유번호: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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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비용과 규제 최적화

자율규제는 규제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규제 내용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자율규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
장 적절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규제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101) 앞선 
논의가 소비재 시장의 실패의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타당성을 논증한다
면, 규제 비용과 규제 최적화는 규제 수단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적합
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규제 비용과 규제효율성

자율규제는 규제 비용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규제 비용은 규제 입법
비용, 규제 집행비용, 규제 순응비용, 규제 비용의 내부화(內部化) 관점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규제 입법비용의 측면에서 자율조직이나 자율규제기관은 관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지식의 수준이 높고 기술혁신의 가
능성도 높다. 따라서 문제되는 현실을 분석하고, 규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며 구조화하고, 기준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소요되는 정보비용이 
낮다. 따라서 입법비용의 측면에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102) 

둘째로, 규제 집행비용의 측면에서 자율조직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
이의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에, 규제집행비용의 관점에서 감시비용, 감독
101) Christian Berringer 박사는 규제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자율규제는 다양한 규제 영역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투입시킬 수 있고,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셋째, 실용화가 가능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규범수용성
(Normloyalität)을 높일 수 있다. in Christian Berringer, Regulierung als 
Erscheinungsform der Wirtschaftsaufsicht, München, 2004, p. 226 참조.

102) A. I. Ogus, Rethinking Self-Regulation, 15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97, 
1995, pp. 97-100; A. I. Ogus(ed.), Regulation, Economics and the Law, Edward Elgar, 
2001, pp. 345-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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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로, 자율규제는 규제 순응비용 내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소요
되는 규제 비용의 측면에서 우월하다. 왜냐하면 자율규제기관의 규제기
준과 규제절차는 타율적인 규제기준과 절차보다 덜 정형화ㆍ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환경으로부터의 요청을 수용하여 
개정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적응비용이 적게 소요된다.103)

마지막으로, 규제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자율규제체제는 사인으로
부터 행정 또는 공동체로 전가된 행정비용을 규제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안으로 내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평가된다.104)

(2) 규제 내용의 최적화

자율규제는 규제 내용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자율규제에서는 한
편으로 자기가 지배하는 위험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자가 자
기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며, 다른 한편으로 다수 
사업자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합의에 기초하여 최적 
수준의 이익 균형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내용의 최적화를 통하여 규제의 내용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규제의 내용적 타당성이란 실제 규제 대상의 특성에 부합
하도록 규제 수단의 내용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에서 논
의되는 ‘현명한 규제(smart regulation)’에서 규제수단의 과학적 증명력, 실
질적 증거, 통계적 유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의 타당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5) 현명한 규제는 규제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수단을 세분화ㆍ개별화함으로써, 개별 사안별로 관리를 필

103) A. I. Ogus (2001), op. cit.
104) ibid.
105) Neil Gunningham & Darren Sinclair, Designing smart regulation (concluding 

chapter), in Smart regulation: Designing Environmental Policy, Oxford Univ.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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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획일적이
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황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
다 일반적인 ‘법원리 차원의 규제 체계(principle-based regulatory design)’

를 강조한다.106)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범 형식에 반영되면 법령
에서는 일반적인 목적만을 정하고 사업자의 영업 활동별로 자율기준의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규범형
식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107) 그리고 더 나아가 규제 대상별로 사업
자의 영업 활동 규모와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기가 
관리하는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규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되며, 행정이 정립한 형식적인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적절한 필요를 고려하여 세분화ㆍ개별화된 자율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108)

II . 규범적 관점의 정당화 근거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실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규범 단계상 최상위의 헌법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제 입법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법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에 의한 사실
상의 관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규범 상태를 사실 묘사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 연구 범위의 현실적 제약상 실제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경제규제의 규범적 정당화의 근거와 
한계를 헌법주의적인 측면과 법률주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
다. 왜냐하면 규범적 정당화는 개별 법률의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헌법

106) ibid.
107) ibid. 
108) 현대적 규제원리로서의 규제 개별화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원우 (2010), 171-172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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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본 결단과 가치의 측면에서도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09)

1. 경제에 대한 ‘규제’의 헌법주의적 근거

근대적 입헌주의 이래로 기본적 인권에 기속되는 법치주의적 질서와 
민주주의적 의사 형성의 원리가 확립된 이후 원칙적으로 경제주체는 시
장 경제질서하에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를 통하여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보장받는 반면에, 자신의 경제활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감시ㆍ감독을 받
는 것이 정당화된다.110) 그런데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는 광의의 
자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기본적 인권과는 다른 성질
을 가진다.111) 특히 영업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는 자유주의와 사회
주의를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적인 정치경제적ㆍ정책적 스펙트럼 중 어

109) 이하 헌법주의적/법률주의적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489-510면의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110) 한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는 권영설, “국가경제와 법: 진단
과 전망”, 한국공법학회,「공법연구」;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p. 
108. 

111) 근대적인 인권은 자유권에서 출발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경
제적인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에 포함되는 재산권의 경우에도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만을 포함한다. 원초적인 인권의 근간이라고 여겨지는 자유 자체로 매
우 불확정적이며 법공동체가 속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화될 수 있다. 만약 
자유가 가지는 상대성에 주목한다면, 그러한 자유는 입법자의 처분하에 놓이게 되
며 헌법적인 한계에 구속될 것이다. 자유가 가지는 이와 같은 개념의 상대성과 다
의성을 인식하여 법철학자 몽테스키외는 “자유라는 단어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11권 제2장, “L'esprit des lois” (chapitre II du livre XI), édité à Genève en 1748, 
“Il n'y a point de mot qui ait reçu plus de différentes significations, et qui ait frappé 
les esprits de tant de manièr les, que celui de liberté”). 이처럼 상대적인 자유에 속
하는 자유의 하나로 경제적 자유가 포함된다. Carole Champalaune, Le principe de 
la 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et de la libre concurrence, Rapport 2001, 
Cour de Ca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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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 그 개념의 의미와 준거, 심지어 일반적인 
원칙의 존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다원적ㆍ다의적인 공권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112)

헌법주의적 접근과 법률주의적 접근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는 헌법
에서 경제적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적 
인권과 자유의 측면에서의 영업의 자유 내지 경제적 자유는 논의되지 않
으며,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운 발현은 국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질서의 하나로 본다. 프랑스법상 영업의 자유(La liberté 

du commerce et de l’industrie)는 1791년 3월 2일~17일자 법률 (loi d 

’Allarde) 제7조를 통해 선언되었는데, 이 법률은 “각인은 선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직업, 기술, 전문업을 행사할 자유가 있다.”113)라고 명시
하였다. 이때 경제적 자유를 구체화하는 규범 형식은 헌법이 아닌 법률
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은 영업의 자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념 정의
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후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 판례를 통
하여 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프랑스 국
사원은 경제적 자유를 공적 질서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상업의 자유(la 

liberté du commerce)와 기업의 자유(la liberté de l’industrie)를 승인함과 
동시에 공익 목적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즉, 프랑스 국사원은 
영업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란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서 기본적인 보
장 영역이 결정되는 공적 자유의 하나로서, 법률에 의해 비로소 승인되
는 자유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입법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114) 프랑스 국사원은 판례를 통해 특정한 영업 행위를 

112) Didier Linotte et Raphaël Romi, Droit public économique, 6e éd. 2006, LexisNexis, 
p. 86, §306참조. 

113) “il sera libre à toute personne d'exercer telle profession, art, ou métier qu'il trouvera 
bon.” loi d ’Allarde, art.7.

114) CE Assemblée, 22 juin 1951, Daudignac.; Pierre Delvolvé, Droit publi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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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조례규정을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법률적 원칙으
로 선언한 바 있다.115) 한편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경제적 자유를 ‘기업
의 자유’라고 개념화하면서 기업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적인 가치를 부여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유는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입
법자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의 자유의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116) 

독일의 경우 경제질서를 위한 헌법상의 기본규정들은 1919년 바이마
르헌법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기본법은 바
이마르 헌법과 같은 경제 조항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117)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제중립성’이라는 테제로 독일 기본
법을 해석해 왔다.118) 즉 독일 기본법은 헌법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경제
질서를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및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을 개
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의 영역에 놓여진다고 한다.119)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권은 헌법

l’économie, 1998.
115) CE, 22 juin 1951, GAJA, n˚71; Pierre Delvolvé, Droit public de l’économie, 1998
116) CC décision 81-132 DC du 16 janvier 1982, première loi de nationalisation. 이에 

관한 평석은 Nationalisations, Les gran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alloz, 
2009, pp. 356-387 참조. 

117) 물론 경제와 경제질서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국가목적규정을 명시하는 방식, 경제적 기본권과 경제질
서와 관련된 헌법원칙을 명시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헌법은 경제에 관한 개별적인 
장에서 경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118) 강경근,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공법연구 
제38집 2호 공법학회, 2009; 길준규, “경제행정법의 전제로서의 경제질서”, 공법연
구 제28집 2호, 공법학회, 2000;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
구 제34집 4호 2권, 공법학회, 2006;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
유”, 공법연구 제29집 1호, 공법학회, 2001; 한수웅, “국가경제정책의 헌법적 근거
와 한계”, 헌법논총 제16집, 헌법재판소, 2005.

119) 이세주, 독일 기본법상 경제와 경제질서, 경희법학 제47권 3호 (2012), 367-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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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제한에 구속된다. 따라서 어떠한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경
제환경의 필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만, 이와 
관련된 입법적 결정은 기본권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의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제119조 제1

항에서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제119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동조 제5

항에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요컨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
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해
석한다.120) 

1987년 헌법은 기본권으로서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 별개 조문에서 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2조 및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근거하여 인
정된다. 그리고 영업의 자유는 생산접근권과121) 직업의 자유를 포함한
다.122) 그런데 이때의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기초하여 형

120)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와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 
규정으로 해석하는 입장(i)과 양립하는 동등 조항으로 해석하는 입장(ii)이 있다. 
(i)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 이석연, “헌법합치적 경제, 사회 정책의 방향”, 저스티스 제37권 제3호 통권 
제79호, 2004, (ii) 권영설, “국가와 경제-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공법연구 제16
집 1988, 10면 ;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743면 등 참조.

121) 생산접근권이란 기본적인 생산수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권리를 말
한다. 식품법에서 생산접근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생산접근권의 보장이 
지속가능한 생산뿐만 아니라 식품의 무해성과 건전성을 보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식량안보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
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122)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의 내용에 영업권이 
포함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
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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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구체적 질서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기본적 인권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식품법상 영업의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공
중보건의 보호와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 따른다.123)

2. 경제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률주의적 한계

우리 헌법재판소는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경제상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헌법상의 한계를 준수하는 조건하에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124) 따라서 입법자에게 부여된 과제
는 경제정책적 형성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조
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식품 사업자의 권리인 영업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 상거래 계약의 
자유, 외국인의 영업의 자유125)를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이 
설정한 안전한계 내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행정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자
유를 포함한다.126) 따라서 입법은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유

123) 1948년 제헌헌법은 제6장 경제에 관한 장의 제84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
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
계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
행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른다.

124)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125) 1987년 헌법은 외국인의 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비교법적으로 영국

의 권리장전(Magna Carta, 1225/1297) 제41조는 ‘외국상인의 출입국과 안전의 자유’
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Official text of the Magna Carta 1297 as in force 
today (including any amendments) within the United Kingdom, from the UK Statute 
Law Database, 웹서지: http://www.legislation.gov.uk/aep/Edw1cc1929/25/9/contents 
[2014. 6. 25. 방문]

126) 행정청은 경제행정과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행정질서벌을 부
과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
다. 그런데 형법상 가벌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행정법에 의해 유효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경제행정법종속성(Wirtschaftsverwaltungsrechtsakzessorietät)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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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제 4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을 정의한 후, 법원리를 도출하였
다.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므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
하여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인 자율성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 
요소는 자율규제에서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
규제자의 지위에 있는 영업자 등이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경제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의 규제자로서의 지위는 규제 수익자 내지 규
제 수혜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속된다. 기능적 자치를 위한 자율조
직의 운영에 전문가, 전문가단체, 시민, 소비자, 시민단체, 비정부조직 등 
다양한 자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직접 자기가 구속되고 자기에게 적용
하기 위한 규율을 정립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들은 규
제수혜자 또는 규제조정자로서 참여한다. 요컨대, 궁극적인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는 영업 활동의 이익이 귀속하는 것에 부수하여 필연적으로 결

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롤프 슈토버, 최송화ㆍ이원우 공역, 독일경제행정
법, 법문사, 1996. 5면). 다만 안전한계 내에서 활동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4장의 사전예방의 원칙과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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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는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영업자 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
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가 영업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규제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공공규제의 
실행 방법으로서 타율적인 공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
한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실행되는 자율규제의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의 
영업규제와 비경제적인 목적의 영업규제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규제목적
을 기준으로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영역을 품질규제의 영역과 안전규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규제작용은 공통의 행위기준을 정립하는 작용,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에 대하여 집행하는 작용, 법인격이 분리된 
제삼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작용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작용 
모두 자율규제 활동에 포함된다.

자율규제의 법원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제도가 민주주의와 법
치주의라는 공법원리에 토대를 두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자율규제는 민주주의에서 유래하는 합의의 원리와 법치주의에서 유
래하는 자기구속과 자기책임에 근거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규범력을 가진
다. 합의주의의 내용은 이익대표의 원칙과 이익균형의 원칙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준칙주의의 내용은 규제 내용의 타당성의 원칙과 규제의 세
분화ㆍ개별화 원칙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된다. 법원칙의 차원에서 자율
규제에는 자기구속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구속이란 외부적인 동
기화 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정당성의 기초를 세우는 자기준거적인 ‘자기 
승인’과 타율적인 강제 없이 주체 자신의 선의지에 기초하는 ‘자기 책임’

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법원리와 법원칙에 기초한 자율규제는 독자적
인 규제목적, 규제기관, 규제권한, 규제절차를 확립하면서 사회질서의 단
계에서 법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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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율규제의 유형과 기능

앞 장에서 자율규제는 영업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와 
집단적 차원의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각각에 대응하여 자율규제를 자
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으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규제기
능을 파악해 보고, 타율규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자율규제의 유형화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규제와 경쟁을 극점으로 하
여 연결되는 일련의 경제규제의 스펙트럼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규
제와 경쟁은 경제행정법 연구의 체계적인 논리 분석을 전개하기 위한 준
거이자 척도가 되는 개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와 경쟁의 범주화
는 행정에 의한 경제적 관여의 장(場)이 되는 ‘규제 영역(rationae1) loci, 

locus)’을 기준으로 경제규제 유형을 대별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런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대상
과 규제주체의 특성에 따른 분류기준을 추가하기로 한다. ‘규제대상
(rationae materiae, focus)’이란 경제규제대상의 물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범주로서, 규제대상이 가지는 물적 특성에 따라 경제규제의 유형
을 ‘안전규제/품질규제’로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규제주체(rationae 

personae, modus)’란 경제규제 실행주체의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범주로서 ‘자율규제/타율규제’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
다. 특히 자율규제/타율규제의 범주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사적 부문의 
자율성의 정도가 규제주체의 인적 특성에 반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안전규제는 진압적 규제의 방식으로, 품질규제는 교정적 

1) 라틴어 ‘rationae’는 ‘~라는 이유로(by reason of)’라는 뜻을 가지며, 판단이나 결정
의 기초가 되는 기준, 준거(準據), 사정(事情)을 의미한다. Bryan A. Garner & 
Henry Camp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9th revised edition, 2009.8 표제어 
“rationa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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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양자 모두 타율적 규제주체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경제규제의 영
역에서 자율적 안전규제와 자율적 품질규제라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와 집단적 
차원의 기능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두 가지 전형적인 유
형, 즉 ‘자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으로 모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규제목
적, 규제주체, 규제대상의 측면에서 헌법원리, 기본권 관련성, 행정법의 
일반원칙, 타율규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자율규제의 유형 

이 절에서는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보다 일반적인 차원
에서 접근하여 경제규제의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경제규제의 유형 
분류는 자율규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체계를 구조화하고 분석하
는 데 개념적 토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경
제규제의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자율규제의 현상 형태들이 어떠한 맥
락에서 대두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 . 경제규제의 유형

1. 유형론적 접근의 방법론적 의의

분류와 유형화는 법학 방법론의 기초이며 개념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2) 무엇보다 설명적인 법개념을 유형화하는 과정은 연구 대상

2)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4-5면 참조. “유형화는 직관이나 표상을 통해 반영되는 개념 징표를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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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화하고 법도그마틱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점에서 유형론적 접근은 자율규제와 같은 설명적 개념을 
규범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를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설명적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설명적 개념에 대한 규범적 접근에 있
어서는 다양한 현상 형태로 표현되는 제도의 모습들을 일정한 분류로 범
주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한 개별 유형의 법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유형에 따라 각각 어떠
한 자율규제의 실행수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행수단의 법적 
요건, 법적 효과,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내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적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어떠한 
규제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규제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그리고 각각의 수단별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4)

2. 분류의 개념 범주

유형론적으로 자율규제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형화를 
위한 분류의 개념 범주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

인 법개념으로부터 추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것인데, 이
러한 분석의 과정은 이론적인 단계에서는 문제 영역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단계에서는 법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원우 (2010), 640면 참조. “이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유형화는 법적 개념, 제
도, 법원칙의 관계와 구조를 드러내 주며 이를 통하여 법적용을 위한 논리적 틀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법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의 운용 방향을 제시해 주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

4) 이원우, “민영화의 의의 및 유형, 민영화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방법의 의의”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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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율규제 유형화를 시도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율규제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5)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
는 경우6) 등이 있다. 위의 두 분류는 정부 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데,7) 이러한 접근은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유형과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자의 자율규제 그 자체
를 범주화하기 위해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영업자의 자율규제 유형화를 위한 분류의 개념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서는 자율규제의 형태들이 어떠한 개념 원류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되짚
어 볼 필요가 있다. 왜, 어떠한 이유에서 각 개별 법률마다 자율기관에 
대한 위임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도를 차별화하는지 논리적
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제의 개념표지와 법
원리를 고려하여 분류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율규제는 경제행정법의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광의의 경제규제에 포함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5)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형’, 정부의 규제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업계주도형’, 사업자 등 기타 민간 부문에서 자
발적으로 조직된 ‘시민사회형’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최유, “시장자율규제모
델과 행정지도”, 한국법제연구원, 2008. 10., 30면 참조. 

6) 정부 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자발적 자율규제’, ‘완전 위임 자율규제’, ‘부분 위
임 자율규제’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이희정,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범
위와 한계”, 자율규제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9면 참조. 

7) 이러한 개념 구분은 민간에 의한 행정임무수행으로서 민영화의 유형을 구별할 때, 
행정임무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사인에게 이관되는지 혹은 민간이 행정임무 수
행을 분담하는 데 참여할 뿐 행정에게 행정임무에 대한 권한이 유보되는지를 기
준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부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를 구별하는 견해(Sibylle, 
Verwaltungsaufgabe und Private, 1981, S.21; 정하중 (2006), 465면), 전자를 임무민영
화로, 후자를 기농민영화로 분류하는 견해(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
초”, 「한림법학 FORUM」 7,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1., 207-231면, 특히 
218면 참조)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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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규제가 광의의 경제규제에 포함된다면 경제규제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요소들이 자율규제의 개념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제의 개념 요소는 규제목적, 규제주
체, 규제수단, 규제대상으로 구성된다.8) 그렇다면 자율규제에도 이러한 
개념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할 항목은 ‘규제영역’이다. 규제영역은 규제
목적이 투영되어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영역을 의미한다. 규제영역은 경
제규제의 개념 요소 중 규제목적과 규제수단에 관한 내용을 집약한다. 

예를 들어 식품 시장과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식품이라는 소비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식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을 보호하고 식품사업자가 제품정보를 현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규제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
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의 시장 진입을 금지시키는 진압적 
위해규제 수단을 동원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정표시를 제거하기 
위한 교정적 질서규제 수단을 적용하는 각 규제목적에 적합한 규제수단
이다. 이러한 규제목적과 규제수단은 한편으로 규제와 다른 한편으로 경
쟁으로 대표되는 규제영역에서 현실화된다. 그리고 특정 식품을 통해 구
현하고자 하는 안전 또는 품질은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규제란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의 무해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식품의 품질규제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의도한 
제품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 양자는 식품 시
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규제
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할 것인지는 개별 식품이 소비재화
로서 가지는 속성, 산업의 발전 정도,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8) 제2장에서 규제의 제도론적 개념화를 통해 규제목적, 규제주체, 규제수단의 개념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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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영역: 위해규제/질서규제

 경제행정법상 규제적 개입의 정도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개입 강도에 따른 스펙트럼은 경직적이고 적극적인 수준의 개입에서 유
연하고 소극적인 수준의 관여에 이르기까지 [그림1]과 같이 다양한 차원
의 연속선으로 존재한다.9) 원칙적으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은 각 사
업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심사하여 진입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행정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할 위생당국은 
개별 제품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불량’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하
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령해야 한다.10) 그런데 이때 ‘불량(unfit for 

consumption)’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사업자와 집행담당 
위생행정공무원 모두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사업자들의 다양한 행위들을 
사전에 감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기준
을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적법한 한계기준을 설정한다.11) 이러한 한계기
준을 설정하는 방식의 규제는 승인의 영역으로부터 중간 영역의 ‘구체적
인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품질기준(Total Quality 

standard), 즉 안전한계와 품질지표를 포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
합하도록 영업자의 행위를 통제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규제방식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사회적 규제의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2) 여기서 보다 완화된 기준설정과 규
9) A.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10) Peter Barton Hutt, Philosophy of Regulation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ood Drug Cosmetic Law Journal, 1973, vol.28, p. 177 참조.

11) Peter Barton Hutt (197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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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법익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ㆍ보건상의 안전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전에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규제수단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의 선호ㆍ기호,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개괄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규제적 개입의 정도높음------------------------------------------------------------------------------------------낮음

승인
(Approval)

기준(Standard)
정보

(Information)행위기준
(Specification)

성과기준
(Performance)

목표설정
(Target)

[표 1] 규제적 개입의 정도(degrees of regulatory intervention)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개입은 영업자가 시장의 진입하기 이전에 행
정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가장 낮은 수준
의 관여는 시장의 진입 여부를 영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
록 하며, 제품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중 현시되지 않는 
특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 극단에는 중간 수준의 개입 정도에서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성과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시장참
여자들에 의한 경제활동의 영역은 행정에 의한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의 영역과,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쟁’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1]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연속선의 左극점을 규제영역이라 약칭하고, 후자를 右극점에 위치한 경
쟁영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2) A.I. Ogus, “Standards: General”, in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p. 150-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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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규제(la réglementation)-경쟁(la concurrence)의 연속선

‘규제’영역은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는 행정주체에 의해 사전에 
정립된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경쟁’영역이란 시장가격이라는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경쟁수단을 기반으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하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말한다. 경쟁의 영역은 계약의 자유, 거래ㆍ
교환의 자유, 사적 재산권, 기업의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며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다13) 이때 시장경제원리의 근간이 되는 질서란 하
이에크(Friedrich A. Hayek)가 상정하는 질서, 즉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
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전체의 일부를 인지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확
한 예측을 할 수 있거나 적어도 나머지 부분을 정화하게 예측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경우”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정한 경향성 내지 패턴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의 결
과이지만 인간이 설계한 결과가 아닌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의미한다.14) 

자율규제의 유형화는 ‘규제’와 ‘경쟁’을 극점으로 하여 연결되는 일련
의 경제규제의 스펙트럼을 설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규제와 경쟁의 범주
는 행정에 의한 경제적 관여의 ‘대상 영역(rationae loci)’을 기준으로 경
제규제 유형을 대별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경

13) 공병호, 「시장경제원리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1997, 48면 이하 참조; 이광윤ㆍ
김민호ㆍ강현호,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2002, 280면 참조.

14) Friedrich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ume 1: Rules and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조홍식,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법학」제45권
4호 (20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32면 재인용.



- 74 -

제공법’과 ‘경제사법’의 이원적 분류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영역에
서는 경제공법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참여자와 행정의 관계에 규율의 초
점을 두고, ‘경쟁’의 영역에서는 경제사법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참여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둔다.15) 

경제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
련하여 살펴보면, 우리 헌법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과 자
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은 우리 헌법제정권력이 합의하여 설정
한 궁극적인 공익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16) 이때 공익의 개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17)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 토대를 두어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안전, 자유, 평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전은 자유보다 우
선하며, 자유는 평등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18) 그러므로 국가는 평등
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보장하여야 한다.19) 여기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안전에 관한 법은 

15) Rolf Stober, Allgemeine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2 Auflage), 2000, Publisher: 
Kohlhammer W., §2 Selbstverwaltung der Wirtschaft, p. 413; 롤프 슈토버, 최송화ㆍ
이원우 공역, 「독일경제행정법」(9 Auflage: 제9판의 번역서), 법문사, 1996, 346
면;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제
68호 (2002.8), 169-170면 참조.

16)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라는 문구는 1948년 제정된 헌법의 전문에서부터 명시되
었다. 1987년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
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
가의 안전의무를 헌법상의 국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문은 ‘위험’과 
‘예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재난의 유형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
는 취지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 」제8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32면 참조.

17) 이광윤,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2002, 293면; 송석윤 (2003), 1면 참조.

18) 이광윤, 전게서.

19) 이광윤,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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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불가결한 존립과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에 의해 규제된다.20) 반
면에 개별적 주체 간의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자유의 영역은 사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와 달리 법공동체 구성원 간의 분배와 형평에 관한 법은 시
공간적 상황에 구속된 입법자의 선택에 따라 공법 또는 사법에 의해 규
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 자유, 평등의 법적 가치를 기준으
로 구분할 때 안전의 영역이 ‘규제’의 편에 속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영역에서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위해 방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압적(repressif) 규제’21)가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 경쟁영역에서는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교
정적(correctif) 규제’가 이루어진다. 경제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전통적
인 기준은 행정의 일차적인 개입 목적에 따른 구분인데, 이에 따르면 행
정의 일차적 개입 목적이 영업경찰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때에
는 예방적ㆍ진압적 규제로, 영업 활동상의 공정한 거래관행과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교정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
다. 영업경찰상 위해규제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나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영업 활동상의 질서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이나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 규정 내지 민형사법의 적용을 
통해서 영업질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진압적 규제수단이 결부된 영업법상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
을 받도록 하는 형태의 기원은 유럽의 경우 중세시대까지 소급한다. 유
럽 중세의 길드제도는 상행위를 하거나 장인ㆍ수공업을 독점적으로 영위
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다.22) 이러한 사전 승인제도는 
20) 송석윤 (2003), 전게논문, 1면 참조.

21) ‘진압적 규제’와 ‘교정적 규제’의 개념 정의는 제3장 제1절 I, 2. (1)을 참조.

22) 중세 길드제도에서 유래하는 사전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R. D. Blair & S. Rubin 
(eds.), Regulating the Professions, 1980, pp. 31-34; Anthony I. Ogus, “Regulatory law: 
some lessons from the past”, Legal Studies I, 8, 14 (1992); Anthony I. Ogus,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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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활용되었다.23) 전자의 
경우는 자연독점의 상황이나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별한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장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
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전통적으로 공역무 특허의 할당
이나 배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행정
법상 자율규제의 분석에서 초점이 되는 대상은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공
역무 공급의 할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설정함으로
써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문제가 관련된 분야이다.24)

여기서 ‘경찰’25)과 ‘질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
리법은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
에 근거하여 국민에 대해 명령ㆍ강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면서 경찰과 질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26)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영업경찰’과 ‘영업질서’로 개

Approval” in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214, fn 1)에 소개된 서지 참조.

23) Anthony I. Ogus, “Prior Approval” in Regulation, p. 214 참조.

24) Anthony I. Ogus 는 전자의 영역을 ‘공역무 특허의 할당 또는 배분(public franchise 
allocation)’에 관한 문제, 후자는 공적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의 승인에 관한 문제로 구분한다. 프랑스 경제행정법상 사전 승인(les régimes 
d’autorisation préalable)은 다양한 양태(les figures variées), 즉. ‘accord, agrément, 
approbation, carte professionnelle, concession, license, permis’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실정법상의 용례를 포괄하는 법도그마틱상 용어는 ‘autorisation’이라고 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Pierre Delvolvé, Droit public de l’économie, 1998, p. 148, §123 
참조. 

25)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Ⅱ」, 263면; 서정범ㆍ김연태ㆍ이기춘, 「경찰법연구」, 
2009, 16면 이하 참조. 

26) 우리 행정법 각론 교과서는 경찰행정법 또는 질서행정법이라는 장에서 경찰행정
법과 질서행정법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여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남진ㆍ김
연태, 「행정법Ⅱ」, 김동희, 「행정법Ⅱ」, 제6편 제2장 “경찰행정법”; 김동희, 
「행정법Ⅱ」, 제16판, 박영사, 2010, 192면에서는 독일 경찰법에서의 ‘공공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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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
찰 권한이 축소되면서 위생, 건축, 산업, 경제경찰 등 실질적 의미의 경
찰임무가 일반 행정기관에 이양되었는데, 이에 따라 과거부터 조직법상
의 경찰이 관장해 왔던 사항만을 ‘경찰행정(Polizeiverwaltung)’이라고 지
칭하고, 기타의 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질서행정
(Ordnungsverwaltung)’이라고 지칭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영업경찰과 영업질서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27) 그러
나 독일법과 달리 프랑스법에서는 ‘경찰’과 ‘질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
며, ‘경찰’이란 공행정주체에 의하여 경찰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공공질서
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찰은 이와 같이 선재(先在)하는 질서
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점에서 질서와 구분된다고 한
다. 반대로 공공질서는 경찰행정을 통해서 유지되고 회복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구분된다.28) 다시 말해 공공질서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경찰작용

‘공공질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공공질서의 개념의 남용 우려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Volkmar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ein Studienbuch, 
München, 2012, S.52-54 참조. 

27) 독일법상 영업법규 위반행위는 곧 영업질서 위반행위라고 보는데, 이러한 전제에
서 영업경찰과 영업질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WOL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경찰 개념에 대한 상세한 개념 설명 참조. 

28) ‘경찰(la police)’과 ‘질서(l’ordre)’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는 Michel Verpeaux et 
Laetitia Janicot, Droit public: pouvoirs publics et action administrative, Paris: PUF, 
2009, pp. 324-334 참조: 프랑스 공법상 ‘경찰’ 개념은 일체의 행정을 포괄하는 광
의로 정의되어 오다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점차 협의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SEILLER, Droit adminisratif, Flammarion, 2001, p. 70에서 인용하고 있는 르브레(LE 
BRET Cardin, De la souveraineté du roi, 1962.)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프랑스 공법
상 ‘경찰 활동(l’activité de police)’이란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구체제(l’Ancien 
Règime)에서는 민생을 규율하고(régler l’économie des vivres), 풍습의 타락을 방지
하며(empêcher la corruption des moeurs), 사치를 방지하고(retrancher le luxe), 도시 
내에서 불법 행락(사행성 오락 행위)을 금지(bannir des villes les jeux illicites)하기 
위한 모든 법률과 명령으로서 ‘전제군주의 주권 내지 통치권(la souveraineté du 
roi)’의 관할에 속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었다. 그리고 경찰 활동은 
거의 행정 활동과 동일한 의미 영역을 포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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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회의 공공질서는 반드시 경찰
행정을 매개하여 유지되거나 회복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
공질서란 경찰 조치를 수단으로 행정이 시민의 활동 영역에 개입하기 이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9)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은 경찰행정의 개념과 질서행정의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개별 행정작용법의 영역 중 국가의 경찰 활동과 관련한 영
역을 경찰행정, 질서행정, 경찰질서행정 등으로 지칭하면서 경찰과 질서
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질서 유
지라는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 수단이 경찰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경찰행정의 목
적과 그 수단의 체계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찰행정과 공공질서 내지 사회질서를 개념적
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 구성에 따른다면 공공질서 내지 사
회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행정의 목적, 대상, 수단이 달라진
다. 

(2) 규제주체: 타율규제/자율규제

규제주체는 규제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주체를 말한다. 규제행위는 규제 
입법작용과 규제집행작용을 포괄하므로 규제주체는 규제입법자와 규제집
행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규제주체는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고, 집행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 사실상 집행기능에는 
정책 형성적인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집행은 일단 주어진 행위규범을 

라고 한다. 그러나 Michel Verpeaux, Laetitia Janicot 는 프랑스의 현대 공법학에서
는 경찰 개념은 “공공질서의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협
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고 한다. Michel Verpeaux et Laetitia Janicot (2009), op. cit., 
p. 324 참조.

29) Michel Verpeaux et Laetitia Janicot (2009), op. cit., p. 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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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회의 입법기능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규제작용은 규범 형성적인 기능과 규범 집행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30) 프랑스법에서도 규제자의 규범 정립기능을 강조하여 규제자(le 

régulateur)란 ‘법규칙을 정립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31) 

‘자율’의 관점에서 규제 유형을 분류할 때,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와 
반(半)타율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율규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란 조직이나 절차상 공적 규제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타율적인 자율규제란 공법적 조직과 절차를 매개하
여 규제기능을 실현하는 자율규제를 말한다.32)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
에 속하는 유형은 계약법과 사적 자율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구조화
된 것이며, 반면에 공공규제의 성질을 가지는 자율규제는 법률 또는 행
정결정에 의해 공적 임무가 명시되었거나 위임된 경우, 혹은 자율조직의 
활동이 곧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서 승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이
념형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와 공적 성질을 가지
는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33)

보호법익의 성질에 따라 안전권, 건강권, 생명권과 같은 국민의 보호
법익과 사업자의 안전의무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공동체에 의해 타율적
으로 만들어진 법규가 우선하며 공적 개입의 정도도 강화된다. 반면에 
선호의 다양성과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과 같은 소비자의 보호법익과 사
업자의 기업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진다.

30) 이에 관한 설명은 이원우 (2010), ‘공법적 규제의 의의와 본질’ 참조.

31) Jacques Chevallier, “L'État régulateur.” RFAP 3 (2004): pp. 473-482. 여기서 법규칙
(la règle)이란 행위규범(la norme)들의 형식적 체계를 의미한다. 규칙은 법률과도 
다르고 규범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법률은 규범이 실정법으로 전환되어 법
적 구속력을 획득한 것을 말하며, 규범은 규칙이 가지는 속성을 말한다. 

32) Fabrizio Cafaggi (2007.4), op. cit.,참조.

33) Fabrizio Cafaggi (2007.4), op. ci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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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상: 안전규제/품질규제

광의의 경제규제의 목적은 ‘협의의 경제적 목적’, 즉 일반경쟁규제, 공
정한 가격규제, 품질규제, 더 나아가 산업 정책적 규제의 경제적 목적을 
포함하고, 동시에 기술상 위해 방지 및 제거와 관련된 기술ㆍ안전규제, 

환경규제, 사회정책적 규제가 포함된다.34) 경제행정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는 경제적 목적의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비경제적 목적의 영업 활동
에 대한 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영업자들 간에 공정한 품질경쟁
을 유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품질규제’로 개념화하고, 후
자는 ‘안전규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안전규제/품질규제의 범주는 일차
적인 규제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경제규제 
유형

규제목적 위해규제 영업경찰상의 위해 방지
질서규제 영업 활동상의 질서 유지

규제대상 안전규제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
품질규제 경제적 목적의 규제

규제주체 자율규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동일성
타율규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타자성

[표 3] 경제규제의 유형  

34)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 제4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9. 89-120면, 「경제규제법론」, 2010에 재수록 (2010), 47면 참조.

  

경제적 목적
(협의경제규제)

경쟁 일반경쟁규제(소극적 경쟁질서보호)
유효경쟁규제(적극적 경쟁형성규제)

영업법규제 영업법적규제(진입규제/사업규제
/가격규제/품질규제)

경제성장ㆍ발전 산업 정책적규제
비경제적 목적
(사회규제)

기술상 위해 예방 기술규제/안전규제
환경보호 환경규제
형평 사회정책적규제
기타 기타

[표 2] 경제적 목적의 규제와 비경제적 목적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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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인 경제규제의 유형

(1) 타율적 경제규제에서 자율성의 정도

[그림 2] 타율적 경제규제에서 자율성의 정도

1) 규제영역에서 ‘0’의 자율성

전통적으로 규제영역에서는 행정에 의한 일률적 기준이 정해지면 이
를 준수하는 것이 강제된다. 적법한 행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문제
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0’의 자율
성 상태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규제’의 영역에서는 경제공법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참여자와 행정의 관계에 규율의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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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영역에서 ‘A’의 자율성

전통적으로 경쟁영역에서는 규제적 개입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경제주
체는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러한 상태를 ‘A’의 자율성 상태라고 나타낼 
수 있다. ‘A’의 자율성 상태에서는 개별 주체가 사법상의 기본적인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경쟁’의 영역에서는 경제
사법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참여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영업상 위해 방지를 위한 타율적 안전규제

일반적으로 경제규제의 유형을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대별할 
때, 사회적 규제는 영업경찰상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규제를 의미하며 
경제적 규제는 영업 활동상 질서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회적 규제란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통합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말한다.35) 사회규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거나 경제
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부
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 내지 비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
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는 구별된다.36) 사회적 규제에 대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회적 규
제가 경제적 규제로 환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7) 마찬가지로 경제적 
규제란 피규제자에게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경제 목적에 따른 규제적 개입을 의미한다. 

35) OECD, Regulatory Reform: A Synthesis, Paris: OECD, 1997, p. 11 참조.

36) Cento Veljanovski, “Economic Approaches to Regul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Edited by Robert Baldwin, Martin Cave and Martin Lodge, p. 18 참조.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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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품질규제
규제 (높음) ← 보호법익의 중대성 → (낮음) 경쟁

타율규제
↑
↓

자율규제

① 타율적 안전규제
(위해방지를 위한 진압적 규제)

④ 타율적 품질규제
(질서 유지를 위한 교정적 규제)

② 자율적 안전규제 ③ 자율적 품질규제

[표 4] 타율규제/자율규제와 안전규제/품질규제의 조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규제는 비경제적 목적의 영업규
제에 해당하며, 국민, 소비자,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안전기준은 통상적인 산업표준과 달리 행정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품질안전규격으로 정해진다.

비경제적 목적의 영업규제는 규제수익자인 이용자, 소비자, 일반 국민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안전규제기준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규
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의 안전표준, 안전모의 표
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및 기구의 안전표준, 식용얼음의 미생물
규격은 비경제적 목적의 안전규제에 해당한다.

(3) 영업상 질서 유지를 위한 타율적 품질규제

경제적 규제란 가격, 경쟁, 진입, 탈퇴 등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에 대한 공적 개입을 의미한다.38) 경제적 규제는 경쟁과 혁신에 대
한 장애를 제거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9) 이
러한 규제에서는 규제 완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시장기

38) OECD, Regulatory Reform: A Synthesis, Paris: OECD, 1997, p. 11 참조.

3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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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체계의 개선, 시장 감독 등의 수단이 활
용된다.40) 

시장에 가격이나 공급량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도로 다수의 
공급자와 다양한 수요와 선호를 가지는 다수의 소비자가 있다고 전제한
다면, 경제적 목적의 질서규제란 영업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
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질서는 영
업질서와 관련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품질규제는 경제적 
목적의 영업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업규제는 한편으로는 영업 활동
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표준화된 상품의 인
증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목적의 품질규제는 1961년 제정된 「공업표
준화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다. 1961년 법률은 공산품의 품질 향상
이라는 산업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였으
며, 한국산업규격표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이후 1993년 「공업표준화법」에서 「산업표준화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 의한 표준제도를 권장하다가, 1998년에는 민간주
도의 산업표준제도로 개편하면서, 진입규제에 관여해 왔던 행정권한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고, 기존의 권한은 관계부처 또는 민간단체 사이의 
협의를 주관하는 조정기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41) 그리고 표준 인증은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검사하도록 하였다.42) 또한 산업표준과 관련한 단체가 인증하는 단체
표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
을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 이후부터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여 단체

40) ibid.

41)「산업표준화법」 [법률 제5350호, 1997. 8. 22.,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서 ① 참
조.

42)「산업표준화법」 제ㆍ개정 이유서 ③ 내지 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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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4) 안전규제와 품질규제의 스펙트럼

경제행정법상 규제를 위한 공적 개입의 정도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유연하고 소극적인 수준의 관여에서 경직적이고 적
극적인 수준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은 시장의 진입 이전에 행정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
는 것이다. 한편 가장 낮은 수준의 관여는 시장의 진입 여부는 영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제품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중 현시되지 않는 특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제품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 극단에는 중간 수준의 개입 
정도에서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성과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및 목표
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43) 

식품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장 엄격한 통제의 방법은 특별히 위험
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93조는 소해면
상뇌증의 질병에 걸린 식품, 마황, 부자 등 절대적으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3년 7월 21일자 법률에 의
거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을 시행령의 형식에 해당하는 국사
원 데크레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고주정(高酒
精)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다.44) 다음으로 가장 

43) A.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표3] 참조.

44) 고주정(高酒精) (45도 내지 90도) 알코올인 압셍트는 기원전 15세기경 고대 이집
트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파피루스에서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말 프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가장 소비량이 많았던 압셍트
는 1870년경에는 알코올 소비량의 9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소비량이 증가하면
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경에 가장 가격이 낮아
졌다. 루이 파스퇴르와 끌로드 베르나르를 선두로 한 알코올중독예방협회는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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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승인단계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업
자가 신규 성분의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된 검사
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신
청인은 이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승인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일정한 기간 동안 관계 사업자 및 과학자의 의견을 접
수하여 이를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허가한다. 

다음으로 중간 수준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목표기준, 성과기준, 

행위기준이 있는데, 먼저 목표기준의 예로는 “고의로 건강에 유해한 성
분 또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개괄적 목표만을 설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과기준의 예로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화학성분 등 특정 위해물질이 제품에 잔류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설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기준의 
예로는 즉석섭취식품의 유형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류성분의 경우 일
정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가열할 것을 규정하여 취급방법을 특정하거
나, 제품에 함유 가능한 특정 성분의 양을 규격화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
한다.45) 

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판매 금지를 위한 청원을 하였다. 그 결과 1915년 3월 
16일 프랑스 의회는 법률로써 압셍트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였다. 당시 시민청
원은 “독주는 혼절하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등의 문구로 경각심을 자극하였다. 한편 1915년 3월 16일자 
법률로 인해 압셍트를 제조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국가배상청
구는 기각되었다(CE, 29 avril 1921, Sté Premier et Henry, Rec, p. 424 참조). 한편 
이 법률은 2011년 5월 18일에 폐지되었다. 더 나아가 압셍트는 특산물로 인정되어 
유럽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
으며, 유럽 지리적 표시 등록 결정에 대하여 프랑스증류주연합(La fédération 
française des spiritueux (FFS))은 당해 등록 결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
재까지도 소송계속 중이다. 관련 기사 참조: 
http://www.lefigaro.fr/flash-eco/2010/12/17/97002-20101217FILWWW00494-le-nom-absint
he-de-nouveau-autorise.php [2014. 6. 25. 방문]

45) 식품과 관련한 사례는 Spencer Henson & Julie Caswell, Food safety regulation: an 
overview of contemporary issues, Food Policy, 24, 1999, pp. 589-6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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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전통적 경제규제의 기능적 한계

규제와 경쟁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규제의 접근방법은 
오늘날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서의 영업규제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
다.46) 상호적인 연대망을 매개하는 영업 활동은 과거처럼 일면으로 계서
적이거나 또는 다른 일면으로 분산된 이원적 체계가 아니라, 다면적으로 
연계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며 의사소통을 통해 적응적으로 규범을 형
성하고 규범의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특징을 가진다.47) 이러한 환경에서
는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융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효과
적인 경제규제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48)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에서 
전제하였던 것과 같은 적용 영역의 분할과 경계를 완화시킬 것을 요구한
다.49) 공법과 사법의 탈경계와 융합은 경제행정법이 다루는 대상이 공법
적이면서도 사법적인 혼합적 성질을 가지는 중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50) 현대적인 법학에서 다
루고자 하는 경제는 고도화된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도시화와 인구
집중,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교역과 거래의 양적 증가와 복잡화, 

첨단 과학기술의 상용화라는 특징은 사법적 활동 영역에 공법적 제약과 
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면서, 기존의 재산법, 계
약법, 책임법 등 사법의 기본적 전제들이 공법원리에 의해 재구성될 것
을 요구한다.51)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제 환경의 특성은 전통적인 공법과 

46) Cass R. Sunstein, Infotopia: how many minds produce knowled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ass R. Sunstein, “Neither Hayek nor Habermas”, Public 
Choice, Vol. 134, No. 1/2 (2008. 1.), pp. 87-95 참조.

47) Cass R. Sunstein (2008. 1.), op. cit.

48) ibid.

49) Gérard Farjat, Pour un droit économique, PUF, 2004. 11.

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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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강학상의 분리와 적용 영역의 분할이 전제하였던 타당성을 유지
하기 어렵게 만든다.52) 

행정은 ‘영업경찰상의 위해 방지’와 ‘영업 활동상의 질서 유지’라는 고
유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능은 국가의 역할과 임무 수행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영역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규제
의 직접적인 실행 주체가 정부 또는 행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반세기 동안 이러한 접근
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적 규제방법의 실험, 평가, 조정이 계속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고유한 국가임무의 영역에 놓여 있었던 
행정의 위해 예방과 질서 유지 작용에 대해서도 유효하고 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다.53)

권력적 행정행위인 질서 유지 기능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민영화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율규제에 관한 법리적 분석을 중심으
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행정법의 전통적인 분
류인 ‘공역무’와 ‘공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상의 독자성과 차이점을 
전제하고, 급부행정과 관련된 공역무 수행의 민영화와 질서행정과 관련
된 경찰임무 수행의 자율화라는 두 갈래의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
다. 여기서 자율규제는, 국가로부터 민간 부문으로의 규제 권한의 이양
(移讓, le déplacement)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간 부문의 
협조적, 협력적, 보완적인 규제모델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54) 그리고 
이러한 규제모델에 기초하는 자율규제는 조합적인 규제에서 점차 공공성

51) ibid.

52) ibid.

53) Gérard Farjat (2004. 11.), op. cit.

54) Fabrizio Cafaggi (2004. 1.), pp. 2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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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된 신조합주의적 규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사
회목적적 공익에 의해 사익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점
에서 민영화와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55) 따라서 자율규제에 
있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동일한 제도나 체계로 통합되거나 동화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양자를 여전히 분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에서의 공공
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I . 자율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규제의 유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말부터 정치경제 부문의 자유주
의적 흐름을 수용하여 기존의 규칙과 기준에 대한 입법 평가를 실시하고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56) 지역적으로는 유럽
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에서 2002년 ‘규제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Better 

Regulation Action Plan)’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여
러 가지 대안적 실행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안들 중의 일부로서 
공권력 주체의 입법을 통한 규제방식을 대체하여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제시되었다.57) 또한 2003년 유럽집
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가 작성한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범기관 
간 공동 합의’에서도 자율규제와 공동규제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입법적 

55) ibid.

56) OECD, La Réforme de la réglementation, Paris, 1997.

5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f 5 June 2002, Action Plan "Simplifying and 
improv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COM(2002) 278 final - No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11 February 2003 - “Updating and simplifying the Community” 
[COM(2003) 71 final - No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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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규제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58) 이러한 배경하에 고전적인 경제규제의 방법을 
대체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식품행정 등 행정경찰 영
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두된 경제규제의 자율화에 따른 새로
운 경제규제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율규제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59) 앞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규제 자율화: 규제와 경쟁의 극점으로부터의 이산(離散)

규제 자율화는 공공규제의 삼각형의 밑변에서 양 극점에 위치한 ‘규
제’와 ‘경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성이 발현되는 중간적 영역에서 새로
운 규제 양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구도를 [그림4]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60)

58) European Parliament, Council, Commission, 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n Better 
Lawmaking, 2003/C 321/01 of 31 December 2003.

59) 본론 제3장 제1절 I. 2. 참조.

60) 이하에서 자율화에 따른 경제규제의 유형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도입한 ‘공공
규제의 삼각형’ 도식은 뒤마레교수의 ‘공공규제의 황금삼각형’ 도식을 원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 Régulation des services collectifs

“le triangle d’or de la régulation”

  뒤마레교수는 경제공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경제행정 영역을 규제(réglement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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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규제와 경쟁의 극점으로부터의 이산(離散)

규제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②의 변화는 영업자 개인의 자율성의 정
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③의 변화
는 개체로서의 영업자 개인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동종 영

경쟁(concurrence)이라는 양 극점으로 연결된 삼각형의 밑변으로 도식화하고, 자본
(Capital)이라는 꼭짓점을 향하여 규제로부터 자본으로, 경쟁으로부터 자본으로 뻗
어 나오는 각 좌우 선분을 민영화의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영화의 구도를 [그림3]과 같이 표현하고, ‘공공규제의 황금삼각형(Le triangle 
d’or de la régula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Bertrand du Marais, Droit public de la 
régulation économique, Press de Science Po et Dalloz, 2004, p. 550 참조. 각 민영화 
유형 및 자본이 표상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pp. 552-555 참조. 비교법적으로 프
랑스 행정법은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자 분석 대상이 되는 ‘행정’을 공익을 실현하
기 위한 활동이라고 전제하고, 이때 공익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하여 제기되
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테제이자 질문과 같은 것으로서, 매
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
다. 즉, 한편으로 ‘공공질서의 유지’이며, 다른 한편으로 ‘공적 급부의 제공’이다. 
그리고 전자를 ‘경찰(la police)’로 후자를 ‘공역무(le service public)’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서 ‘공역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활동 부문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것이 ‘민영화’를 주제로 하는 최근의 논의
라고 한다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활동 부문에 민간 부문으로 규제권한
이 이양되는 것이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édéric 
Ocqueteau, Mais qui donc dirige la police?: Sociologie des commissaires, Paris: 
Armand Colin, 2006; Frédéric Ocqueteau, Polices entre État et marché, Paris: Les 
Presses de Sciences-Po, 2004; Frédéric Ocqueteau, Les Défis de la sécurité privée, 
protection et surveillance dans la France d’aujourd’hui, Paris, L'Harmattan,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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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간의 상호적 규율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③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일반적 공익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다수의 이해가 관계되는 영
역을 관념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을 공공
적(公共的)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법에서는 ‘공공적’이
란 개념 수식어를 통해 개인의 지위와 공권력적 지위 양자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서 양 영역에 중첩되는 영역을 포괄하여 다수의 이익이 
문제되는 영역을 상정한다. 프랑스법은 영미법과 같이 규제의 사익이론
과 공익이론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公的)인 것과 공
공적(公共的)인 것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고 보지 않으며, 공익과 사익의 영역에 중첩되는 중간적이며 중첩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중간적 영역은 권위적인 공
권력 주체의 관할하에 놓이는 전형적인 공적 영역과는 구분된다고 본다. 

프랑스 공법학자 왈린느(Jean Waline)는 공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구분
하며, 전자의 경우 언제나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것과 달리, 후자의 경우는 행위형식, 행위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여 사법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다.61) 

이러한 견해는 공공적(公共的) 목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의 활동을 조정
하고 유도하기 위한 경제규제수단에 내포된 정당한 목적을 확인하고, 실
제로 유도적 규제수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원칙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2. 자기통제형

자기통제형이란 개인적ㆍ개별적 차원의 자율규제로서 개인이나 기업
과 같은 영업자가 법령에 개괄적으로 설정된 목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

61)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010. pp. 233-2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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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스로 세부적인 실행규범을 정립하고 적용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행정에 의한 보충적 영업감독
이 유보된 위해규제 영역에서 영업자 개인이 규제주체가 되어 안전규제
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1) 규제영역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공공규제의 삼각형 도식에서 규제로부터 분리
되어 나와 중간적인 수준의 자율성이 발현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자
율성의 증대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게 된 규제영역은 전통적인 경제규
제에서 위해규제에 속해 있던 영역에 해당한다. 위해규제는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영업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위해를 제거하기 위
하여 진압적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던 영역이다.

위해규제 영역에서 영업자가 영업 활동과 관련된 행위기준을 준수하
는 것은 법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본원적인 의무이다. 그리고 영업자가 
공적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영업경찰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행정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영업감독은 보충적인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고도화된 기술영역과 전문성이 심화된 영역에서 행정이 당해 위험 영역
과 관련하여 주요 위해 사항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위해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점검 의
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에 관한 사실을 행정에 보고하면, 행정은 그 적정
성을 이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행정에 의한 영업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영업자가 자율통제와 관련한 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위해기준, 위해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증명자료, 위해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해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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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주체

전통적인 위해규제는 타율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자율안전
규제에서는 규제의 실행주체는 영업자가 된다. 영업자는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또는 비의도적으로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영업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영업 활동에 부수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한다. 이때 영업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지위에서 위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위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자기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 규제주체
는 개인으로서의 영업자가 된다. 

자율규제의 개념 정의에서 규제주체 스스로에 의한 자기입법과 자기
집행을 개념 요소로 설정하였는데,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의 자기입법
과 자기집행 주체는 개체로서의 영업자가 된다. 개인인 영업자가 규제주
체가 되므로, 영업자는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구속적인 
행위규범을 정립하게 된다. 전통적인 규제에서 피규제자의 지위에 있었
던 영업자가 자율규제에서는 규제의 실행주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영업
경찰상 위험의 창출자인 동시에 위험의 책임자인 영업자가 피규제자이자 
동시에 규제자로서 위해규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다. 

(3) 규제대상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의 규제대상은 전통적인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에 
속해 있었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란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통합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서 영업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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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해규제도 이에 포함된다.62) 

비경제적 목적의 영업규제는 규제수익자인 이용자, 소비자, 일반국민
의 안전,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안전이나 국민의 보건 보호와 같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안전규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영업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
에 안전기준은 간접적으로 진입규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러나 안전기준은 그 자체로 진입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영업법규제의 일유형에 속하는 진입
규제와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의 안전표준, 안전모의 표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및 기구의 안전표준, 식용얼음의 미생물규격
은 비경제적 목적의 안전규제 영역에 해당한다.

3. 기능자치형

기능자치형이란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로서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조직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바탕으
로 구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상호적인 자율성이 발현되는 
규제영역에서 영업자단체가 규제주체가 되어 품질규제를 주된 규제대상
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1) 규제영역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공공규제의 삼각형 도식에서 경쟁으로부터 분
리되어 나와 동종 업계에서 활동하는 영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
함으로써 상호적인 자율성이 발현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자율성의 

62) OECD, Regulatory Reform: A Synthesis, Paris: OECD, 1997, p.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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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하게 된 규제영역은 전통적인 경제규제에서 
영업 활동상의 질서규제에 포함되어 있던 영역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전
통적 질서규제 영역에서는 공정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사법 내지 경쟁법적 개입을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를 시정하는 교정적 방식의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2) 규제주체

기능적 자치와 관련하여 규율주체는 집단적인 차원의 영업자단체가 
된다. 영업자단체란 동종업을 영위하는 복수의 영업자들로 이루어진 집
단을 말한다. 기능적 자치와 관련하여, 규제주체의 주관적 의사가 의사 
구성체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할 때, 의사 구성체는 영업자단체가 된다. 

기능적 자치는 자기입법과 자기집행 기능을 수행하므로, 영업자단체는 
자기입법의 주체이자 자기집행의 주체가 된다. 경쟁의 영역에서는 영업
질서를 형성하는 집단적 의사의 형성을 위한 구성체가 규제주체가 된다. 

경쟁영역의 규제주체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를 조정하
며,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업자집단은 부분이익으로 
발현되는 개체주의적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영업자단체, 조합, 결사체 등 집단적 구성체를 말한
다.

다수의 영업자가 구성원을 이루는 집합체로서 활동하면서 영업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자율적 품질규제에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
와 이해관계자도 참여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토대로 자율적 품질규제
에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수평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다. 자율집단의 전
문성과 직능단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사회이론가들은 자율규제란 조직화
되어 있는 전문직업의 특색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 이
러한 관점은 시장의 거래나 교환을 통해 작동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
입을 통해 규제되는 다른 직업군과 자율규제단체인 전문직능단체는 구별



- 97 -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단체는 전문성의 영역을 획정하고, 회원
자격을 설정하며, 비회원인 외부자와의 경쟁을 제한하고 해당 전문영역
의 실무자들의 직업윤리를 정립할 뿐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선발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수련기간을 거치
도록 하기 때문이다.

(3) 규제대상

전통적인 경제규제의 유형 중에서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의 규제대상에 속한다. 경제적 규제는 영업 활동상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규제란 피규제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규제, 수량규제, 품질규제 등 경제 목
적에 따른 규제적 개입을 의미한다.

4. 소결: 규제영역에 따른 유형론적 접근의 방법론적 함의

경제행정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목적을 규제와 경쟁으로 이원
화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에서 출발하여, 규제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자
기통제형’과 경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능자치형’으로 대별할 수 있
다. 이 절에서는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규제영역, 규제주체, 규제대
상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규제의 유형을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
제로 분리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안전규제와 품질규제의 영
역에 대응시켜 보았다. 이러한 추론 과정을 통해 규제대상별로 각 자율
규제 유형이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자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의 이념형적 
분류를 유지하면서, 각 유형별로 한계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율
규제의 기능적 의의와는 양면성을 가지는 제도적 한계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제4장에서 논의할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서 구체
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논점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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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율규제의 기능과 한계

자율규제는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자단체 등 기존의 
행위주체나 조직을 규제작용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조직법적 관점에
서 효율적이고, 규제 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으므로 행정비용적 측면에서
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율규제는 행정
제재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
렵고, 자율조직의 내부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제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63) 이하에서 자율규제의 기능과 한
계를 자율규제의 유형별로 규범 정립의 관점, 규범 집행의 관점, 법적 책
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 . 규범 정립의 관점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기제는 전문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내용적 타당
성을 가지며, 합의와 수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지식기반 규제의 전문성ㆍ타당성ㆍ효과성을 가지는 
동시에 저렴한 감독비용 및 집행 비용, 상황적응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64) 

63) 자율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108; 강희주ㆍ권종호
ㆍ김병연ㆍ신인석ㆍ이원우ㆍ정순섭ㆍ최성섭, “통합거래소의 출범에 따른 바람직한 
자율규제 정립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04. 5.; FIBV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Group, Self-regulation of the Securities Markets, 1992.1 참조

64) A. I. Ogus, Rethinking Self-Regulation, 15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97, 1995, 
pp. 97-100, A. I. Ogus(ed.), Regulation, Economics and the Law, Edward Elgar, 2001, 
pp. 345-3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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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규제 영역의 준거 기능

기준 정립의 자율화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전제한다. 자율기준의 
수립에 대한 유인 내지 필요성과 자율기준을 구조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65)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율기준이 확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법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자율기준은 영업자 책임보험의 적용여부 및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와의 관계,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 불법
행위법과 제조물 책임법상 과실의 판단기준, 형사상 기망행위 구성요건
의 판단기준, 경제질서행정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준거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다.

2. 품질규제 영역의 보완 기능

경쟁이 심화되는 식품 시장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자
들은 공적 기준이 부재하거나 흠결된 경우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위생이나 안전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공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식
품의 취급과 처리 과정의 무해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상의 준칙들이 이
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거래표준이나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기준은 제
품을 차별화하고 상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품질기준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기를 방지하고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기준이 등장한다고 하여 공적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업자와 수입업자들은 특정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항상 특정 제품이

65) Thomas Reardon & Elizabeth Farina, The rise of private food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illustrations from Brazil,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4, 2002, pp. 413-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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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이 공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동질적이면서 
차별화가 어려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식적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품질기준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냉
동감자와 비냉동감자, 저장감자와 햇감자의 구별, 냉동채소와 신선채소, 

냉동생선과 신선생선의 구별은 품질과 관련하여 설정된 공식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상회하는 영역에서는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 자율품질기준이 활용된다.

품질기준의 다양화는 경제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식품 시장은 최적 수준의 완
전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갖출 수 없고, 법적 관점에서도 식품기업의 영
리적 목적은 환경이나 동물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내포하는 
품질표준의 준수와 상충될 수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일성과 일관
성이 결여된 사적 기준들이 병존하는 경우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기업이 표방하는 식품의 품질이 실제로 
품질기준에 합당하게 적용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66)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소비자는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표방하는 품질표시만으로는 실제로 그 제품이 
품질기준을 준수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사업자들은 품
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품질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장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되지 않게 된다.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제품 품질의 차별화를 시도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그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불충분할 수 있다. 또
한 시장 시스템과 법적 체계가 사회 전체가 의도하는 품질 수준을 확보
66) Gary Smith (2010(FR), 2009(EN)),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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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불완전하거나 외부성을 야기할 수 있다.67)

이와 같이 식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정보의 불완전성과 외부성이 존재
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공식적인 품질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적으로 개입하게 된다.68) 

식품 거래에서 식품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국내 식품 생산자는 수입 식품과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WTO SPS와 TBT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자국 
시장을 대외개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개별국가의 보호적 조치는 매우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가 어떤 기준을 도
입하는 경우 당해 기준이 대외무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방어
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WTO에 제소된 사
건들의 결과에 따르면 공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호적 조치를 적용하는 관
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9)

공적 기준뿐만 아니라 자율기준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 식품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식품 공급자와 식품 수입자들은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70) 더 나아가 최근
에는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인수와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확장하면서 
자율기준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들이 활용하는 자율기준은 수
출업자나 수입업자 등 교역활동을 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일종의 매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기준은 다국적 공급망에 

67) ibid.

68) ibid.

69) Gary Smith (2010(FR), 2009(EN)), p. 5 참조.

7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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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승인하며, 자율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어 다
국적 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다국적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상당한 이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71)

II . 규범 집행의 관점

규범 집행의 관점에서 자율규제는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와 집단적 
차원의 기능적 자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자율규제는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기능적 의의를 가지는데, 먼저 개인적ㆍ개별
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립한 준칙을 자발적으
로 적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며 자발적으로 법령 준수
를 위하여 자기통제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집단적 차원의 자
율규제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그 조직의 권위와 권한을 바탕
으로 구성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고유한 기능 영역에서 자
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72)

1.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

자율규제는 규율주체 스스로에 의한 자기집행과 통제를 통하여 실행
된다. 자기 통제는 규율주체에 의한 행위준칙의 정립과 준수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 

영업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준, 규칙, 준칙은 타율적으로 규제자에 
의해서 정립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위주체 스스로에 의해 정립될 

71) ibid.

72) Julia Black, Constitutionalizing Self-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59.1, 1996, 
pp. 24-55; Julia Black, Decentring Regulation: Understanding the Rol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a Post-Regulatory World, Current Legal Problems 54: 103,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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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규제란 국가 등 피규제자와 인격적으로 분리
된 행정주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자율기준보다
는 타율기준의 형식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
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서는 대부분 행정
규제에 의해서 일반적 추상적인 의무부과의 내용이 정해지고 규율주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행위준칙을 정립한다. 식품법의 전형적
인 사례로는 우수행동규범(code de bonne conduite, code of good action)이
나 우수실행규범(code de bonne pratique, code of good action practice)과 
같은 행위기준을 규율주체가 스스로 정립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기준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73)

2. 집단적 차원의 기능자치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구성원의 합
의에 기초하여 조직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구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집단적 규제 과정은 특정한 현실의 문제 영역에 대해서
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결합된 것이기도 하다.74)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자율조직이 갖는 전문성에 기초한 수평적 
통제를 실현한다. 자율조직의 전문성과 직능단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사
회이론가들은 자율규제가 조직화된 전문직업의 특색을 배경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75) 이러한 관점은 시장의 거래나 교환을 통

73) Bertrand du Marais (2004), p. 488 참조.

74) Tanina Rostain, Self-Regulatory Authority, Markets, and the Ideology of 
Professionalism; in Robert Baldwin, Martin Cave and Martin Lodge(ed.)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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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동하는 체제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규제되는 체제와 구별
된다고 본다.

III . 법적 책임의 관점

1. 영업 활동의 위해 방지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에 귀속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총 위해비용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
나 사업자에게 위해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실행
에 옮기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위
해 방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법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책임 귀속의 법제가 작
동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스스로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를 방지하는 비용
을 투자하여 추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결
과 발생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제재의 효과
가 달성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76)

식품 사고로 인해 야기된 손해는 피해자 또는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
를 야기한 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의 분산과 
전가가 발생하게 된다.77) 특히 식품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이 경합하거나 
원인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귀속이 불명확한 때가 빈

75) ibid.

76) Jean C. Buzby, Paul Frenzen, and Barbara Rasco, Product Liability and Microbial 
Foodborne Illnes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AER-799) 45, 2001.4., 
introduction, pp. 1-2 참조.

77) Jean C. Buzby, Paul Frenzen, and Barbara Rasco (2001. 4), 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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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다. 일반적으로 식품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의 발생은 사업자
와 소비자 양자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
을 취급하는 과정 중의 부주의로 인한 식품의 변질이나 미생물적 오염은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취급상의 부주의(sequential 

error)’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78) 따라서 개별적 노력의 유인과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개인적 차원에서 위해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배
상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때에만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합리적
인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79) 손해배상책임에 연관된 사업자의 위험
부담의 감소와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증가 사
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을 때 사업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높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이
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개별적인 위험 저감화 노력에 비
례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책임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 예를 들어 식품 사업자의 취급상의 부주의로 살모넬라균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분쇄육을 소비자가 구매하여 충분히 가열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
중독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은 적정 온도에서 가열하면 사멸되기 때문
에,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조리한 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위생당국은 식품 사업자를 위한 열처리제품 제
조용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에도 환자인 피해자가 손해 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비
용은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자에게, 의료보호의 수혜자인 경우 의
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당국과 납세자에게,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
자의 생산성 감소와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시간 단축은 고용주에게 전가된다. 이
와 같이 식품 사고로 인해 현실화된 손해가 익명의 다수에게 분산되고 이전되는 
경제적 비용 전가의 기제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손해의 보상
이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게 된다. Jean C. 
Buzby, Paul Frenzen, and Barbara Rasco (2001. 4), p. 7 참조.

79) Jean C. Buzby, Paul Frenzen, and Barbara Rasco (2001. 4), introduction, pp. 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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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활동의 질서 유지

자율규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지배 구조인 거버넌스
(governance)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성
과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 정책 및 경쟁 정책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자율규제는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완화하고 대외적 자
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정책의 측면에서 자율준칙의 정립
을 통해 시장에 기반한 경쟁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규제는 경제정책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며 현재와 미래의 시장 구
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에는 현재의 시장 구조와 지향점
으로서의 미래의 시장 구조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80) 이와 같은 
관점은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산업 정책적 고려로 구체화된다. 식품 분
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산업 정책은 식품 시장의 향후 전망과 구조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목표를 반영하게 된다. 자율규제는 식품 산업 정책
의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내재화하는 행
위 조건하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 등 선도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유연화하면서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
록 한다.

경쟁 정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목
적하는 행정의 활동을 말한다.81) 식품과 같이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필수적 소비재 분야의 경쟁 정책은 실질적으로 식품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80) 이원우, “경제규제의 목적과 범위”,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54면 참조.

81) 고동수ㆍ강신일, 「21세기의 경쟁 정책과 규제정책」, 산업연구원, 2000 ; 장승화
ㆍ이재성. 「무역과 경쟁: WTO 경쟁 정책 다자규범」.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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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 정책과 관련한 자율규제의 대표
적인 사례로 사업자단체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을 들 수 있다.82) 식품분
야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체가 작성하는 다양한 규약 형식의 자율기준들은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준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품 부문을 예로 
들면 국내 사업자가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규약으로는 ‘주류광고 자율
규제 협약’, 국제기구가 작성하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규약으로는 
비영리기구인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가 작성한 ‘유기농 심사 절차 및 규약’, 정부간 국제기구인 세
계보건기구(WHO)의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이 있다.

IV . 자율규제의 한계

법규범이 가지는 ‘규범성’을 ‘법현실에 대한 의사 형성력과 법적 의사 
관철력’이라고 정의한다면,83)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사 형성’ 단계에서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
대를 정립하여야 하고, 이차적으로 ‘규범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율규제가 가지는 제도상
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규범 정립의 단계와 규범 집행의 단계로 
나누어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82) 전형적인 자율규제 방식에 해당하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국내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2013. 3., 한국신용카드 VAN 협회는 VAN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을 마련하여 승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VAN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신용카드 VAN 협회의 규약 제정(안)을 승인하
였다. (2) 2012. 5.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
를 자율규제하기 위하여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
한 공정경쟁규약」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83) 한수웅, 「헌법학」, 13면,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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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 정립상 정당성 확보의 문제

사회적 사실이 법적 제도로서 확립되기 위해서는 법적 의사의 형성 
단계에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
규제에서 영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공통의 행위규칙을 정립하며, 이러한 
자발성에 근거하여 자율기준은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조직은 정당과 같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요구되는 정당성이란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84)

그렇다면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영업자단체가 작성한 품질기준을 다른 영업자에게 적용하거나, 더 나아
가 공적 통제에서 준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된 표준화기본법과 같이 자율품질기준을 법적으로 승인하
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자율품질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85) 그러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때
에는 기준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업계 관행 등 표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준의 성질에 
비추어 보편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
을 것이다.

2. 규범 집행상 실효성 확보의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란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함으로써 행정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86)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84) Fabrizio Cafaggi (2004. 9), p. 3; Anna Jassem (2005. 2), p. 2 참조.

85)「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1690호,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2610호 제27조 참
조.

86) 최계영,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2006), 2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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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는 영업자가 만
든 위생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제
재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집단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질서 교란 행위
를 교정하기 위한 규제는 자율조직의 내부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
율규제기관이 규범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율규제에서는 강행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자율규제에서는 영업자가 설정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
우 행정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간접적 압
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된다.87)

예를 들어 식품제조업자가 작업장 활동 위생모를 착용하거나 유해물
질 취급 시 공기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
고자 할 때, 안전모 또는 마스크라는 장비를 특정하여 착용을 의무화하
는 구체적인 행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영업자 자율기준으로 장비
를 선정한 것이라면, 안전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떠한 법적 강제나 
제재도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가 효과
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88) 이때 의무위반에 결부되는 법적 제재에 산업
재해보상보험금 수급자 지위의 결격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까지 포함하여 
제재의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상 위해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개입 권
한에 근거하여 행정이 제재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영업자는 
자율안전기준을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작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기준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89) 그리고 ‘자율규제에 대한 행

87) John Braithwaite, “Enforced Self-Regulation”, Michigan Law Review, 1982. 6. p. 
1497 참조.

88) 안전모와 안전마스크 사례의 예시는 John Braithwaite (1982. 6), p. 14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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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제’에 기초하여 확보되는 규제의 실효성은 영업자와 행정 양자의 
정당성에 기초하며 협력적 규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90)

제 3 절  자율규제 유형별 타율규제와의 상관관계

I .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와 행정의 임무

1.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안전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는 과소보호금
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91) 이러한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헌법질서에서 도출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에게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행위의무를 이행하기 위
89) John Braithwaite (1982. 6), p. 1501 참조.

90) John Braithwaite (1982. 6), p. 1500-1502 참조.

91)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직접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반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누구
든지 생명과 신체불가침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
리들은 법률을 근거로 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에 대한 헌법 해석을 통하여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도출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의 내용을 국가공권
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위법한 침해
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규범이라고 해석한다. 박규하,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소고 -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제19집, 한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8., 163-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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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92) 그리고 보호의 대
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
본권이 모두 포함된다.93) 다만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에 관련된다.94) 우리 헌법재
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95) 사건
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
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
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2. 타율규제와의 대체관계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규제는 국민의 기
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임무 수행은 국가의 고유한 관할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중보건에 관한 
위생기준과 안전기준은 강행적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이
러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일차적인 점검 의무를 행정이 수행하

92) 한수웅 (2012), 232면 참조.

93) 앞 주 참조.

94) 이에 관한 내용은 제5장 제1절 I 의 내용 참조.

95)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 



- 112 -

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자율안전규제와 행정에 의한 
타율규제는 대체관계에 있다. 이러한 대체가능성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적 특징이 된다. 자율규제에서는 언제든지 행
정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의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사전예방의 원칙과의 관계

영업상 위해 예방과 관련한 영업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경찰
행정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법원칙이 사전예방
의 원칙이다. 안전규제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 행정청, 영업자뿐만 
아니라 관계있는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율규제에 있어
서 사전예방의 원칙은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면서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원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법의 경우 식품법상 영업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경찰행
정의 개입 가능성을 확장해 왔는데, 바로 이러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
록 매개하는 법원칙이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96) 유럽 식품
법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 위생행정청, 식품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
품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97)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내용인 법률우위는 법적용명령을 포함하기 때
문에 법령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에게는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임의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법집행에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

9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2002. 2. 2. pp. 16-22 참조.

9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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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자율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의무 이행 
사실을 행정에 보고하고 행정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
라 점검을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98) 결국 사전예방
의 원칙은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면서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원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II .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와 행정의 역할

1. 사적 자치와 과잉금지원칙

개인의 자유 보장과 사적 자치의 원칙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헌
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권에 기초한다. 타율규제가 외부에서 일률적인 
질서를 강제하는 것과 달리, 자율규제는 법주체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를 구현한다.99) 사적 자치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공적 작용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과잉금
지원칙이 적용된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
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과잉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권의 제한은 보다 우월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비례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같은 과잉금지원칙은 자유
권을 제한하는 공적 작용의 위헌ㆍ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적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품질규제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영역에 해당한
다. 그러므로 품질규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관여는 과잉금지원
98) Spencer Henson & Julie Caswell. Food safety regulation: an overview of 

contemporary issues. Food policy, 1999, 24.6: pp. 589-603 참조.

99) Albrecht Langhart, Rahmengesetz und Selbstregulierung, p. 103; 홍석한 (2010), 167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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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타율규제와의 보완관계

기능적 자치 영역에서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는 보완관계에 있다. 자율
규제는 품질과 관련한 공적 규제를 보완하면서 소비자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규제 영역에서 행정규제를 자제하고 가능한 한 민간 부문
이 규제의 실행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보충성 원칙
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100) 규제 보충성의 원칙은 품질규제 영역에서
는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며 사적 자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반영한
다.

3.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의 관계

품질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관여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을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
도, 공익을 위한 개인의 기여는 단순히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101) 공익에의 기여는 법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서 헌법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한 차원 높게 실
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102)

100) 이원우 (2010), 참조
101) 홍석한 (2008), 171면 참조.

10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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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율규제의 기능과 실행상
의 한계점을 살펴본 후,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
지는지 검토하고, 자율규제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자율규제의 유형은 경제규제의 유형으로부터 파생해서 나온 것이라고 
전제하고, 먼저 전형적인 경제규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경제규제의 유
형 분류은 규제목적, 규제대상 및 규제주체를 기준으로 세분하였다. 첫
째, 규제목적에 따라 ‘위해규제/질서규제’로 대별하고, 둘째, 규제대상에 
따라 ‘안전규제/품질규제’로 나눈 다음, 셋째, 사적 부문의 자율성의 정도
와 성숙도라는 규제주체의 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규제/타율규제’라
는 유형을 분류하였다.

경제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규제’와 ‘경쟁’의 극점으로 연결
된 연속선 모양의 규제스펙트럼을 상정하였다. 연속선의 양 극점은 전통
적인 ‘규제’와 ‘경쟁’이라는 양분된 질서를 나타내며, 연결된 선은 규제
의 시점과 강도에 따른 규제 양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상 행정에 의한 
‘규제’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
어지므로 ‘진압적 안전규제’로 나타난다. 경제에 관한 질서행정법에 의해 
조정되는 ‘경쟁’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교
정적 품질규제’로 나타난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정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규제목적, 규제대상, 규
제주체라는 공적 규제의 개념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규제의 유형을 조합
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규제는 영업경찰상 위해 방지를 위
한 진압적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품질규제는 영업 활동상 질서 유지
를 위한 교정적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그리고 안전규제와 
품질규제 모두 타율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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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업 활동 주체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위험안전와 품질경쟁의 
두 영역 모두에서 자율적 안전규제와 자율적 품질규제라는 새로운 영역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와 집단적 차원의 기
능적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두 가지 전형적인 유형, 즉 ‘자
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아래
의 [그림5]로 설명하였다. 

   

[그림 5] 공공규제의 황금 삼각형

공공규제의 삼각형 도식에서 양 꼭짓점은 전통적인 규제 영역을 나타
낸다. 왼쪽 꼭짓점(①)은 전통적 영업 관련 경찰행정의 영역에 해당하며, 

타율적 안전규제의 형식으로 경제규제가 이루어진다. 오른쪽 꼭짓점(④)

은 전통적 영업 관련 시장질서의 영역에 해당하며 품질규제가 이루어진
다. 그런데 민간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안전규제(②)와 품질규제(③) 영
역에서 자율규제가 실행되며, 각각 개인적 차원의 자기통제와 집단적 차
원의 기능적 자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자율규제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ㆍ개별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
로 정립한 준칙을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 또
는 자발적으로 법령 준수를 위하여 자기통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그 조직의 권
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구성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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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기능 영역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별 특징과 관련하여,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국가의 임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피규제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과소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 보호원칙
이 적용되며, 기능자치형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자단체에서 행위준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다른 사
업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행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규제집행을 대
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기능자치형의 경우에는 공적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자율기준을 정립하
고 실행할 수 있는 보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기통제형의 
경우 언제든지 행정이 규제를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자율규제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규제
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하여 제4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후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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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

자율규제는 규제의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집행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조합주의적 이
익 편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행정은 자율주체로 하여금 개인적인 차
원에서 사회화된 위험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데 기여하고, 집단적인 차원
에서 규범공동체의 연대를 보장하는 데 참여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율규제가 경제규제를 위한 유효한 법적 제도로
서 기능하고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 또한 행정은 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규범공동체의 사회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인에 의해 실행되는 
규제적 활동을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재확인하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활동 영역에서 행정과 사인이 분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며, 

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논의 전개에서 자기통제형에 대해서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한 준칙’

의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기능자치형에 대해서는 ‘개방적 투명성에 
기초한 합의’의 원리를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법원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
기로 한다.

안전규제와 관련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를 자율주체에 
대한 조직법 차원의 통제와 자율기준에 대한 작용법적 차원의 통제로 나
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율적인 규범 집행을 위해 활용되는 위
생실행규범 등의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적 위해평가기관
이 사전에 검증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자율기준의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
는 공동규제 방안을 입법론으로 검토한다.

품질규제와 관련한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자율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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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율조직의 활동양식 중 
자율기준의 정립과 조정에 관련된 통제의 쟁점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공공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삼자적 지위의 시민이나 소비
자 등이 참여하는 참여적 규제 방안을 입법론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자율규제와 책임에 대해서는 영업자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으로 항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자율규제와 관련한 영업자의 책임은 공법상 책
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적정한 실
행을 담보하기 위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
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관련한 행정책임론의 전개에 있어서 기존의 공법
원리와 행정법적 법도그마틱이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체계를 찾아내고 
기존의 법원리를 직접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

I . 서

통제란 규범목적에 정향된 법질서를 수범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수범
자에게 부여된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1)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담당 조직을 
기준으로 입법통제, 행정통제, 사법통제로 나누어 검토하거나, 통제의 시
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자율규제와 관련한 입법통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적 성격의 통제

1)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010. pp. 233-242 참조.



- 120 -

로서, 직접 자율규제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항에서 독립
하여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
통제와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의 
통제는 자율규제의 각 유형별로 작용법적 개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법통제는 자율규
제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
다. 

1. 통제의 필요성

행정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은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실효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행정
은 영업자 개인 또는 영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서, 사업자가 실행한 자율규제 결과를 감시하고, 사업자단체에 위탁한 업
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감독하면서 궁극적으로 행정에 
유보된 질서 유지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은 자율규제 유형별로 적합한 통
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
안전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본원적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
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행정은 기본권 보호 영역에서 과소
보호금지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서 규제집행의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이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들을 도입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행정
2) 김유환, “한국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 제6회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아시아행정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2004, 
2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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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품질규제 영역에서 실행되는 집단적 차원의 기능자치를 위한 자율규
제는 부분사회의 이익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업자의 이익이 사
실상의 배타적 지위를 누리게 됨으로써 이익불균형이 나타날 우려가 있
다. 그 결과 소수 영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나 소비자의 이익이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은 영업의 자유와 소비생활의 자유가 규범조화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정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행정이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 확보 수단을 적용함에 있
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 내지 행정작용의 적법성 보장 
원칙은 변함없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법치행정의 원칙
은 현대적인 시장 환경에서 행정이 간접적ㆍ유도적인 통제 방법을 선택
함으로써 행정통제의 초점이 사후 감시활동에 놓인다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게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 

이와 동시에 경제행정 영역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행정이 담당하는 
감시자ㆍ감독자ㆍ통제자로서의 역할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상응하여 적정
하게 조정되어야 한다.4)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행정은 
직접 자원의 투입을 조종하고 생산을 도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연대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이
고 필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규제기능이 재편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5)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 재편의 과정 속에서 ‘공적 작용의 적법성
(la légitimité de l’action publique)’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3) Georges Dupuis, Marie-José Guédon et Patrice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2e éd. 
Paris: Sirey, 2011, p. 18 참조.

4) Jacque Chevallier, “Le débat sur l'État”. Regards sur l'actualité, mars-avril, 1995, pp. 
29-41.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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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조한 행정통제의 적법성 보장과 더불어, 자율규제의 통제에 관
한 논의의 출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율규제의 이념형
에 부합하여 행정통제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규제에 대
한 행정의 통제는 자율규제의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하며, 각 규제영역별로 요구되는 변화된 행정의 역할에 상응
하여 통제의 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통제의 체계

일반적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란 행정을 통제의 대상으로 하여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7) 이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원(法源)에 
비추어 적법하고, 규제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며, 규제집행에 있어서 적정
하게 실행되는지 여부를 행정이 감독ㆍ점검하는 일체의 방법과 과정을 
말한다. 

행정통제의 범주를 조직법적 측면과 작용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조직법적 차원과 작용법
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직법적 차원의 통제는 자율조직의 구
성과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주체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감독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작용법적 차원의 통제는 자율조직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통제란 준거가 되는 기
준에 비추어 통제대상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련의 통제과
정에는 그 기준이 되는 통제척도가 필요하며, 자율기준은 바로 이러한 

6) Georges Dupuis, Marie-José Guédon et Patrice Chrétien, Droit administratif, 12e éd. 
Paris: Sirey, 2011, p. 18 참조.

7) 김철용 교수는 행정통제란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 
시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4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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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척도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영업자가 발안하여 작성한 자율기준이 통제척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는, 자율기준에 대하여 행정이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거
나 심사함으로써 공적 권위가 간접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
의 자율통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위해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행위지침을 
행정통제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인 승인이 이루어지
고,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에 있어서는 자율조직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
한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을 행정에 의해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공적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이고 매개적인 공적 승인을 통
하여 자율기준은 공식적 통제기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8) 이
러한 과정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의 자율성을 취약하게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에 
의한 통제는 자율기준을 재평가하며 사후적으로 행정통제 과정에 적용함
으로써 규범력을 확보하는 메타규제의 체계를 가진다.9)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영업규제법 중 영업감시ㆍ감독에 관한 내용
에 해당하는데,10) 영업감독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제대상의 특성에 

8) Cary Coglianese & Evan Mendelson, “Meta-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Robert Baldwin, Martin Cave and Martin 
Lodge(eds.), 2010; Bronwen Morgan,. “The economization of politics: Meta-regulation 
as a form of nonjudicial legality”,  Social &legal studies 12.4 (2003): pp. 489-523.

9) ibid.

10) 김동희, 「행정법 II」 제16판, 박영사, 2010, 554면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규제법
은 영업 활동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
는 영업감시ㆍ감독법, 관련 시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특정 활동을 조장하
고 능동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경제현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유도ㆍ조종법, 바람직한 영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영업조성ㆍ촉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영업감시법, 영업유도법, 영업조
성법으로 삼분하는 체계는 독일 영업법제에 따른 것이며, 독일어로 각 영업감시
(감독)법(Wirtschaftsaufsicht), 영업유도법(Wirtschaftslenkung/Wirtschaftssteurung), 영업
조성법(Wirtschaftsförderung)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프랑스 경제행정법에서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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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조와 체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통제의 체계가 통제대상, 통제
기준, 통제수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통제대상이 변화됨에 따라 통제기
준과 통제수단도 변화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자율규제에서도 유형별로 
통제기준과 통제수단이 달라진다.

3. 통제의 타율성

공적 통제의 유형을 실행주체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방법의 유형을 내부통제
와 외부통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는 이미 규제의 실
행주체인 영업자 내지 영업자단체에 의한 내부적 자기통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외부의 통제자에 의
해 이루어지는 타율적 통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타율적 외부통제는 행정에 의한 통제와 행정 이외의 
자에 의한 외부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에 의한 통제는 경제활동 
영역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관할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정 이외
의 자에 의한 통제는 국가에 의한 감시기능을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행정이 담당하는 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삼자에 의한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와 절차
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실제로 제삼자에 의한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

규제법을 이원체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경찰법(la police économique)
과 영업조성법(les aides économiques)으로 양분한다. Pierre Delvolvé, Droit public de 
l’économie, Dalloz, 1998; Jean-Philippe Colson et Pascale Idoux, Droit public 
économique, L.G.D.J, 2010.

11) 이러한 사정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적ㆍ반응적으로 심사척도를 형성하
면서 사법통제를 주관해야 하는 법관의 특징을 “헤르메스와 같은 법관(le juge 
Hermès)”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Jacque Chevallier, L’État post-moderne; OST (F.), “ 
Jupiter, Hercule, Hermès: trois modèles de juge ”, pp. 241-272, in P.Bouretz (dir.), La 
force du droit. Panorama des débats contemporains, Editions Esprit, Paris, 1991, p. 
2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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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12) 이러한 행정의 임무에
서 특히 중요한 점은, 한편으로는 제삼자의 통제 행위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삼자의 통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3)

행정 이외의 제삼자로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영업자 등과 직접 
법률관계를 가지는 상대방과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상대방
은 영업자, 영업자단체, 자조조직과 같은 자율주체와의 사이에 일정한 거
래관계나 신청-승인관계를 매개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서 법
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시민은 영업자 등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자
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이익이 연관되는 제삼자로서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제삼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이의제기를 통하여 문제된 사
항이 자율조직의 내부통제 기제에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통제 기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기제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적 규제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후에 살펴보기로 한다.14) 

12) Martin Eifert, "§19. Regulierungsstrategien", in Wolfgang Hoffmann-Reim/ Eberhard 
Schmidt-Aßmann/Andreas Voßkuhle/Susanne Baer,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Munchen, 2006-2009. pp. 91-98 참조.

13) Martin Eifert, op. cit.

14) 제4장 제2절, II, 2. (3) 참조.



- 126 -

II .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 대한 통제

공공규제 삼각형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행정의 점검과 감시로부터 유리된 영업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안전규제 영역에 대해서는 위
생감독청의 지도ㆍ감시ㆍ점검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제 권
한은 영업자의 자율규제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행정에 의한 공식점검은 영업자와 내부
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통제는 영업자에 대하여 지시ㆍ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업
자가 수행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감독행정청이 재검사, 분석, 감시, 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생행정청
에 유보되어 있는 이러한 개입 가능성을 기초로 자율통제는 규제의 실효
성을 확보한다.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 대한 행정의 통제는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와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

위해 예방을 위한 경제행정의 감시활동이란 경제주체가 경제에 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15) 영업감
시는 경제적 감시와 경제외적 감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감시는 시
세조정, 경품할인, 수량조정 등 영업질서를 교란시키는 활동을 예방하고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외적 감시활동이란 위생
경찰이나 산업경찰상의 감시를 의미하며 위해 제거 및 위해 예방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다.16) 자율규제주체에 대한 통제는 행정제재가 수반되는지 

15) 김남진ㆍ김연태(II) 645면; 김동희(II) 567면; 김철용, 1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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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통제의 법적 구조와 효과가 다르고, 자율기준의 법원성 여
부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통제와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통제로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7)

(1) 행정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통제

일반적으로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지도18)는 직접적으로 행정제재를 수
반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의 관여방식의 하나로 소개된다.19) 현행법상
으로도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
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0) 따라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에서도 행정제재 등 불이익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작용법적 통제수단으로 
행정지도가 활용될 수 있다. 영업감독과 관련한 행정지도는 공식적인 행
정처분에 의하여 행정상 명령이나 제재를 발령하지 아니하고, 권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활용된
다.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는 영업자 개인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도가 모두 가능하다. 사업자단체에 대
한 행정지도는 위생관계법규의 효과적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지
도의 내용이 사업자단체의 회원인 영업자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전달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이 첨가된 분유를 섭취한 영ㆍ유아의 신장결석이 

16) 김남진ㆍ김연태(II) 645면; 김동희(II) 567면. 

17) 행정통제와 관련하여 행정제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은 Michel 
Verpeaux et Laetitia Janicot, Droit public: pouvoirs publics et action administrative, 
Paris: PUF, 2009, pp. 156-166을 참조. 

18)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19) 김남진ㆍ김연태(II) 645면; 김동희(II) 567면; 김철용, 1330면. 

20)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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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유가 함유된 특정 외국산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는 중에 위생상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검사결과가 판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미 수입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
하기 위해 협조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50여개 식품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21)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문제된 성분이 함유된 
재고량 및 판매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2)

이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 외에도 평시에 위생관
계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
련된 예로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들 수 있다. 식품의 종류와 품목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의 행정집행은 유통기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00년부터 유통기한 설
정은 전면 자율화되어 제조업체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23) 그러나 제조업체들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가
운데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6년 12

월 신규 품목제조보고 시점부터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24) 다른 한편 일률적인 유통기한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생행정청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예시하고 있다. 권장유통기
한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유통기한이 설정된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자
는 권장유통기한과 다른 기간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고위기대응매뉴얼」, 2013. 12. 190면 참조.

22) ibid.

2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Ⅱ.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기본사항, 가호 참조.

2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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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조자가 권장유통기한과 다르게 유통기한을 설정한 때에는 품목제
조보고를 할 때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5) 제
조자의 이유제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생행정청은 유통기한설정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26) 이러한 활동은 자율안전규제를 위한 행정
지도로서, 행정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는 특히 영업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는 영업자의 경제
적 이익보다 우월한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는 이른바 기본권 서열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은 사법통제의 단계에
서 논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새롭게 제기되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때에는 입법자에 의한 정치적 결단이 표명될 것을 기다려
야 한다. 입법적 결단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기본권 충돌 영역을 대상으
로 행정이 집행권한을 발동하여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
입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위생
행정청은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바람직한 목표로 유도할 수 있다.27) 이러한 경
우 다수인을 위한 행정지도에 해당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명확

25) 「식품위생법」 제19조 참조.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 2011.6. 참조
27)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음료의 판촉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재경부 경쟁소비총국, 농식품부 농식품총국, 보건부 보건총국의 통합 
권고문의 형식)는 권고문의 형식으로 해당 제품에 ‘에너지(energy)’라는 문구를 사
용하지 말 것과 중등학교 교내 매점에서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청
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사표명은 비록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
만, 제조업체과 소매유통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급학교에서 자율
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업체도 제품명 및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문구에 ‘에너지’라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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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통의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28)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는 권력적 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
우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권력적 작용인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일반 행정작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법적 근거 이외에 작용법
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적 행정지도와 관련
하여서는 법령상 근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29) 자율
규제에서 행정지도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자율규제에서 적법하게 규제적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법률우위에 
의한 통제로써 행정지도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0)

(2)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통제

영업감독과 관련하여 자율규제에서 자주 활용되는 수단은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정기적인 현황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의 지도ㆍ점검은 보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안전규제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기록보존의무,31) 

28) 「행정절차법」 제51조 참조.

29) 행정지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김철용 
(2011), 318면 참조. 류지태 교수는 규제적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작용법적 근거
가 필요하다고 한다. 류지태ㆍ박종수 (2011), 275면 참조. 규제적 행정지도의 경우
에도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김동희 (2013), 207면. 

30) 김남진ㆍ김연태 (2013), 396면 참조.

31)「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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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예방을 위한 사실보고의무,32) 정기적인 현황 보고의무,33) 임의적 실
태조사에 응할 의무34)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하
거나 위반한 경우 품목제조정지,35) 영업허가 취소36) 등의 행정제재 또는 
벌칙37)이 부과된다.

영업자의 보고의무는 세무회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료수
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영업자의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자에게 생산일지 등, 작업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식
품에 관한 위생내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
다.38) 이 판결례는 작업기록의 허위 기재는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작업자가 기재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
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9)

행정제재를 수반하는 보고의무는 직접 영업자뿐 아니라 자율위생검사
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영업자는 자율위생검
사를 자기가 소유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영업시설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
32)「식품위생법」제31조 제3항, 제45조, 제46조
33)「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 제42조 제2항
34)「식품위생법」제22조
35)「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36)「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75조 제1항 제5호 참조.

37)「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97조 제1호 참조.

3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이유 2. 나 참조.

39)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때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성립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허위 기재의 주관적 인
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
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
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
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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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영업을 하
는 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위탁검사기관은 기록보존의무, 사
실보고의무, 정기적인 현황보고의무 등을 부담한다. 행정청은 자가품질위
탁검사기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40) 자율통제기능을 受託하
여 집행하는 검사기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에서 행정 통제기능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
우 중요하다.

유럽식품법은 위생검사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1) 유럽규칙 제882/2004호 제5조에서 필요한 경우 공식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2) 원칙적으로 행정의 책
임 하에 부과된 통제 임무 중 특정한 업무를 별도의 통제기관에 위임하
기 위해서는 위임 대상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필
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경험 있
는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
돌로부터 배재되고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생검
사기관은 유럽연합 표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표
40) 「식품위생법」제26조 참조.

41)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참조.

42)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Article 5 참조: 제5
조 (공식점검과 관련한 특정한 사무의 위임) 1. 관할 당국은 제2문단 내지 제4문
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특정한 사무(task, la tâche)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검
사기관(control body, l’organismes de contrôle)에 위임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제62(3)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임할 수 없는 업무의 목록
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의 업무(행정제재권한)는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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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럽식품법은 위생점검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수
탁기관이 업무 수행 결과를 그 업무를 위임한 관할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43) 그리고 수탁기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법령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당국에 보고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44)

유럽규칙은 식품 사업자가 시판한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가능성을 인
지한 때에 식품 사업자는 위생당국에 즉시 사실을 보고하고, 위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위생당국의 조치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들은 회원국의 국내
법으로 이행입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와 관련된 프랑스의 국내법은 소비자법 제L221-1-3조이
다.45) 동조에 따라 생산자 또는 유통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매단계에서 판매된 제품 중 결함이 존대한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사실을 즉시 관계 행정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생산자와 유통자가 ‘무지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
조 제2문은 “생산자와 유통자는 합리적이라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위해
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조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
다.”라고 이중부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조문의 의미

43) Regulation (EC) No 882/2004 Article 5, point 2(e), 제1문 참조.

44) Regulation (EC) No 882/2004 Article 5, point 2(e), 제2문 참조.

45) 프랑스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제221-1-3조 (Modifié par Ordonnance 
n° 2008-810 du 22 août 2008 - art. 3) 1문) 생산자 또는 유통자는 소매용으로 시판
된 제품이 동법 제221-1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사실
을 즉시 관계 행정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발생할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생산자 또는 유통자가 취한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문) 행정 당국
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소비담당 및 기타 이에 관계된 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생산자와 유통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위해를 무지하였다고 주장함
으로써 전조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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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산자 등이 보고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합리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종류의 위해라는 사실을 반증함으로써 보고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
다는 뜻으로 해석한다.46)

프랑스 농업법전은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INAO)이 위생 및 품질인증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INAO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47) 이때 감독의 범위와 강도는 업무가 위탁되지 않
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마치 위탁된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감독기관이 포괄적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48)

2.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

(1) 안전기준의 한계 설정 기능

안전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적 기준으로 설정된다. 행정이 정립하는 안
전기준은 집행재량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49) 식
품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생물기준, 첨가물사용기준, 농약 잔류

46) Jean Calais-Auloy et Frank Steinmetz, Droit de la consommation, Dalloz, 2010; Yves 
Picod(commentaires rédigés par), Code de la consommation: annotations 
jurisprudentielles et bibliographiques, Dalloz, 2010 참조.

47) Code rural Art.L.642-34. “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INAO)은 통제 업무를 수임(受任)
한 기관이 약정사항(les cahiers des charges)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8) Code rural Art.L.642-34. al.1-3. “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은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수탁기관을 감시ㆍ감독하는 때에는 사업자(수탁기관으로부터 인증 등을 받
고자 희망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위탁사무가 인증업무인 때에는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검증(verification)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피인증 대상 영업이 진행되는 시간 중에, 감사 및 감독의 목적으로 모든 
장소, 토지 또는 영업용 운송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영업자는 인증과 관련하여 
검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49) Peter Barton Hutt, Philosophy of Regulation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ood Drug Cosmetic Law Journal, 1973, vol. 28,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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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등은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다. 

본래 행정이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으로서, 행정집
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의 불확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개별 사
안별로 법률효과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식
품행정의 경우 관할 위생당국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법령 위반
의 의심이 있는 때마다 개별 제품을 대상으로 부적합ㆍ불량 식품인지 여
부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렵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생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집행 공무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량(unfit for 

consumption)’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
하여 일괄적으로 영업행위의 적법한 한계기준을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
다.50)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외적 구
속력을 가지는 법규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우리 「식품위생법」은 기준ㆍ규격이라는 범주로 포섭되는 일련의 안전
한계기준을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한다.51) 이에 반해 미국은 이른바 ‘조
치기준(action level)’이라는 형식으로 위생상 안전한계기준을 설정한다. 

조치기준은 행정입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준칙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52) 우리 법은 기준ㆍ규격을 위반하면 그 자체를 

50)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132; Peter Barton Hutt (1973), op. cit.; Todd D. RAKOFF, pp. 
159-174 참조. 

51) 기준ㆍ규격에 대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부여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 및 학계와 실무계에서 명확하게 견해가 제시된 바 없
다.서규영, “각종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의 법적성격”, 1994, 14면 재판자료
68집(95. 5): 행정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대법원 법원행정처, 263-288면.

52) Peter Barton Hutt (1973),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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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성요건 요소로 하여 벌칙을 부과한다.53) 이와 달리 미국 식품법
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문제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바로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자
기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54) 그리고 행정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조치기
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수거, 강제회수, 폐기 등의 행정명령을 발
하거나 봉인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55) 

(2) 사전적 통제

자율안전규제에서 자율기준은 영업자가 작성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자율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우수위생실행지침(Industry Guide to 

Good Hygiene Practice)56)은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영업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이 지침은 행정당국이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 영업자가 지침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령상 부과하는 의

53) 식품첨가물의 경우「식품위생법」제94조, 제6조; 식품기구, 용기 및 포장의 경우 
제95조, 제9조 제4항 등.

54) Peter Barton Hutt (1973), op. cit.

55) Peter Barton Hutt (1973), op. cit.

56) Pierre-Yves Charpentier (2009), p. 544. 1997. 2. 18. GHP 는 일찍이 미국에서 활용
되어온 제도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실행규범의 개발, 작성, 사용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수실행규범(Good Guidance 
Practice)’을 만들었다. 실행규범에 관한 내용은 1997년 개정된 식품의약품청현대화
법(FDA Modernization Act)(21 U.S.C. 360bbb-1)에 편제되었다. Todd D. RAKOFF, 
The Choi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Mod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nstrative Law Review. Vol. 52, No. 1 (Winter 2000), Publisher: American Bar 
Association, pp. 159-174 참조. Todd D. RAKOFF 의 논문은 서두에서 한국 행정절
차법 중 제48조 내지 제51조, 일본 행정수속법(行政手續法) 제32조 내지 제36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규범형식인 ‘Guidance’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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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57) 위생규범실행지침의 규범력이 발현되는 양태는 두 가지 측면
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실무에서 채택되고 
활용되며 적용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수범자들에 의해 인지되고 수용됨
으로써 설득력을 가지고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58)

우수위생기준 실행지침은 사업자들의 위해관리 실무에 대한 경험과 
위해 분석에 기초하여 사업자들에 의해 초안이 작성된다.59) 이 초안을 
대상으로 공식 위해평가기관은 유효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며, 위생행정청은 위해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기초하여 최종
적으로 위생규범을 승인한다.60)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작성된 위생지침
은 실제로 사업자들의 위해관리 실무와 위생당국의 공식점검 단계에서 
활용된다. 우수위생기준실행지침에 대한 공식 위해평가기관의 평가를 통
해 사전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유럽규칙 제852/2004호 제8조 내지 제9조는 실행지침을 작성하는 절차
와 관련하여 초안을 사업자측에서 작성하며,61) 위생당국이 공적 이해관
계의 측면과 과학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초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
다.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이 검토과

57) Pierre-Yves Charpentier, Sécurité alimentaire et force normative des guides de bonnes 
pratiques d’hygiène, in Catherine Thibierge et alii, La force normative, LGDJ 2009, 
pp. 543-554

58) Pierre-Yves Charpentier (2009), p. 544.

59)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Guide to Good Practice, Art.7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use of guides’, Art.8 ‘National guides’

60)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Art.8. point 1. (a) ~(c)

61) 프랑스의 경우는 2006. 6. 15.자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서를 통하여 유럽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자측’에서 제안하는 실행지침이란 ‘사업자단체’에서 제안하는 
실행지침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Avis aux professionnels de l’alimentation 
relatif aux guides de bonnes pratiques d’hygiène et d’application des principes 
HACCP, Le 28 mai 2013, JORF n°138 du 15 juin 2005, Texte n°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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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익과 공통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평가기관의 과학적 확증을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
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때, 실행지침의 개발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럽 식품법이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식품
법은 사업자를 의무부담주체로 하는 자율적인 위해관리를 법의 궁극적인 
이행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62) 또한 생산과정을 지배하고 운영
하며 관리하는 식품 사업자가 관리 대상인 위해요소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으며, 최적의 적정한 안전한계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63)

그런데 사업자가 작성한 실행지침의 초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단계적
으로 진행되는 규범 정립절차는 피규제자인 사업자에게 일종의 규범 정
립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때문에 규범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거나 또
는 규범의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유럽규칙64)은 회원국의 보건위생 관할 관청이 실행지침을 재평
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 과
정에서 지침의 내용적 타당성과 소비자 안전 등의 공공 이익이 반영되도

62) Pierre-Yves Charpentier (2009), op. cit., p. 552.

63) ibid.

64)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Art.8. 1. (a),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작성
하는 실행지침에 대해서는 ‘식품공급망 동물 건강 상임위원회’ 전문가단에서 사업
자들이 개발한 초안에 대한 재평가 및 검토를 수행한다. 동 규칙 제9조(Art.9) 참
조. 프랑스에서는 사업자가 초안을 제출하면 농식품총국, 보건총국, 경쟁소비총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초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위해평가기관의 과학적 검토
를 거친 후, 지적 사항이 있으면 사업자단체에 회신하여 수정을 권고하고, 다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실행지침의 적정성과 타당
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관보에 고시한다. 관보에는 ‘실행지침에 대한 관계 부
처의 의견(Avis)’이라는 표제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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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65) 

요컨대, 자율기준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는 공식적인 위해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한 내용적인 측면의 통제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계 행정기
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적인 측면의 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사후적 통제

자율기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도 내용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내용적인 측면의 사후적 통제는 자율기준의 내용적 타당
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66)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지도가 영업자와 행정청 사이의 개별적인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규칙지향적인 성격(rule-bounded)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와 구별된다.67) 절차적인 측면의 사후적 통제는 관련 업계, 소비자, 

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68) 자율기준은 규범 형식상 엄
격한 제ㆍ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유연하고 반응적
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65)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의 심사 결과 불수용 의견(l’avis 
défavorable)을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들이 작성한 실행지침 초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와 이익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해요소의 확인ㆍ분류ㆍ분석과 같은 과학적ㆍ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2007. 12. 20.
자 식품보관업 우수위생규범 실행지침 불수용 의견), 임시 방문객의 출입통제 미
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평가(2007. 3. 13.자 대형식품유통업 우수위생규범 실행
지침 불수용 의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66) Todd D. Rakoff, The Choi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Mod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nstrative Law Review. Vol. 52, No. 1 (Winter 2000), Publisher: 
American Bar Association, pp. 159-174 참조. 

67) Todd D. Rakoff (Winter 2000), op. cit., p. 169 참조. 

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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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 대한 통제

공공규제 삼각형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영업자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영업자단체의 규제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장애 요인은 영업자단체의 구성원들이 내부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영업자단체에 속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는 것,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자단체가 직접 
제재를 부과하기에는 단체 설립에 있어서 정당성의 기초가 결여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와 관
련한 통제의 쟁점을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와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율주체에 대한 통제

(1) 직접적ㆍ간접적 통제

기능자치형 자율주체에 대한 행정의 통제는 자율조직의 활동을 사후
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율조직의 활동에 대한 행
정통제는 직접적인 통제와 간접적인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통제란 자율조직의 활동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이며, 간접적 통제란 자율
조직의 인력,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간
접적인 통제는 조직체계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부의 통솔ㆍ지휘ㆍ감독체
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통제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
진다.

직접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자율기관의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감독기관에 업무조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간
접적인 통제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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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고서 등 업무 현황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함으로써 감독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보고의무의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임기관으로 통제
정보가 상향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감독의무는 위탁
기관에 의해 수탁기관의 정보가 정밀하게 투시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
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2) 기능분배와 분립의 원칙

행정청이 자율조직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치주의에서 유래하는 
사무기능의 분배 및 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기능분배와 분립의 
원칙이란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내포된 공적 사무가 기능적으로 분리ㆍ
분립되지 않으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추정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말한다.69) 기능분배와 분립의 원칙은 반드시 조
직상의 분리와 분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인 접근방식
을 취한다.70) 식품법 분야의 기능 분할과 역할 분배의 원칙은 WHO-FAO

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침’71)과 유럽연합의 ‘식품안전녹
서’72)에 선언된 바 있다. 

69) Camille Collart Dutilleul, La responsabilité des organismes de contrôle agrées par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Mémoire de master recherche 2e année 
Droit des activités économiques, option droit de l'agroalimentaire Nantes 2009 참조.

70) ibid.

71) FAO, Garantir la sécurité sanitaire et la qualité des aliments Directives pour le 
renforcement des systèmes nationaux de contrôle alimentaire (fr) ; As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National Food Control Systems (en), 
2003, 특히 [4.3]의 내용 참조. 이외에도 WHO 는 2005년 총회에서 위해분석(risk 
analysis)의 단계에서 위해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위해정
보교류(risk communication)의 기능을 분리하고, 위해관리기능은 식품산업 진흥기능
과 분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WHO 는 안전관리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기
능을 분리하고 별개의 기관에 관할권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때에만 적정한 안
전관리와 성공적인 산업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7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General Principles of Food Law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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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무 위탁의 내용적 한계

자율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것
이 적법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해 상
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직접 연관되는 행정기
능을 위탁하는 것은 내용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와 달리 자율조직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활용하기 위
하여 오히려 이러한 고유한 기능과 연관되는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현행 법령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기준과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
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규정하고 있다.73) 이해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율조직의 고유한 기능
과 직접 연관되는 행정기능을 위탁하는 것은 내용적 한계를 일탈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자율조직에게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 동일한 기관이 식품의 품
질관리 기능과 위생관리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의 충
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위생검사 업무와 품질인증 업무는 별개의 기
관이 수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74) 이러한 입법적 결단은 기능분

the European Union - Commission Green Paper COM(97) 176, April 1997.

7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타법
개정] 제11조 참조. 제11조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와 관
련하여, 행정의 행위 형식의 자유를 근거로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
다. 

74) Julien Pillot et Jean-Christian Lamborelle, Le Decret du 1er décembre 1936 dit “code 
du vin”: étude critique. Revue française d'oenologie, 1999, no.177, pp. 34-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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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전에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절차
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75)

그리고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사무를 위탁한 행정청과 수탁기관 사이
에 업무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한 내용도 사후 행정
에 의한 감독사항에 포함된다. 유럽식품법은 업무를 위탁한 관할당국과 
수탁기관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76) 이때 조정이란 관리자가 조직 내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어떤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과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업무
조정은 단순히 목표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인식을 조화롭
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할의식을 고무하거나 사무의 집행 의욕을 
높이는 일까지도 포함한다.77)

2.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

자율규제의 핵심적인 작용 수단인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의 방법과 정
도는 자율조직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재량권이 부여된 정도, 공익 관
련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품질규제 영역에서의 자율기준
에 대한 통제는 품질기준의 선별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율
기준에 대한 통제는 자율기준의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는 통제의 시점에 따라 사전적인 통
제와 사후적인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적인 통제는 행정에 의한 
사전 검토와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후적인 통제는 공적 기준과의 
조정 또는 자율기준 간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75) ibid.

76) Regulation (EC) No 882/2004 Article 5, point 2 (g) 참조.

7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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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기준의 선별 기능 

품질기준이란 제품을 선별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제품의 질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표상하도록 만든 척도를 말한다. 영업자
단체가 정하는 품질기준은 그 영업 활동과 관련되는 영역에 적용하기 위
한 ‘수직적인’ 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규범이 다
양한 많은 영역에 적용되는 ‘수평적인’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규범의 
형식을 불문하고 공식기준이 정립되며,78) 영업자단체는 이러한 공식적 
기준과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평
적 공식기준은 최소한의 상업적 품질기준 또는 규격을 정한다. 요컨대, 

특정한 품질지표와 관련하여 공적 기준의 형식으로 상업적 품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허용한계나 범주를 초과하는 자율기준은 허용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코코아가공품의 성분규격이 공식기준으로 정해
져 있다면 이와 다른 내용의 자율품질기준은 허용되지 않는다.79) 만약 

78) 예를 들어 ‘천연’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고시의 형식인 「식품표시기
준」으로 ‘천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경
재소비총국은 ‘공지문(la note d'information)’(*)이라는 제명 아래 식품표시에 '천연
(naturel)'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Note 
d'information n. 2009-136 du 18 aout 2009 relative a l'emploi des termes ‘naturel’, 
‘100% nature’) (*) 프랑스 행정법상 원칙적으로 ‘공지문’과 같은 형식의 규범은 행
정기관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사정은 ‘통첩(la circulaire)’의 경우와 다른데, 통첩 내지 훈령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Pierre Serrand, 
“La force normative de la directive administrative”, in Catherine Thibierge et alii, La 
force normative, LGDJ 2009, pp. 447-457; 프랑스에서 재량준칙을 통한 법적 규율
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며, 그 내용을 기준으로 규범적 효력을 판단한다. 박
균성,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규칙과 그 시사점 –재랑준칙을 중심으로-”, 한국공
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삼지원, 2005, 174면 참조.

79) Directive 2000/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00 relating to cocoa and chocolate product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Official Journal L 197, 03/08/2000, P. 0019 – 0025; 유럽지침 2000/36/EC 서문의 제
17문단은 자유로운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회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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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준에 저촉되는 기준이 존재한다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80)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지침에서 
제한적인 열거규정(compulsory and complete system)으로 제품의 종류와 
명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이를 보충하는 다른 종류의 제품
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81) 제품명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선택에 따른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제품명의 종류가 
공식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기준의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
는 경우에만 제품 명칭에 대한 선별적인 유형화가 허용되며, 공식기준으
로 정한 제한적인 항목 이외에 다른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 유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82)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공식기준과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80) 이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코코아 가공품의 제품명에 관하여 판시
한 사례가 있다. 유럽연합은 코코아가공품의 규격을 유럽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CJEU 는 이와 같이 코코아 가공품의 성분규격이 유럽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과 차별화되는 별개의 제품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순수(pure) 
초콜릿’과 같은 형용사를 제품명의 표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문구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CJEU, 25 November 2010, Case C-47/09,  
Commission v Italy [2010] ECR I-12083. 판결은 자율기준이 심판의 대상이 된 사
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품질기준의 흠결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자율기준이 보충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에서 CJEU 는 판시이유에서 ‘순수’라는 단어(word)의 사용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per se)고 판단하였
다. §§21-24. 구체적인 이유로는 첫째, 순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제품
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게 하고, 둘째, 두 개의 부류로 나
누어 하나의 부류에만 순수라는 단어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군에 두 가지 종류의 제품 유형이 존재한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
으며, 셋째, 순수라는 단어가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대상 제품에 코코아
버터 이외의 다른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충분히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1) CJEU, Case C-47/09 Commission v Spain [2010] ECR I-12083, §§34-36. 

82) CJEU, Case C-47/09 Commission v Spain [2010] ECR I-12083, §42.



- 146 -

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첨가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함량이 공식기준으로 정해진 경
우에도 공식기준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첨가가 이루어진 제품을 무
첨가 제품과 차별화하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83)

이상과 같이 품질기준은 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제한적인 효과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만약 자율기준이 품질기준의 선별기능을 교란시키는 때에
는 공식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전적 통제

행정은 자율품질기준에 대한 승인권을 유보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승인은 의무적인 경우와 임의적인 경우가 있다. 

의무적인 승인의 예로는 대부분 안전기준에 관한 것이며, 자율품질기준
에 대한 의무적 승인 사례는 드물다. 임의적인 승인의 예로는 사업자단
체가 정하는 표시ㆍ광고 자율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로 심
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84) 그러나 행정이 승인권을 유보한다고 하더
라도 자율기준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등 공적 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85)

83) CJEU, Case C-12/00 Commission v Spain [2003] ECR I-459, § 92; 이 사건에서 
CJEU 는 유럽지침에 따라서 ‘코코아제품(cocoa product)’이라는 명칭으로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이내에 속하는 제품에 대하여 ‘코코아대용품(cocoa 
substitute)’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회원국의 국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용품(substitute)’이라는 용어(term)는 본래 제품의 모든 성질
을 전부 갖추고 있지 않고 제품의 일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을 뜻한다는 점
에서 비하적(pejorative)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8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85) 법제처,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술세미나", 법제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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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직이 지리적 표시 등록의 명세사항을 정할 때, 지리적 표시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등록기준인 명세사항
에 대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
다. 지리적 표시 등록 사무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의 등록과 유사한 형식
을 취한다. 상표권과 특허권 등록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개입과 결정이 
비록 행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관할에 해당한다. 프
랑스의 경우는 지식재산권법전 제L411-4조 및 제L712-14조 규정에서 민
사재판 관할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표등록의 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지식재산기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재
판의 관할에 속한다.86) 이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 등록기준의 명세사
항에 관한 것은 민사재판의 관할에 속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산업부 장관의 칙령87)에 의해 강행기준으로 승인된 
산업표준을 직접 소의 대상으로 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 산업부 장관의 칙령
에 의해 강행기준으로 승인된 산업표준은 행정입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
게 되므로 프랑스의 행정소송 제도에서 행정입법을 직접 다투는 때에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고, 산업표준의 적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청구하
는 때에는 국가배상소송으로 완전심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88) 이와 
달리 프랑스국가표준협회(AFNOR)와 같은 산업표준화기구가 산업표준을 
등재하는 행위는 문제되는 산업표준이 산업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택되

79-94면 참조.

86) TC 5 juin 2000, no 3188, M. Peyrinet c/ INPI, Lebon 763, 관련 판결에 대한 내용은 
Philippe Terneyre, Répertoire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Interventions économiques, Dalloz janvier 2012 참조.

87) l'article 12 du décret modifié no 84-74 du 26 janvier 1984 fixant le statut de la 
normalisation.

88) Jean Calais-Auloy et Frank Steinmetz, Droit de la consommation, Dalloz, 2010, 
§§208-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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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강행적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며 행정행위(l’act administratif)에 해당하지 않는다.89) 그리고 이 표
준의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AFNOR의 공역무수행기관
으로서의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90) 

(3) 사후적 통제

1)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의 수렴

개방화ㆍ자유화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재 수출하고 수입하는 영업자는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계화된 시장공급망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업의 입지를 구축하는 영업 전략이 중요해 지고, 거래상의 명성과 신
뢰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자원의 투입으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영업이윤
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자율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자율기준들을 집행하기 위한 기능이 분화되는 현상은 더욱 현저해
지고 있다.91)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적 기준
과 자율기준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또는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에 대한 통
제 체계가 통합된다면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자가 향유하는 경제
적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의 수렴과 관

89) CE 17 févr. 1992, Sté Textron, Lebon 66; AJDA 1992. 450, obs. Devès; Jean 
Calais-Auloy et Frank Steinmetz (2010), §§208-211 참조.

90) TA Paris, 25 juin 1985, Sté Textron, Lebon T. 506 ; Jean Calais-Auloy et Frank 
Steinmetz (2010), §§208-211 참조.

91) Eve Fouilleux, Les standards volontaires : entre internationalisation et privatisation des 
politques agricoles, in Bertrand Hervieu et al., Les Mondes agricoles en politique, 
Presses de Sciences Po. pp. 371-396; Spencer Henson & Thomas Reardon, Private 
agri-food standards: Implications for food policy and the agri-food system. Food 
policy, 2005, 30.3: pp. 241-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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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적절한 사례는 유럽연합의 유제품 품질규제기준을 들 수 있다. 유
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업계에서 활용되는 유제품 품질규격을 토대로 공식
적인 유제품의 품질기준에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유제품 품질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92) 

2) 공적 기준과 자율기준의 조정

자율기준의 조정이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 내용을 조화롭게 하
는 것, 즉 수평적으로 규범의 내용적 모순과 충돌을 제거하고 수직적으
로 규범 단계를 구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으로 자율기준이 공식기
준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수평적으로 다수의 자율기준이 상충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기준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준의 조정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황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정의 
상황이란 행위주체들이 다수가 취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행위 방식에 따
라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규범수용적인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수범자
의 규범수용적인 태도는 인지적인 차원과 의지적인 차원에서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93)

식품 부문의 경우 자율기준의 조정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식적인 품질
기준뿐만 아니라 사적 품질기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숨은 성질이나 특정한 성분 또는 
특별한 효과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94) 최소한
의 공식적 품질기준만으로는 제품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이윤을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은 공식기준이 마련되지 않

92) OECD, Gary Smith (2010(FR), 2009(EN)), op. cit. 참조.

93) Joseph Raz, The morality of Freedom, Clarendon Press, 1986, ch.13, 특히 p. 322 이
하 참조.

94) Josling, Timothy E., Donna Roberts, and David Orden, Food Regulation and Trade: 
Towards a Safe and Open Global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2004; Gary Smith (2010(FR), 2009(EN)),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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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역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품질기준을 자율적으로 만
들어 활용하고 있다.95)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공적 기준과 조화롭지 않
거나 유사한 자율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과 일부 회원국은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품질기준의 
적정한 준수를 확보하는 집행기능을 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각
각의 분화된 기능 중에서 품질기능의 입안과 설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
단체에, 그 집행을 담보하는 책임은 행정기관에 부여하기도 한다.96) 그러
나 이때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이란 직접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 준수의 결과를 보장하는 책임을 말한다. 따라서 품질
규제를 위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점검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
되고 행정은 이를 사후에 통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97)

자율기준의 규범화 과정이 민간 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공적 기준
과 자율기준의 조정과 통제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자단체가 품질과 관련한 기준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에는, 사적 부문의 기술수준과 관리현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
적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품질관리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면서도 공적 기준과의 
모순과 충돌을 방지하고 조화롭게 규범의 내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98) 

95) Fulponi, L. “Final report on private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OCDE (2006)., OCDE. 
Gary Smith (2010(FR), 2009(EN)), p. 6 에서 재인용.

96) OECD, Gary Smith (2010(FR), 2009(EN)), p. 6 참조.

97) Marlen León-Guzmán, L'obligation d'auto-contrôle des entreprises en droit européen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Texte remanié de Thèse de doctorat Droit de Nantes 
(directeur: François Collart Dutilleul), 2010, INIDA, Collection thèses (Serie de tesis); 
vol. 2. 2011.

98) OECD, Gary Smith (2010(FR), 2009(EN)), 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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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고해상도텔레비전, 디지털방송, 운송수단 영역의 자율적인 
기술표준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가 개입하는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적 부문의 자율기준이 반드시 ‘더 좋은 규제’의 형식을 대표한다거나 
공공부문의 규칙제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99) 

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 관한 자율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적
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정되는 집단행동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100)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적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01) 공적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
제되어야 한다. 즉, 공적 행위자가 계서제적 의사결정과 성문화된 법령의 
권한에 의존하기보다, 기업가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나 계서
제적 의사결정은 기술적 표준화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전환
시키는 비의도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기업가적인 개입은 
기술표준에 관한 의사결정을 정치화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부문의 기준 
정립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적 행위자의 개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전에 조정하거나, 산업계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거나, 또는 개발된 표준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제시된다면, 공적개입의 정당
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102)

99) Niclas Meyer, ‘Public Intervention in Private Rule-Making: The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Industry Standardization’, Thesis submitted and passed of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12. 3. 
http://etheses.lse.ac.uk/236/1/Meyer_Public_Intervention_in_Private.pdf

100) 집단행동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음 문헌을 참조: Cohen, M., 
March, J., & Olsen, J.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pp. 1–25 참조.

101) Niclas Meyer (2012. 3.), op. cit.

102) Niclas Meyer (2012. 3), conclus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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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기준 간의 조정

자율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단체법적인 접근과 경쟁법적
인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체법적 해결 방법이란 단체의사의 합의
에 도달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조정하는 과정을 매개하여 기
준 간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다수의 자율기준이 충돌하는 경
우 자율조직은 의사조정 과정이라는 본연의 자정시스템을 통하여 기준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기준 간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103) 이러
한 방법은 국제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 국내법적인 차원에서 다층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국제표준화기구, 지역적 차원의 
유럽표준화기구 등은 단체법적으로 기준 조화를 시도하는 기구들에 해당
한다.104)

경쟁법적 해결 방법이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청이나 사법
부의 기준해석을 통해 기준 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105) 법령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칙에 반하는 자율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행정
기관 이외에 사인도 경쟁법적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 사업자가 직접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를 고발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106) 즉, 어떤 사업자가 유럽식품법을 위반하

103) François Eymard-Duvernay, Conventions de qualité et formes de coordination, Revue 
économique, 1989, pp. 329-359 ; Egizio Valceschini, Maze Armelle et André Torre, 
Études empiriques - Le géant, l'aveugle et l'expert. Le rôle des rapports dans la 
définition de standards de référence pour le secteur agro-alimentaire, Revue d'économie 
industrielle, 1995 Vol. 73, pp. 97-110 참조.

104) François Eymard-Duvernay, op. cit.

105) Bertil Sylvander, Normalisation et concurrence internationale: La politique de qualité 
alimentaire en Europe, Économie rurale, 1996 Vol. 231, pp. 56-61 참조.

106) CJEU C-253/00 [2002] ECR 2002 I-07289 ; 이 판례에 대한 평석은 Patrick 
Rambaud,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communautaire: No149-3è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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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 동종업의 사업자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위반행
위를 고발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사인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자율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어진 사례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칙 위반이 문제된 경우이다. 

이에 반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자율기준이 쟁점이 되
는 때, 특히 식품의 품질과 관련한 자율기준이 쟁점이 되는 때에는 경쟁
원리에 의해 규율되거나 소비자 보호의 원리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107) 

경쟁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경쟁법의 집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서, 식품의 품질에 관련된 자율기준 중 경쟁우위를 가지는 기준이 시장
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자유경쟁원리에 
따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율기준 간의 경합과 혼선으로 
정보에 기반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행정
의 관여에 의해 일률적으로 최소품질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시장의 균질
화 내지 동질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108), 이때에는 소비자 보호의 원리
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렇게 정립되는 
최소품질기준이 반드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
며, 제품의 특성, 소비의 양태, 경제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범의 
형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정립할 수 있다.109)

édition. Hachette. 2007 참조 ; François Collart Dutilleul, Le droit agroalimentaire en 
Europe: entre harmonisation et uniformisation. Indret: Revista para el Análisis del 
Derecho, 2007. 3. 참조

107) Lorance Boy, Préface de ‘La qualité et la sécurité des produits agro-alimentaires’ de 
NGO Mai-Anh, L’Harmattan, Thèse de doctorat Droit de Nice (directeur: Lorance 
Boy), 2006.

108) Lorance Boy, op. cit., Préface, p. 8 참조.

109) Lorance Bo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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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소결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에 의한 통제가 수반된다. 자율규제에서 행
정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은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운영되
고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행정은 영업자 개인 또는 영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
지는 영역에서, 사업자가 실행한 자율규제 결과를 감시하고, 사업자단체
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감독하면서 궁극
적으로 행정에 유보된 질서 유지기능을 보장한다. 자율규제가 법령에 근
거하여 실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에 의한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
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반행정법 체계하에서 타율적 규제자인 행정은, 규제기준을 정립하
고, 피규제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발동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효적인 집행을 담보한다.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에 의한 감독과 통제 및 제재 가
능성이 유보될 수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결여되면 아무
리 적합하고 타당한 규제수단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규제의 효과를 거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수행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내에 설치된 과자 및 음료 자동판매기 판촉행위 자율규제 
사례에서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조건에 있을 때에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0)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규제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
나 일탈행위에 대해 공법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즉, 자율
규제 체제하에서 피규제자인 영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립한 준칙 

110) Claude Michaud et François Baudier “Limites de l'autodiscipline des acteurs 
économiques dans le champ de l'alimentation: l'exemple du retrait des distributeurs 
automatiques”, Santé Publique, 2007. 2. (Vol. 19), pp. 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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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기준에 상응하도록 감독과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추후에 감독과 
통제의 과정에 있어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관할 행정 당
국이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율준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규범력에 근거하여 공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기준 위반에 대해 권고 
형식의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111) 

경제행정의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법령에 근거하여 실행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이행방법을 정하
도록 하는 경우와 법령에서 자율규범의 정립 권한을 자율규제조직에 부
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시민의 생명ㆍ안전ㆍ자
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사업자가 자기 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공정한 영업질서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단체가 거래의 표준을 정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
로 한다. 규제영역과 자율규제의 유형별로 행정 개입의 강도가 달라지는
데, 국민의 보건권ㆍ안전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통제형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입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
면에,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이나 영업의 자유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 개입의 강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행정 개입의 강도는 사후적으로 행정소송의 단

111)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52790 판결(먹는샘물 브롬산염 기준치초
과 정보공개사건):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
누12257 판결 (항소기각)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이 사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론산염이 검출된 생수를 생산한 업체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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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문제된 사안을 어떠한 형식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법관의 심
리범위 내지 심사강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결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관된다. 또한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와도 관련된다.

제 2 절  자율규제와 책임

자율규제는 영업이익과 결부된 규제 비용을 영업자가 부담하도록 외
부화함으로써 경제적인 관점에서 행정규제를 효율화하고 행정 개입을 최
적화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영업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 규범적인 관점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은 
영업이 매개되는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수의 영업자 간 공정한 영업질서가 형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참여
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주체의 
일차적인 책임과 이에 대한 통제임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책임이 공존한
다. 본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율규제는 영업자의 주도하에 실행된
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공공성’ 내지 ‘공익 목적 구속성’이라는 특성을 
본질적인 개념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율규제에서 행정은 직접 사
업 활동을 지휘하거나, 영업자의 활동을 대체하여 행정 스스로 경제활동
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율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규제기능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하에서는 자율규제에서 일차적으로 규제책임을 부담하는 영업자의 
책임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이 부담하는 감시자 내지 통제자로서의 책임
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자율주체와 행정이 가지는 법적 관계는 자
율규제의 유형별로 다르며, 제3장에서 정리한 자율규제 유형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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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조의 차이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 유형별로 항을 나누어 영업자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 . 서

일반적으로 ‘책임’이란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주체에게 그 
행위로 인한 효과를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112) 안전규제 영역과 품질규
제 영역에서 영업자가 수행하는 자율규제 기능이 다르고, 영업자의 자율
규제 수행을 감시ㆍ점검하거나 감독ㆍ조정하는 행정의 임무와 역할이 다
르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각 유형별로 책임의 내용도 다르다. 

자율규제의 유형별로 행정 개입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앞 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입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 개입의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영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

112) 법학에서 ‘책임’이라는 용어는 모든 분과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
적 ‘책임론’은 법학의 기원까지 소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의 의미에 대해 상
술하는 것은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책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책임의 법적 개념 요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金曾漢(편), 法律
學辭典, 法文社, 1964, 표제어 ‘책임’(957면)에 따르면 책임(Verantwortlichkeit, 
responsabilité)이란 광의(도덕적ㆍ종교적ㆍ윤리적 책임에 대립되는 법률적 책임의 
뜻)로는 법률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말한다. 법률적 제재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으
로 구분된다. 민사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 
할 對個人的 책임이며, 형사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를 교란한 
데 대한 社會的 制裁를 받아야 할 책임을 말한다. 민사책임은 행위자의 주관에 중
점을 두지 않고 발생한 결과를 계량하여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주관을 책임의 기초로 하여 결과의 발생에 중점을 두지 않
고 장래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둔다.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당위를 본질로 하고, 책임은 이러한 당위적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수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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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의 내용,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 영업
자와 행정 간의 책임 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문제된 사안을 어떠한 형식의 소
로써 다툴 수 있는지, 법관의 심리범위 내지 심사강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결의 형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에서 논의할 내용의 순서와 관련하여, 자율규제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먼
저 정리하고, 다음으로 영업자에 대한 감시자 내지 감독자로서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 자율규제와 영업자의 책임

경제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일차적으로 민사법상 재산권 
보호와 형사법상 형벌 부과라는 제재수단을 통하여 행위질서를 유지한
다. 그러나 자율규제에서 영업자의 법적 책임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제한되지 않으며, 행정상 책임을 포함한다. 자율규제에서 영업자
의 행정상 책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자율규제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을 통하여 규제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업자가 부담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자
율규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론은 인적ㆍ주관적 원인론에 근거한다.113)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113) 독일민법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
우와 행위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나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
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BGB 제823조 제1항)로 피침해법익을 
제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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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위험의 특성과 거래의 양태를 고려할 때 재산법과 계약법에서 
강조하는 개체주의적 주의의무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예
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이론 구성이 필요
하다.114) 또한 형사상 책임은 가해행위가 현실화되어 법익 침해가 발생
한 이후에 비로소 논의된다는 점에서 위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율규
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상 책임 부담을 통해 선제적
으로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BGB 제823조 제2항)으로 보호규범의 목적을 제한한다. 양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
자의 경우는 법률위반의 구성요건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인적 주관적 책임론의 성질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된 행위 자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적ㆍ주관적 책임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14) 이러한 지적은 프랑스의 경우 이미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Saleillers R. et Josserand L., ‘Théorie du risque’, 1897; Louis Josserand,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choses inanimées, thèse Paris 1897; Raymon Saleillers, les 
accidents du travail et la responsabilité civile, 1897, in R. Beudant, H. Capitant, 
Ambroise Colin... [et al.] L'œuvre juridique de Raymond Saleille, Paris:A. Rousseau, 
1914 ; Saleillers 의 위험책임이론에 관한 최근 문헌으로는 Frédéric Audren et  
Christian Chène, Nicolas Mathey, Arnaud Vergnen, Raymond Saleilles et au-delà, 
Dalloz, 2013 을 참조. 특히 식품 사고나 피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에서 원인된 식품을 섭취한 후 즉각 위해 효과가 발생하여 인과관계의 결과가 귀
속되는 경우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식품 사고가 ‘집단적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손해배상법제를 대
체하는 대안적 전보체계, 보증(fonds de garantie), 배상보증(fonds d’indemnisation), 
업계의 집단책임(reponsabilité collectives de filières), 자연재해보험과 유사한 재난보
험(assurance de type catastrophes naturelles)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프랑스에서 논의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행정상 예방적인 위생경찰 작
용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Jean-Philippe Bugnicourt, 
Jean-Sébastien Borghetti et François Collart Dutilleul, “Le droit civil de la 
responsabilité à l’épreuve du droit spécial de l’alimentation”, Recueil Dalloz, 2010. 5., 
p. 10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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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서 영업자의 책임

(1) 문제점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안전규제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지배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발행한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영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자율규제는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
라는 위협과 위하를 통하여 위해 발생을 억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기
통제형 자율규제의 책임론은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야기된 결과책임을 다름 아닌 ‘영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논리 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영업자가 지
배하는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영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될 때 영
업자는 필연적으로 위해 발생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한계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자가 
스스로 한계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용한계를 초과하는 위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다.115)

그러나 영업자가 전문분야에서 경제활동 선도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
도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예측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자가 스스로 설정한 행위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위해의 결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규
제하에서 예견하지 못한 위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분배하
고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인 
과실책임과는 다른 위험책임의 상황에서 영업자의 책임귀속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지 문제된다. 

115) Peter Cane, “Self regulation and judicial review”, Civil Justice Quarterly, 1987. 10. 
pp. 324-347; Anthony I. Ogus,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p. 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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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자의 위험책임

민사상 영업자의 ‘위험책임’116) 부담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 법제
상 명확한 이론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책임 원칙은 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달리 위험책임
은 결과회피의무를 전제하지 않고 물건 등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하여 부
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책임을 엄격책임이라고 
하는데, 엄격책임에서는 제품의 객관적 상태를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하
며 예견가능성을 판단요소로 하지 않는다.117) 영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책
임에 적어도 다음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영
업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위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118) 둘째, 영업자는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공급 후 계속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119) 셋째, 영업자는 이러한 위험책임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집
단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거나 소매가격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후적인 결과 발생으로 인한 위험책
임을 영업자가 부담한다고 전제하면, 이로부터 영업자가 계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제품의 결함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안전한계수준의 자율기
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116) 권오승ㆍ신은주ㆍ홍명수ㆍ차성민ㆍ이현종,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206

면 참조.

117) ibid.

118) 예를 들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2조 6호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주관적ㆍ객관적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119)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조물공급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
게 관찰하여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고지, 경고 및 리콜 등의 조치와 함께 설계변
경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 법률신문 3241호
(2004.2), 50-151면;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6,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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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유럽식품안전법은 영업자의 결과책
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0) 

(3) 위생경찰법상 책임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자에게 위생경
찰법상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기통제형 자율규제의 목표는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다(표 5의 ①). 따라서 위생행정청은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자가 자율기
준을 준수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표 5의 ②). 자율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위해의 결
과가 발생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표 5의 
④). 그리고 이때의 행정제재는 의무의 불이행이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
는 일종의 행정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율기준 준수 자율기준 불준수
위해의 

결과 불발생 ① 자율규제의 목표 상태 ②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
역량 강화ㆍ감시체계 개선

위해의 결과 발생, 

발생할 우려
③ 위생경찰의 긴급 대응
조치에 응할 의무 ④ 행정상 제재 부과

[표 5] 자율준수와 위해발생의 유형적 상황

120) 178/2002, Art.19; Antonio Sciaudone, Responsibilities of food business operators, in 
European food law, edited by Luigi Costato and Ferdinando Albisnni, Italy: CEDAM, 
2012, pp. 185-186 참조. 유럽식품안전법 제178/202호 제14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영업자에게 결과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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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생경찰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다. 이 경
우 행정청은 위생경찰법상의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121) 예를 들어 학교급식위생표준122)이라는 자율규제기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자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직접
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생행정청은 영
업정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123) 다만 일반 조항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경찰법상 일반조항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으로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영
업 활동을 규제하는 개별행정법에서 관계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
적인 제재규정만을 두고 구성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법령에
서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괄적인 금지행위의 요건을 규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명령, 과태료부
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
러한 제재조치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21) 위생경찰법상 개괄조항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에 근

거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위생경찰법의 해석을 통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는 
제한적 긍정설의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신동운, “행정
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법학 52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9-146면 참조.

122)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제3차 개정판, 2010. 1., 82면 참조.

1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이 사건의 항소심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468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
다). 이 사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섭취 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어린
이들에게 제공한 보육시설에 대해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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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행위위법을 구성하는 요건을 가능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최근 제재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 아래 이러한 규정들이 폐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적
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4)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기준은 불명확한 행위요건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경찰법상 
금지행위의 요건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기초하여 위생
행정청은 경찰법상의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자에게 발령된 제재조치가 위해의 결과와 의
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위
생경찰상 긴급대응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위해의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합
리적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위생행정청은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안전영역
에 대하여 위생경찰상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상 안전을 관리
하여야 한다(표 5의 ③). 특히 현대적인 위험 영역에서 위생경찰상의 긴급
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 사전에 요건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예견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상의 긴급권 행사의 일환
으로 사인에게 부과되는 안전조치들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125)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제재요건과 제

124) 이원우 (2010), 801면 참조.

125) Gerhard Dannecker, Lebensmittelstrafrecht und Verwaltungssankion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Bundesanzeiger, 1994.  p. 7 참조. 독일법에서 행정제재는 강학
상의 용어이며 명확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견해는 ‘제
재’란 ‘법위반의 경우에 처벌 또는 강제를 수반하는 집행조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ibid. “Sanktion. das Wort bezeichnet eine Maßnahme, die zur Bestrafung oder zur 
Ausübung von Druck im Falle einer Rechtsverletzung angewand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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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
익을 수반하는 제재조치가 부과된다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법
위반 행위라는 ‘요건’에 불이익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재의 ‘효과’가 
결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불이익한 효과가 수반되는 모든 조치
가 ‘법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제재적 조치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
례를 들어보면, 경찰상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하에서 위
해 가능성이 존재하여 잠정적으로 위생상 안전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불
이익한 효과가 수반되지만 경찰상 위해 방지 조치는 법 위반이라는 요건
이 충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126) 이 때 사인에게 
부과되는 경찰 조치는 비상적 상황에서 이른바 ‘관계인’의 협력을 필요
로 하는 구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27)

(4) 자율 준수와 면책 항변

통제주체인 영업자 내지는 관리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위해의 결과가 현실화되었을 때 면책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
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서 직영하는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당시 급식소가 급식위생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결과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급식소의 관리주체인 
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자율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자율기준은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자들이 자율기준을 준수하며 위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율기준을 준수함에 따른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126) Gerhard Dannecker (1994), op. cit. p. 7 이하 참조. 

127) 관계인이란 위해의 원인을 지배하거나 지배하에 있는 자로서, 위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소방기본법」제2조는 “관계인”이란 소
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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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익명의 다수의 소비에 제공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위험책임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는,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
수한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때에는 영업자에게 
자율기준의 준수를 하도록 할 어떠한 동기부여의 유인이 없게 되기 때문
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영업자의 과실에 대만 증명책임을 부담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128) 

안전규제 영역에서의 자율기준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이며, 어떠한 유도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영업자의 
의무이며,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인이 주어져야 할 당위성은 
없다. 특히나 위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결과발생 사실로부
터 이미 자율기준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영업자에 대한 제재 부과 단계에서 양형이나 양정에 반영될 수
는 있을지라도, 유책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율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은 행위자
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면책 항변으로서 인용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
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위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자율기준
에는 추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러한 추정효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영업
자의 과실을 반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
다.129) 그러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율기준이 정립되는 
128) Richard B. Stewart, “Regulatory Compliance Preclusion of Tort Liability: Limiting 

the Dual-Track”, 88 Georgetown Law Journal, pp. 2167-2186, 참조. 

129) 법제처,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술세미나", 법제 2006.7. 
79-94면, 특히 82면의 이상철 심의관의 토론내용 참조. 비교법적으로 이와 관련하
여 미국의 판례법은 행정규제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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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절차를 고려하여, 자율안전기준의 평가에 소비자의 보건, 안전, 

건강보호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과학적 평가절차에서 독
립성이 보장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입법론

영업자들에 의해서 자율적 위해관리를 위해서 개발된 우수위생규범 
실행지침은 그 발의자와 수범자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율규제
에 해당한다. 자율적 규범 정립과 자발적 규범 적용이 수범자에 의해 실
현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실행지침은 공적 권위에 의해 재평가
되고 승인되며, 공식점검의 단계에서 평가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사적이
고 주관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며 객관적인 제
도로서의 자율규제로 발전한다. 요컨대, 규범의 정립과 적용에 있어서 객
관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수위생규범 실행지침은 공동규제를 대
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공동규제란 행정과 사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규제를 말한다. 식품법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동규제
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130) 

생한 때에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즉, 행정규제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도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사업자ㆍ제조자의 과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Carl Tobias, “FDA Regulatory Compliance 
Reconsidered”, 93 Cornell Law Review, 2008. 7., pp. 1003-1038; Richard B. Stewart, 
“Regulatory Compliance Preclusion of Tort Liability: Limiting the Dual-Track”, 88 
Georgetown Law Journal pp. 2167-2186; Richard C. Ausness, “Case for a Strong 
Regulatory Compliance Defense”, 55 Maryland Law Review, 1996. pp. 1210-1267 
(1996) 참조.

130) Marian Garcia Martinez et al. Co-regulation as a possible model for food safety 
governance: Opportuniti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od Policy (2007), vol.32.3, 
pp. 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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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규제의 관점은 상반되는 2개의 상황, 즉 한편으로 자유
(freedom)와 다른 한편으로 통제(control)를 상정한다. 자유로 대표되는 상
황에서 사업자들은 자기 고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다고 상정된다. 다른 한편 통제의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
는 영리적 목적을 사회 공공의 이익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
고, 만약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치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를 자유시장, 후자의 경우를 축약어로 명령-

통제 규제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분
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자유와 전단적인 통제의 양 극점의 사이
에 다양한 규제의 모습과 양태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규제 거
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는 행정과 사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
치적 압력과 수많은 행위자들에 의해 제안되는 정책의 내용이 반영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기업의 행태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의 
실패와 공공의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131) 

2.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서 영업자의 책임

(1) 문제점

기능자치형 품질규제는 영업자단체가 자율규제의 주체가 되어 규제기
능을 수행한다. 영업자단체는 품질기준에 합의하고 영업자의 준수를 확
보하기 위해 활동한다. 영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조직은 고유한 판
단에 기초하여 공정한 영업 활동의 표준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각 경우
에 어떠한 단계와 영역에서 공법상의 책임이 문제되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131) Darren Sinclair, Self-Regulation versus Command and Control? Beyond False 
Dichotomies. Law &Policy 19:4, 1997, pp. 52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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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질서법상의 책임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서 규제주체는 영업자단체이며, 규제활동과 관
련하여 결과한 책임은 자율규제조직인 영업자단체의 책임으로 환원된다. 

일반적으로 영업자단체의 활동은 사법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공법상 쟁송이 문제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기능자치형 품질규
제에서는 영업자단체와 개별영업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단체는 사적 조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업자단체의 일방적
인 결정이 권력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영업자단체는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영업자단체가 스스로가 책임을 부
담할 수도 있다.132) 이때의 책임은 영업자단체가 부담하는 책임이며, 자
율규제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자단체가 부담
하는 책임이 아니다.

(3) 공무수행자로서 자율조직의 책임

자율조직이 기능적으로 공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때, 또는 공
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때에는 문제되는 자율조직의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행정쟁송법상, 국가배상법상 쟁점들이 모두 문제된다.133) 

132) 사단법인인 한국주유소협회 지방지회(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주유소들에게 석유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1호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경우이다. 주유소
협회 지방지회는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이 아닌 불순물을 첨가
한 부정유 판매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
하여 불법유 취급여부를 집중추궁하면서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가
격을 맞추도록 지시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2008. 3. 28.자,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0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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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행정쟁송법과 국가배상
법상의 책임이다.

먼저 행정쟁송법상의 책임을 분석할 때에는 문제되는 사무가 개별적, 

직접적, 일방적으로 법적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 행위의 성질에 대한 분석에 앞
서, 사인에게 공무가 위탁된 때에는, ‘사무주체’의 법적 성질과 ‘사무’의 
법적 성질을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무주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목적에 따라 상이한 행위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사무주체의 법적 성질과 사무의 법적 성질은 구분
된다. 따라서 사무의 성질이 공법적 특성을 가지는 때에는, 사무주체가 
가지고 있는 私人으로서의 법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무의 공적 
기능과 특성에 기초하여 공법에 의해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私人이 공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입법자가 특별 私法人을 설립하고 이 특수법인에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
는 私法的 조직을 활용하여 그 조직에게 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다.134)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
만 각국의 법제 환경에 따라 제도적 선택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135)

133) 정하중,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공법연구」 제30집 1호 (2001), 한국공법학
회, 463-488면

134) 사인의 공무수행 양식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원우, “政府機能의 民營化를 위
한 法的 手段에 대한 考察: 사인에 의한 공쟁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
구”, 「행정법연구」1998/하반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08-136면; 이원우,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통권 제68호 (2002), 
198-199 참조. 

135) 프랑스법에서도 사인에 의한 공무 수행 방법을 이와 동일하게 구분한다. 특별사
법인에 의한 공무 수행의 예로는 ‘1812년 10월 12일 프랑스연극인협회 설립에 관
한 명령(Décret du 15 octobre 1812 créant la Société des comédiens français)’,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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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프랑스법에서는 私人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하고자 목표한 공적 임무의 고유한 성질에 부수된 ‘공권력’을 행사한 때
에는 ‘행정에 의한 단독행위’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구성
하게 된다고 본다.136) 문제된 행위에는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칙제정행위
와 개별적ㆍ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137) 

자율조직은 私人으로서,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私法에 의해 규율
되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에 따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혹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율조직이 수행하는 규제
기능이 공무수행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행정쟁송법상
의 책임과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은 논리필연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자단체의 행위로 제삼자에게 손해를 야기
하게 된 때에, 원인된 행위가 행정쟁송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공적 기능의 
보장과 공적 손해전보의 필요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입법론

관련된 행위자를 기준으로 규제의 유형을 분류할 때, 자율규제는 규제
를 행하는 자와 당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동일성이 자율규제의 주
체적 측면의 특징이 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자율규제의 규제주체에는 이

년 8월 16일 전시필수품배급담당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Loi du 16 août 
1940 créant les Comités l’organisation - l’organismes professionnels chargés, pendant 
la geurre, de gérer la répartition des matières premières)’을 들 수 있다고 한다.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65 참조; 

136)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67 참조. 이에 관한 내용은 제2
장, 제2절, II. 2의 내용 참조.

1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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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규제 수혜자의 지위에 있었던 규제법익의 주체인 시민이 포함되
는 참여적 규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활동, 즉 규제의 과정과 절차
에 사인, 개인 또는 단체 등 사적 부문의 참여가 증대되고 다양한 법적 
제도로 체계화되고 있는 것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지역적 
차원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138)

참여적 규제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은 영업자 등의 자율규제주
체인 피규제자와 구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139) 이러한 규제주체로부터
의 차별성은 일련의 자율규제 과정에서 영업자의 이익에 경도되는 경향
이 나타날 때, 영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성과를 효과적으로 감시
를 할 수 있는 규제자원이 된다. 실제로 불법 단속활동에 다양한 방식으
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문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단속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권리 침해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활
동으로서 위반행위가 목격되는 때에 단속기관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
하기 위한 사전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에 의한 감시기능
과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
다.

3. 소결

자율통제형 자율규제에서 영업자의 공법상 책임은 자율기준을 준수한 
경우와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 조건에서 위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자율기준을 준수하여 위해의 결과

138) Fabrizio Cafaggi, “Le rôle desacteurs privé dans les processus de régulation 
participation, autorégulation et régulation privée”, in Revue Française d'Administration 
Publique N˚109, 2004. 1., pp. 23-35; Fabrizio Cafaggi, “Gouvernance et responsabilité 
des régulateurs privés”,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économique. 2005. 2. (t. XIX, 
2), pp. 111-163 참조.

139) Fabrizio Cafaggi (2004. 1), pp. 2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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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자율규제의 궁극적인 규제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 위생경찰상의 긴급권을 행사
하여 영업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영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로서가 아니라, 장래에 추가적인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사되는 일종의 위생경찰상의 긴급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원칙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해가 현실화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
도 행정의 긴급권 행사는 적법한 것으로서 인정되며, 영업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위
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자율기준의 위반을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경우 추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
다.140)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서 영업자의 공법상 책임은 영업질서법상의 책
임과 공무수행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영업질서법상의 
책임은 이용자 등과의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민사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며, 공무수행자로서의 책임은 전통적인 행정법도그
마틱에 따라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는 때에는 자기책임을 부담하며 
행정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때에는 행정주체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행정
의 감시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생행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규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기준이 내용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업자가 개발한 자율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공식적인 위해평가기

140) 법제처,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술세미나”, 「법제」 2006.7. 
79-94면, 특히 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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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자율기준의 준거능력을 강화하는 공동규
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기준의 집행단계에서 소비자 등 규
제수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부의 감
시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I . 자율규제와 행정의 책임

이 항에서는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행정이 어떠한 책임을 부
담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영역에서, 행정은 
타율규제에서 담당하였던 지도ㆍ점검 내지 감독ㆍ통제 기능을 전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여전히 개인의 기본
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적 정의와 연대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기능과 규제 
비용을 민간부분으로 전적으로 외부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한계를 규명하는 규범적 논리를 전개하는 때에는, 전통적
인 타율적 경제행정에서와는 달리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자율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공급 
측에서 나타나는 고도화된 산업기술의 발전, 수요 측에서 나타나는 소비
수요의 시공간적 다변화,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자유화ㆍ개방화라는 상황
적인 맥락에서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
서 행정의 책임 구조도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조정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 자기통제형 안전규제에서 행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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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책임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도 위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위생행정청은 현시점의 위해를 차단하고 장래에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명령이나 긴급회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
생경찰 下命은 영업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의 위해 예방을 위한 긴급권행사에 준하여 발령
되는 강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제재는 의무 위반이나 의무의 불이행과 같이 행위자
의 법위반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발령된다. 그러나 위험원의 출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때에는 영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생행정청이 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안전법은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41) 

위와 같은 위생행정청의 긴급조치가 발령된 때, 긴급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적 조건에서는, 영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
도 이러한 손실은 영업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험원부터 위해
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위험외관’에 근거한 것이므
로, 행정은 이에 대하여 전보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생행정청의 긴급 대응은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식품영
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고, 긴급회수공지와 같은 위해관
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142)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위생행정청
은 영업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정의 긴급 대응 조치가 사전적 위해관
141)「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긴급 대응,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제2항, 제42조; 유럽식품안전기본법 제178/2002호 
제4장의 긴급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참조.

142)「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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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위험이나 위
해의 결과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해의 원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예방적 조치로서 긴급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는 반대되는 관점에서,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고 위
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긴급 대응 조치를 부과하거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자율기
준의 규범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43)

(2) 감시ㆍ점검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자율규제에서 행정의 통제 활동은 사후적인 감시ㆍ점검 활동에 중점
이 놓여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행정 책임의 내용에는 이러한 변화된 
행정 활동의 특성이 반영된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사회에서, 위해가 현실
화되기 이전에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대두하게 된다.144) 이와 같은 위해의 예방 또는 규제와 관련한 행정 활
동이 행정이 아닌 다른 행위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때에는, 행정은 그 
행위주체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45)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를 

143) 제5장, 제3절, II, 2 (1) 1)의 내용 참조. 

144) Conseil d'État, Rapport public 2005: Responsabilité et socialisation du risque. p. 274 
참조.

1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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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조직이나 기관에 위해의 예방 또는 규제와 관련한 행정기능이 위
탁된 경우, 예를 들어 위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점검, 통제 등 
일련의 규제기능이 위탁된 경우에 국가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다.146)

이러한 사정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활동으로 인하
여 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경우, 궁극적으로 행정은 사인에게 발
생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와 같은 조건에서 행정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147) 자율규제에 있어서 행정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란 위법한 행정
작용의 취소, 원상회복, 손해배상,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야기된 특별한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148)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위험책임의 사회화와 관련한 논의는 일
찍이 18세기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149) 이러한 논의에서 출
발하여 프랑스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
여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프랑스법은 
자연발생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기술문명의 이기(利器)가 초래한 인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150) 프랑스의 경우 위해 예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행
정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행정법에서 다루어왔던 일반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자보호에 관한 1893년 법률’151)에
146) ibid.

147) Conseil d'État Rapport public 2005: Responsabilité et socialisation du risque. p. 274 
참조.

148) ibid.

149) ibid.

150) ibid.

151) La loi du 12 juin 1893 relative à la protection générale des ouv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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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찍이 행정의 관여에 의해 작업장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당위성을 
선언한 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2004년 석면으로 인한 재해 발생과 
관련한 프랑스 상원은 공식보고서를 통해 국가는 사용자(l’État 

employeur)로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제자(l’État contrôleur)로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152) 

(3) 사전예방의 원칙과 행정책임의 관계

1) 안전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원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간이 되는 일차적인 원칙은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오늘날과 같이 현대적인 위험 사회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이 불문법원칙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이 행정책임의 원칙으로 추가된
다고 설명한다.153)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행정은 위해를 사
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154) 

이 때 사전예방의 원칙은 사회의 기술적 진보와 그러한 기술 혁신에 수
반되는 위해를 예견하는 사회의 인지능력 사이에는 불가피한 간극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성찰과 자인(自認)으로부
터 출발한다.155) 이러한 출발점을 공유한다면,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한 
152) Le Sénat, Rapport: Le drame de l’amiante en France: comprendre, mieux réparer, en 

tirer des leçon pour l’avenir, 2005. 10. 26.자 제출 보고서, <III-B. La résponsabilité 
de l’État> 참조. www.senat.fr [2014. 6. 25. 방문]

153)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13éd. Montchrestien, 2013, p. 715 참
조.

154) Conseil d'État Rapport public 2005: Responsabilité et socialisation du risque.

155) Karine Foucher, Principe de précaution et risque sanitaire: recherche sur 
l'encadrement juridique de l'incertitude scientifique, Thèse de doctorat Droit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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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리는 공동체 내에서 행위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와, 이러한 의무에 
기초한 책임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으로 성
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156)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한 행정
의 책임은 ‘인식’과 ‘결단’, 다시 말해 규범판단과 정책결정의 경계선상
에 놓인 쟁점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157)

2) 사전예방의 원칙과 자율규제와의 상관성

사전예방의 원칙158)은 자율규제와 행정에 의한 통제를 기능적으로 연
결하면서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원칙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Nantes 2000, p. 351.

156) Karine Foucher (2000), op. cit., p. 360 참조.

157) Karine Foucher (2000), op. cit., p. 277 참조.

158) ‘Precautionary Principle’의 한국어 번역은, 법학 연구의 용례만으로 제한하더라도, 
사전주의ㆍ사전배려ㆍ사전예방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그동안 공법학에
서는 특히 국가의 생존배려의무에서의 ‘배려’라는 어휘를 독일공법학자 E. 
Forstoff 의 ‘ Vorsorge’ 개념을 해석할 때 사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독일환경행정법
의 원리들을 국내에 소개할 때에도 사전배려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이러한 사
정 때문에 유럽식품법 (EC) 제178/2002호 제7조의 ‘Precautionary principle(英), 
Principe de précaution(佛), Vorsorgeprinzip(獨)’라는 어휘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견해의 차이에 따라 ‘배려’, ‘예방’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 민사법학과 관련한 
문헌에서도 ‘사전배려’의 번역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 한편 국제법 관련 연구문
헌에서는 주로 ‘사전주의(事前主義)’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법령 중 「식
품안전기본법」제4조 제2항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의 ‘사전예방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1991년 제정 시기부터 제8조 
제1항에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법령에
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조화롭게 번역하기 위하여 식품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Precautionary principle(英), Principe de précaution(佛), Vorsorgeprinzip(獨)’을 ‘사전예
방의 원칙’이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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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럽연합에서 식품법상 영업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경찰
행정의 개입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제에서 핵심적인 매개가 되는 법원칙
이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식품법에서 사전예방의 원칙
은 국가, 위생행정청, 식품영업자뿐만 아니라 식품공급망에 관여하는 모
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법치행정의 내용인 법률우위는 원칙
적으로 법적용명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행정이 정한 일률기준으로 법령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에게는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행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판과 법집행에
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규
제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의무 이행 사실을 행정에 보
고하고 행정은 필요에 따라 점검을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요컨대, 사전예방의 원칙은 자율규제의 기능적 의의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에 의한 개입과 관여를 정당화하고 구조적으로 체계화하면서, 

거시적인 차원의 공적 규제를 기능적으로 완성하고 규제목적을 달성하도
록 하는 기본적인 법원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법에서는 규칙 제178/2002호의 제7조에 규정된 사전예방의 원칙과 
관련하여, 규정의 문언상 ‘채택할 수 있다(may be adopted)’라고 표현된 
점에 주목하여, 일부 법학자들 중에는 유럽의 입법자들이 불확실한 위해
의 상황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
다.159) 이러한 견해에서 출발한다면 사전예방의 원칙은 그 성질상 본래 
구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책결정자에게 결정재량이 부여된다. 정책결정
자에게 결정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159) Luigi Costato, Principles and rules of european food law, in European food law, 
edited by Luigi Costato and Ferdinando Albisnni, Italy: CEDAM, 2012, p. 8 참조.



- 181 -

법적 책임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종적으로 사법심사의 
단계에서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판단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160)

이러한 차원에서 실제로 광우병 발생 시 영국 정부는 행정의 차원에
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
하였다.161)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법심사의 단계에서 표명되었다면 받아
들여졌을 것이고, 광우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특정 시점에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어떠한 국가배상책임도 부
담하지 않는다고 사법부는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한다.162)

프랑스의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이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위법성 판단 내지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
다.163)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도 있다.164) 다
시 말해 사전배려조치가 필요함에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중국의 연구문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165) 다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 손해 발생

160) ibid.

161) Lord Phillips Report, 1997. 12. 참조. 이에 관한 사례연구로 Matthias Beck et al.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and risk assessment: A case study of the U.K.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ri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2005, 
Vol. 65, No.4. 참조.

162) Luigi Costato (2012), op. cit.

163) Amaud Gossement, Le principe de précaution: Essai sur l’incidence de l’incertitude 
scientifique sur la décision et la responsabilité publiques, Editions L’Harmattan, janvier 
2003.

164) 주 327) 문헌의 결론과 동일한 취지로는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
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통권21호 (2008년 8월),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143-163면, 특히 159면 참조. 



- 182 -

의 원인된 행위가 존재했을 당시로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 발생하
므로 가해행위시의 과학기술지식 및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한다.166) 

극단적인 사전예방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손해 발생이 없는 ‘0’의 위해기준에 의거할 것, 둘째 최악의 시나리
오를 전제할 것, 셋째, 위해가능성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위해가능성 
부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가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규제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비의도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167) 이러한 극
단적인 조건하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합당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하에서의 책임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조건을 전제한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원칙은 위해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적ㆍ방법론적 개념(une notion 

processuelle et méthodologique)’이며, 구체적인 상황적 조건에서 특정한 
결정을 강제하는 실체법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168)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행정 당국이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적으로 대체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65) X. Lin, et al., “Study on effect of product liability to inherent safety”, Procedia 
Engineering, vol. 45, 2012, p. 274 참조.

166) 박균성 (2008. 8), op. cit.

167) ibid, p. 278 참조. 이와 동일한 견해로 Cass R. Sunstein, Paralyzing Principle, The. 
Regulation, 2002, vol. 25, p. 32-37.

168) Olivier Godard, Le principe de précaution, une nouvelle logique de l’action entre 
science et démocratie, Philosophie politique, 2000. 5. 이러한 견해는 사전예방의 원
칙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채택되고 있다. Philippe 
Kourilsky et Geneviève Viney, Le principe de précaution: Rapport au Premier 
ministre. Paris, éd.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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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자치형 품질규제에서 행정의 책임

(1)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책임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의 통제 활동은 자기통제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후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기통제형에서는 
안전규제 영역에서 실행된다는 특성 때문에, 자율주체와 위생행정청의 
관계는 행정에 의해 규제기능의 수행이 대체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사후통제에서도 마치 검증이 실시되는 것처럼 전면적인 감시가 이루어진
다. 이와 달리 기능자치형에서는 자율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
여야 할 필요 때문에 전면적 대체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품질규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행정은 가능
한 영업자단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개입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169) 

일반적으로 기능적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감독청에 의한 합목적성 통제는 
제외되며 합법성 통제만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0) 만약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때에는 행정은 
영업자단체에 대하여 권한남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독ㆍ통제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행정이 자율조직에 대한 통제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때, 이를 원인으
로 손해를 입게 된 자에게 행정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171) 일반적으로 행정의 불법행위책임은 국

169) 이에 관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II. 2. 참조.

170) 발터 루돌프ㆍ이원우(역), “독일의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행정법연구」2001/하
반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7면 참조.

171) Yves Gaudemet,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et nouvelles activités de contrô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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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상법의 규율영역에 속하는데, 이때 통제작용에서의 행정의 과실의 
정도가 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된다. 

우리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
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데, 과실의 정도를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지 않으며, 경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72) 우리법에서는 국가
배상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중과실과 경과실 양자를 구별하
지 않으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
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 인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한다.”라고 한다.173) 우리 대법원은 위법성 요건에 대한 판단 단계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법성 판단은 
위법 또는 적법의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배상책임
의 인정 또는 불인정이라는 이원적인 결말을 낳는다. 그리고 요건판단에
서 과실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 인정범위의 스펙
트럼이란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기사용 관련 경찰권 행
사, 법관의 재판 등와 관련한 판단에서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법에서는 국가배상책임

in SÉNAT, Actes du colloque: vers de nouvelles normes en droit de la responsabilité 
publique, 2001. 5. http://www.senat.fr/colloques/colloque_responsabilite_publique/

 colloque_responsabilite_publique14.html [2014. 6. 25. 방문] 참조.

172) 김동희, “한국과 불란서의 행정상손해배상제도의 비교고찰”, 「법학」 제16권 제
1호(197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0면; 박균성, “國家賠償法上의 違法과 過失에 
관한 理論과 判例”, 「행정법연구」제1권 1호(1997.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28면, 
특히 20면 참조. 

17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
1330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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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종의 정책적 결단의 산물로 접근하며174), 과실요건 판단의 단계적
인 스펙트럼을 상정하고, 사안에 따라 과실의 경중을 판단함으로써 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위법성 및 과실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 행정법에서는 행정이 수행하는 통제활동은 그 
자체로 행정에 의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활동이며, 행정통제는 원칙적
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인이나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향유하는 
자유,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한계
를 가지는 작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175) 행정통제에 있어서의 이러
한 법적 한계는 행정통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심사의 단계에서 논의되
는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규제자에 대한 사법통
제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이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176)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최고민형사재판소인 파기원의 원장
을 역임한 Guy Canivet는 ‘규제’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판사가 규제자의 결정
이 적정한 것(l'opportunité)인지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174) 이러한 태도는 블랑코판결(“행정상 손해배상의 법리는 일반적인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역무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국가의 권리와 사인의 권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에 따라 변동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가진다.”(TC 8 février 
1873, Blanco, nº 00012, Rec. Lebon, page 61.)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e éd. Dalloz, 2010. pp. 458-9, §460 참조.

175) Philippe Terneyre, Répertoire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Interventions économiques, Dalloz janvier 2012.; 그리고 이 때의 자유란 프랑스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익 내지 권리
로 간주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한다. CE ass. plén., Arrêt du 30 novembre 2001,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 M. Kechichian et autre, n° 219562, publié 
recueil Lebon 참조.

176) Guy Canivet, Propos généraux sur les régulateurs et les juges. in FRISON-ROCHE 
M-A., Droit et économique de la régulation Ⅰ, Presses de Sciences Po./Hors 
collection, 2004, 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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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판사가 규제자의 지위를 대체하여 규제
자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177)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규제자
의 결정에 대한 심리와 판결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법성 통제(le contrôle 

de légalité)에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성에 대한 통제(le contrôle 

d'opportunité)까지 심사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의미하며, 

두 번째 문제는 소송의 유형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 내지 무효확인소
송 등 월권소송(le contentieux d'annulation)의 형식으로 재판을 할 것인지, 

혹은 완전심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의 형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한다.178)

이러한 행정통제의 성질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행정법학자 R. Chapus는 
행정통제는 행정에 의한 통제활동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이른바 통제활동과 연관된 ‘책임의 면제(franchise de responsabilité)’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곧 중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
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학계의 학설의 견
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서도 행정통제 활동
에 있어서는 통제기관의 중과실(la faute lourde)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
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79)

프랑스 국사원은 2001년 11월 선고된 판결에서 독립행정청인 은행위
원회180)의 행정통제 활동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책
177) Guy Canivet, op. cit., p. 192 참조.

178) Guy Canivet, op. cit., p. 192 참조.

179) C.E. assemblé, Arrêt du 30 novembre 2001,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 M. Kechichian et autre, n° 219562, publié recueil Lebon).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다음을 참조 ; Alain Seban, Conclusions sous Conseil d’Etat, Assemblée, 30 novembre 
2001, n° 219562,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 M. Kechichian et autres, 
RAIF 15 juin 2002, http://www.rajf.org/spip.php?article910 [2014. 6. 25. 방문] 

180) 1984년(la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설립된 은행감독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ôle des banques)는 이후 은행위원회(la Commission bancaire)로 변경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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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고, 국가의 감독기능과 
관련한 국가책임의 범위를 중과실의 경우로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181)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고드메(Y. 

Gaudemet) 교수는 기존의 학설 및 판례 입장과 같이 행정통제에 있어서
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182) 이 판결은 프랑스 국사원이 ‘자유화’

라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행정의 통제절차와 이에 따른 통제활동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행정통제를 대상으로 하
는 사법심사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책임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의 권한과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규제작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법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지향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83)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행정의 불충실한 통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수행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행정통제가 부적
절하게 내지 불충실하게 수행(le mauvais contrôle)됨으로써 개인에게 야기

며, 은행위원회는 법인격이 없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보험업과 
은행업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010년 포괄수권명령
(l'ordonnance n° 2010-76)에 의해 은행, 보험, 상호신용(ACAM), 투자회사(CECEI)에 
대한 감독기능이 건전성감독청(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으로 일원화되었다.

181) C.E. assemblé, Arrêt du 30 novembre 2001,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c/ M. Kechichian et autre, n° 219562, publié recueil Lebon 참조. 경과실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파리항소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82) Yves Gaudmet (2001. 5), 참조.

183) Romain Rambaud, L'institution juridique de régulation : Recherches sur les rapports 
entre droit administratif et théorie économique, L'Harmattan, 2012. 7., p. 736, 제1701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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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손해를 전보하는 회원국 국내법상의 특별한 법률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
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당해 손해의 성질이 특별법에 의해 전보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184)

(3) 자율조직의 집행 과실로 인한 책임

자율조직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
율조직과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이나 또는 제삼자가 어떠
한 방법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자율조직의 결
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경우 자율조직은 구
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무수탁사인, 독립적 행정보조자, 비독립적 행정보
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법도그마틱에 따르고, 사실상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정보조자의 경우 
자율조직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경
우에도 사법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한 책임에 대한 행정재판권의 관할 성
립과 관련하여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사법인이 공역무 수행과 관
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행정재판의 관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
는 당해 공무 수행으로 인해 유발된 침해가 ‘우월적인 공권력(les 

prérogatives de puissance publique)’의 행사로 인한 결과”이어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185) 

184) CJCE, ass. plén., C-222/02, Paul and Others [2004] I-9425.

185) TC 7 juin 1999, Myrat, nº 03117, Rec. Lebon, page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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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자율규제에서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은 피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
여야 하며, 따라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피침해법익의 중대성이 큰 때
에는 규제적 개입의 강도가 높아지고, 피규제자의 상호 견제가 가능한 
때에는 개입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186) 규제적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
은 행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대체가능한 수준의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규제적 강도가 낮다는 것은 상황적 조건이 합
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가능한 피규제자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한다
는 것을 말한다.187)

한편 최근 규제책임과 관련하여 위험의 특성과 피규제자의 특성이라
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두 독립변수의 조합에 따라 최적 규제 
체계를 설정한 후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에 따라서 규
제적 개입의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IV . 소결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자율규제가 실효적인 법적 제도로서 기
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자율규제에서의 책임론은 자율규제의 유형별로 
영업자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영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는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라면 일응 위생경찰법상 의무 위반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생행정청은 위생경찰법에 근거하여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리고 외관위험 상태에서 위생감독청이 보건상 위해의 발생 가능

186) Julia Black & Robert Baldwin (2012.1), p. 146 참조.

187) Julia Black & Robert Baldwin, “When risk-based regulation aims low: A strategic 
framework”, Regulation & Governance No.6 (2012.1), pp. 131–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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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현저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위생경찰 하명
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가 부과되더라도 위법
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서는 자율조직인 영업자단체
가 제삼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은 경제에 
관한 질서행정법상의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율조직이 
집행과정에서 제삼자에게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율조직의 행
위의 성질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자율조직의 자기책
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의 전
제로서 자율규제의 자율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율규제
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통제는 자율규제를 타율규제로 변형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경제활동 영역
은 민주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기능적이며 실질적인 통제와 책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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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제
와 책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지적한 것은, 자율규제에 있어서 사
경제주체인 영업자와 공적주체가 혼합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자율규
제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귀속과 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적 논
의에서 ‘공법적이면서도 사법적인’ 중층적이고 혼합적인 법률관계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규제 입법과 집행의 영역에서는 법적 성
질이 혼재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통제와 책임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사인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사실에서 출발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의 법적 문
제를 분석해 보면, 자율규제에 관한 책임론에서 전통적인 공법적 도그마
틱들이 그대로 차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책임원리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데, 이 문제는 각 유형별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율규제하에서 행정은 중립적ㆍ객관적ㆍ독립적 조정자로서 사전적으
로 관여하며, 절차화ㆍ사법화된 통제과정에서의 감사자로서 사후적으로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율기준에 대한 통제는 사전적인 한계 설정, 사
후적인 기준 간 상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율조직에 대한 통제는 
행정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는 자율적 안전규제의 경우 행정감독, 행정지도
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지도는 통상 사후에 이루어지지만, 자율규제의 
기준 정립에 있어서의 행정지도는 공식적인 위해평가기관이 사전에 타당
성을 평가함으로써 자율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율
조직이 수행하는 품질규제에 대한 통제는 공무수탁사인, 독립적 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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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 비독립적 행정보조자의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전통적
인 행정통제의 도그마틱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율기준에 대
한 통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승인권한을 유보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통제하
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을 적용하여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자율기준은 행정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방식은 유용하지 않으며 법률분쟁에서 문
제되는 경우 자율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해석 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자율규제와 책임에 관한 논의는 영업자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영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는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응 위생경찰법상 의무 
위반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생행정청은 위생경찰법에 근거하여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립학교가 직영 집단급식소 급
식위생 자율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율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 항변을 할 수 없
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외관위험 상태에서 보건상 위해의 발생 가능
성이 현저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생감독청의 판단이 있는 때
에는 위생경찰 하명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가 
부과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능자치형 자율규제에서는 자율조직인 영
업자단체가 제삼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
은 경제에 관한 질서행정법상의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율조직이 집행과정에서 제삼자에게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
율조직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국가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자율조
직의 자기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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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준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자율기준은 규범력을 가지며 공법
상 책임의 준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율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식품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자율기준은 주의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증
명책임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업적 품질관리 기능이 위
탁된 때에는 자율조직은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며, 

사무의 성질상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권적 권한의 행사를 필요
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율조직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부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율
규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행정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자기통제형의 경우 사업자가 자율준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경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
업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 외관상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의 긴급성에 대한 판
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생
경찰권의 불행사로 인한 책임은 전통적인 경찰개입청구권의 도그마틱을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자가 자율기준을 적정하게 준수하는 경우에
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의회입법과 사법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는 규범공
동체의 가치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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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식품법상 자율규제의 유형과 책임

이 장에서는 식품법의 영역에 자율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
례를 살펴보고, 유럽, 프랑스, 한국의 제도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자율규제는 적용영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와 기능적 자치라는 자율규제의 원리와 전형
은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 속에 적합하
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국외 자율규제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
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본래적인 
자율규제의 규범적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규제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식품과 관련한 행정법적 논의는 행정법총론의 영업규제와 
관련된 장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식품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처분이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과 같은 제재
적 위하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민감한 영역이고,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어서 위
해가능성이 존재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식품행
정에서 위생경찰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식품법은 종래의 위생경찰작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
들에 직면해 있다. 항생제내성의 증가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규제,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상업화와 이에 대한 규제, 

식물보호제 사용의 증가와 환경오염의 심화로 초래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량의 증대, 나노가공기술의 발달과 비의도적인 위해효과의 발생 등
이 최근 국민 보건과 위생안전이라는 식품법상의 보호 법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식품위생행정
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영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일방적, 개입
적인 위생안전상의 경찰하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고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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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은 강제력과 위하력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벌칙을 동원하여 실효
성을 확보하며, 위생안전과 관련한 영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면
서도 중요한 규제수단이라고 할 있다. 한편 위기관리와 긴급 대응을 중
심으로 하는 식품행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는 제재와 벌칙의 실효성
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과
학적 ‘위해분석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정보제공의 원칙’과 같이 새
롭게 부상하는 식품법 영역에서의 위험과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원칙들
이다. 이 원칙들은 합리적인 규제 대안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침
이 되는 현대적 식품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1)

제 1 절  식품법 규범 체계와 자율규제

식품법의 규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법의 법원(法源)을 인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법의 법원이란 식품법 영역에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구속하고 행위질서를 정서하는 규범의 생성근거를 말한다
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법의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까지 학문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 따라서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경제
행정법의 법원과 관련하여 헌법과 특별행정법의 단계적인 체계로 경제행
정법의 법원을 설명하는 관점을 원용하여,2) 식품규제에 관한 법원을 헌

1) 유럽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각주 20)의 서지 및 이원우(편), 「식품안전법
연구 I - 현행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경인문화사, 2008 참조. 현대적 
식품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본론 제5장 제1절에서 다룬다.

2) 최송화교수는 경제행정의 법원으로서 헌법과 경제행정법령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송화, “우리나라 經濟行政法에 관한 연구”, 1972. 발표 논문, 최
송화, 「법치행정과 공익」, 박영사, 2002, 427～455면에 재수록. 최송화교수의 견
해에 따르면 농수축임산물 및 식품과 관련한 경제행정법은 헌법과 물자관여와 관
련한 경제행정법령을 그 법원(法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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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특별행정법인 식품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그런데 자율규제와 관련한 헌법규범과 식품법 규범의 내용은 그 적
용영역이 안전규제 영역인지 품질규제 영역인지에 따라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내용, 제한원리, 입법형성권의 한계, 통제기준의 척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규제 영역과 품질규제 영역으로 나누어 식품
규제에 관한 헌법규범과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식품법의 내용을 살펴보기
로 한다.

I . 식품규제에 관한 헌법규범

식품규제에 관한 헌법규범은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과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3)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식품 시장의 구
조에 비추어 보면, 수요 측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이 문제되며, 공급 측에서는 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안전규제 영역

(1) 안전할 권리과 국가의 보호의무

자율안전규제 영역의 핵심적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할 권
리’4)는, 헌법 전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 국
3)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은 제2장 제3절 II 1.을 참조.

4) 이른바 근대입헌국가의 헌법적 보호법익이 안전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사회적 정
의로 발전한다고 할 때, 헌법적 보호법익으로서의 ‘안전’이란 16-7세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외침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며, 시민혁명 이후 18세기 정치적인 상
황에서는 민주적 통치에 기반한 독점적 국가권력에 의해 수호되는 시민적 안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19세기 시장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서는 산업사회가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이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Jo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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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5) 그리고 안전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속성과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삶을 존
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할 권리는 천부적ㆍ생래적인 기본권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 후단의 규
정에 따라 불가침의 인권인 안전할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
다. 식품규제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으로부터 안전
할 권리란 식품 또는 식품 관련 용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생명ㆍ신
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통제원리로서의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 제10조 제2문의 효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단순한 
방침규정이 아니라 직접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규정으로 본다.6) 따라
서 국가는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실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작용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보건과 안전이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야 할 것이지만, 사후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Isensee(저)ㆍ이승우(역), 「國家와 憲法」, 세창출판사, 2001, 75면 참조; 20세기 이
후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 발전하면서, 안전이란 불확실성과 위
험에 직면하여, 한편으로 불의의 자연적 재난과, 다른 한편으로 인위적인 관리상
의 과오로 인해 야기된 위해로부터의 보호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
다.

5)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법학논집」제8권 1호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면 참조.

6)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판결; 김철수,「헌법학신론」21판, 박영사, 45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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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 자율안전규제와 입법재량의 한계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는 국가가 
천부적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
한다.7)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도 소극적인 방어적 기능과 적극적인 보호적 기능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안전규제 영역에서 입법이나 집행을 통하여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체의 건강이란 생
존과 행복의 전제이며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전제이며, 국민의 보건
권은 생명권 등과 이념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
다. 

(4) 실효성 통제기준의 적용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합헌성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
은 헌법 제10조 제2문 후단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는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8)와 제34조 제1항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호의무 중 최저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7) 권영성,「헌법학원론」2010년판, 법문사, 363면; 김철수,「헌법학신론」21판, 박영
사, 455면

8)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
헌바81 결정 참조.

9)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마417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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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사건10)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
호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
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국
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후자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최저생계
비사건과 건강보험요양급여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
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
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1)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관련하여 전자와 같이 국민의 생명, 건
강, 안전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적 법익이 문제되는 사안, 그리고 후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성 통제기
준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12) 이러한 사안에서는 국가가 단순
히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본권보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
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13) 요컨대, 불가침의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합헌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성 통제기준을 적
용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통제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4)

10)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등 결정 참조.

11)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2) 김성수,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34권 1호(2009), 241면 참조.

13) ibid.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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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규제 영역

(1) 영업의 자유

자율품질규제 영역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자의 경제적 자
유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된다
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영업의 자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않지만, 판례는 영업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된 자유라고 판시하고 
있으며,15) 통설은 영업의 자유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16) 

근대헌법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재산권의 자
유권적 성격이 강조되었으나, 20세기 이후 경제적 자유는 실정법이 보장
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변화되었다.17) 그리고 영업자의 권리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리도 경제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적 보호법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8) 따라서 자율품질규제 영역에서 문제되는 영업자의 
경제적 자유는 소비자의 권리와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품질규제 영역에서 문제되는 소비자의 권리는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을 중심으로 하며, 선택권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
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19) 

15)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이 두 건이 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판결례라고 예시하는 견해는 권
영성 (2010), 575면 참조.

16) 권영성 (2010), 575면 참조.

17) 권영성 (2010), 556면 참조.

18) 권영성 (2010), 554면 참조.

19)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현행 법률은 소비자선택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소비자기본법」 제4조 3호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
하여 규정하면서 선택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식품에 관한 거래에
서 소비선택권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Directive 2011/83/UE du Par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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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식품 선택권의 의미를 정리하면, 식품 선
택권이란 식품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
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제한원리로서의 과잉금지원칙

품질규제 영역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경쟁의 영역으로
부터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이행된 영역’20)에 해당하므로, 품질규제 영역
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자유, 영업
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업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
다.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보장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헌법적
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권에 기초하며,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
는 국가의 간섭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과잉금지원칙이 적
용된다.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
하여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보다 우월한 공
익의 실현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하며, 비례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
용된다.

(3) 자율품질규제와 입법형성의 범위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헌법이 부여한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
법을 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적 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européen et du Conseil du 25 octobre 2011, Relative aux droits des consommateurs 
참조.

20) 이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II, 3 (1)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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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법은 할 수 없다.21)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에 관한 
입법은 합헌적인 것으로서 존중된다. 안전규제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품질규제 영역에서는 입법형성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된다. 품질규
제 영역에서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
형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4) 명백성 통제기준의 적용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가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
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22)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이른
바 ‘명백성 통제기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23) 품질규제 영역에
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문제되는 때에는 명백성 통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같은 중대
한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품질규제 영역에서 문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인이 영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식품법

식품법24)은 식품안전규제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
21)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2 결정; 권영성 (2010), 170면 참조.

22) 헌법재판소 2008. 12.26. 선고 2008헌마423 전원재판부 결정
23) 김성수,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제34권 1호(2009), 241면 참조.

24) 특별행정법으로서 식품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행 법령으로는 「식품안전기본
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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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안전규제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목표로 하며,25) 식품산
업진흥법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함으로써 경쟁적인 식품 시장을 제도
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6) 각각은 안전규제와 품질규제를 일차적인 
규제목적으로 한다. 산업진흥과 안전규제의 병립적 관계는 시장이 매개
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식품행정에 있어서도 식품 시장이 
매개되는 경제행정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양대 목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식품법상 안전규제법과 산업진흥법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두 법 영역이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27) 그런

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
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
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
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
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5) 식품안전기본법 제1조 (목적)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
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7) 식품법의 역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보호라는, 즉 
주관적인 법익과 객관적인 질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미 근대적인 식품표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단초가 발견되는데, 조선의 세조는 전순의에게 ‘식료찬요’라는 책제목을 하사하면
서, 곡식ㆍ고기ㆍ채소ㆍ과일이 나타내는 이름과 실제 품종명이 일치하도록 한자로 
된 명칭에 한글 명칭을 달아서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했다고 전해진다(전순의, 《식료찬요》, 1460, 김종덕 역, 고농서국역총서 9, 
2004). 근대적인 법령 제정은 일제강점기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최초로 도
입된 규칙은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 취제규칙’으로서 이 규칙은 1911년 
11월에 공포되었다. 이 규칙은 1900년 2월 24일 공포된 일본법률 ‘음식물 기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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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제까지 식품과 관련한 행정법적 논의는 주로 행정법총론의 영업규
제와 관련된 장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영역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은 전
통적인 영업경찰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현대적인 식품안전규제법
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8) 그러나 식품안전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법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선도하는 식품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안전규제법
이 변화해 왔으며, 안전규제법의 발전에 상응하여 식품산업은 적응력을 
강화해 나간다. 따라서 식품법상의 자율규제에 있어서도 식품법의 각 영
역의 법적 원리, 규제 목표, 규제수단을 고려할 때에만 규범과 실제의 모
순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규제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품 취체에 관한 건’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었다. 이후 ‘조선우유 영업 취체 규칙’,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 취체규칙(1911년 총독부령 제133호), 메칠알콜 취
체규칙(1912년 총독부령 제121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 취체규칙(1911년 총독
부령 제134호) 등 기타 5개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률들이 공포되었다. 미군정기에
는 식품안전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1945년 9월 
24일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이 공포됨으로써 이전까지 경찰국 위생과에서(경찰
관서) 담당하던 업무가 행정부서의 위생국으로 이관되었다. 위생검찰, 공중욕장, 
식품 또는 무주정음료 제조판매의 면허에 관한 건(1946년 군정법령 제83호)도 군
정기 때 시행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미군정기에 미국에 의해 식품위생법(1947. 
12. 24. 공포)과 도축장법(1953. 8. 1. 공포)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위생기준과 
함께 품질규격의 내용을 정하는 법령들도 제정되었다.

28)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은 식품소분업자가 완제품을 개봉한 후 임의로 소분하여 
판매한 경우(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누133 판결. 미신고 소분업의 단속은 식
품위생분야 전담 특법사법경찰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다. 식품의
약품안전청 2011년도 사업보고서 참조); 유통업자가 변질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급식제공자가 남은 음식과 반찬을 재사용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
고 2005가합8181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468 판결; 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대법
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 유통기한 표시를 변작하여 재판매한 경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
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를 이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
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까지도 식품행정의 주된 
특성이 위생경찰 작용으로 파악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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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식품법의 목적

우리 법은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9) 음식물이란 물리적 개념으로서, 개인
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공급하는 물
질을 말한다. 규범학에서 포착하는 식품의 개념에는, 이와 같이 구성물질 
자체가 지니는 사실적이고 물리적인 개념 요소 이외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화이자 기초적인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한 기본재(基本材, un bien fondamental) 내지 인권재(人權材, un 

bien d'humanité)로서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30) 식품의 필수재적 특성 
때문에 식품법은 인류의 존속과 생명 유지 및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궁
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건강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식품법에 명시
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식품법의 현안은 주로 거래적 관
점과 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물품교역시장 또는 공동시
장에서의 보편적 거래대상으로서 동일성을 평가하는 거래적 관점과 식품
에 화체된 과학과 기술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기술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
능 오염과 1990년대의 소해면상뇌증 쇠고기 오염 사건을 계기로 식품과 
연관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규범과 당위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성찰

29)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1호 참조.

30) Marie-Anne Frison-Roche, Les biens d’humanité, débouché de la querelle entre 
marché et patrimoine, in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mondialsation, Dalloz, 2004. 
Marie-Anne Frison-Roche, Appliquer le droit de la régulation au secteur agricole. 
Droit-Economie-Régulation, 2004,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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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법익보호의 관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의 전환은 식품 관련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가 일차적인 보호법익으
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규범적 전제를 보편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계
기가 되었다.

(2) 식품의 ‘안전’과 ‘품질’

세계보건기구(WHO) 설립헌장은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복지를 포함한다.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
유하는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1) 이에 기
초하여 범세계적으로 기본적 인권으로서 향유되는 건강권은 질병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ㆍ사회적인 평온과 상태를 포함하는 적
극적인 권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식품의 개념 정의도 식품 자체의 물리적 안전성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완전성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32)

광의의 식품 품질이란 무해성과 함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식품의 총체적 품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광의
의 식품 품질 개념은 객관적인 품질 요소, 다시 말해 식품에 내재하는 
성분요소들의 과학ㆍ기술적 적합성, 물리적 관능, 성상, 위생상의 안전, 

영양소 함량, 기능성 등 기술적 표준화가 가능한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주관적인 선호에 따른 정신적 및 활동적 가치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31) WHO,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WHO 홈페이지 참조
http://apps.who.int/gb/bd/PDF/bd47/EN/constitution-en.pdf [2014. 6. 25. 방문]

32) Anna M. Giusti, Bignetti Enrico & Cannella Carlo, Exploring New Frontiers in Total 
Food Quality Definition and Assessment: From Chemical to Neurochemical Properties, 
Food Bioprocess Technology, 2008, pp.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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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섭취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섭취 전후의 기능과 가치들이 식품의 
총체적 품질에 포함될 수 있다.33) 더 나아가 식품에는 식생활, 문화, 역
사, 전통, 지역적 특색, 환경 등 모든 종합적 품질가치가 포괄적으로 집
적되어 있다.34)

이러한 식품 품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식품
의 품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35) 국제표준화기구(ISO)도 
“식품의 품질이란 제품이 갖고 있는 성질 및 특징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표방한 내용이나 묵시적으로 함축된 
사항들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36)

요컨대, 식품의 총체적 품질은 섭취를 목적으로 한 물건으로서 위생ㆍ
안전기준과 상업적 거래표준에 적합한 객관적인 가치와 소비자의 주관적 

33) Anna M. Giusti, Bignetti Enrico & Cannella Carlo (2008), pp. 130-142.

34) Sylander, Rapport sur la notion de qualité – 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French National Food Council), Paris. 2001 ; FAO Regional Office for Europe, Food 
Safety and Quality in Europe: Aspects concerning in particular Quality, Nutritional 
Balance, the Importance of Agricultual Land and Cultural Heritage, 24th FAO 
Regional Conference for Europe, Item 6, 2004.5, 특히 제 II 장의 식품 품질의 정의에 
관한 장; 식품의 총체적 품질에 관한 내용은 본론의 제2장 2절 이하 참조.

35) FAO, As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National Food 
Control Systems, 2003, 특히 3.1 Food Safety,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부분 
참조.

36) ISO, ISO 8402, ISO 22000:2005– Overall requirements, ISO 22005:2007– Traceability 
in the feed and food chain. http://www.iso.org/iso/home/store.htm, [2014. 6. 25. 방문] 
FAO 유럽동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의 품질원산지관리를 위한 홈페이지의 용어 정
의에서는 ISO 8402의 개념 정의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http://www.foodquality-origin.org/europe/main-content_where_page_is_glossary [2014. 6. 
25. 방문] ‘품질(quality)’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ISO 9000은 ‘품질
이란 제품, 제조과정 및 시스템의 본질적인(고유한) 성질의 총체로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식품의 품질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ISO 
9000의 개념 정의를 참조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 ; 프랑스 경쟁소비
총국(DGCCRF), Concurrence et Consommation, nº163 (janvier-février-mars 2009), pp. 
16-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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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식생활문화 등 주관적인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종합적인 질적 우
수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37)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식품의 위생
적 안전, 상업적 품질, 안전과 품질의 단계적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생적 안전

식품의 위생상 품질, 곧 위생적 안전(sanitary quality, la qualité 

sanitaire)이란 식품의 무해성과 안전성을 의미한다.38) 국제식품규격위원
회39)는 식품의 위생적 품질이란 “인간이 섭취하기에 알맞은 안전하고 건
전하며, 완전한 식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
통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 및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식
품의 위생적 품질이란 식품의 변질, 유해물질의 함유, 병원미생물의 오염 
및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방법과 취급방법, 제조 이후 단계
에서의 유통 관리상의 안전을 의미한다.40)

37) Gary Smith, Interactions entre normes publiques et normes privées dans la filière 
alimentaire, Éditions OCDE(불문), 2010,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ing Papers, No. 15, 
OECD Publishing(영문). 2009 참조.

38) 식품의 위생상 품질에 대한 정의는 다음을 참조 ; Gaëlle Bossis, “La notion de 
sécurité alimentaire selon l’OMC: entre minoration et tolérance timide”, R.G.D.I.P., 
2001, pp. 331-354; Gaëlle Bossis, “Gestion des risques alimentaires et droit 
international: la prise en compte de facteurs non-scientifiques”, R.G.D.I.P., 2003, p. 
693; Gaëlle Bossis, La notion de sécurité alimentaire et l'Europe: entre harmonisation 
et précaution, R.D.R., 2001.5, pp. 266-278; Fraichard Serge, Quelle veille 
administrative ?: "Sécurité dans l 'alimentaire et le non-alimentaire: Des histoires 
parallèles?, R.C.C., 2003.1, pp. 39-40 참조.

39)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조직한 식품 관련 정부간 국제협의기구를 말한다.

4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 지방행정연수원 연수교재, 2012, ‘식품위생의 정
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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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적 품질

식품의 상업적 품질(commercial quality, la qualité commerciale)이란 식
품의 품질에 관한 요소 중 위생상 품질을 제외한 모든 객관적인 품질요
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식품의 내재적 성질에 관한 사항과 외내적 성질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 식품의 생산 및 소비와 연관된 특
성까지 포함된다.

식품의 상업적 품질은 경쟁법적, 소비자보호법적, 환경법적 가치를 가
지는 개별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경쟁법적 품질요소는 표준화ㆍ규격
화, 제품인증, 동등성과 관련되며, 소비자보호법적 품질요소는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연관된다. 환경법적 품질요
소는 유기가공, 자가농장재배 등 생산이나 유통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성분의 함량(주정함량)

은 제품의 성분규격으로서 품질기준에 해당한다. Cassis de Dijon 사건4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과실주의 주정함량을 20%이
하로 하여 판매하고, 독일에서는 맥주의 주정함량을 10% 이하로 하여 
판매한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국가간 상호승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상호승인의 원칙에 따
라서 프랑스의 주정 표준을 준수한 프랑스 과실주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정함량은 제품의 위생안전에 영
향을 미치지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상업적 품질기준에 속하기 때문이다. 

41) CJCE 20 fév. 1979, C-120/78; 이 사건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의견서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sur les suites de l’arrêt rendu par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le 20 février 1979, dans l’affaire 120-78(Cassis 
de Dijon), JO, 3 octobre 1980, C256,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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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과 품질의 단계적 구조

식품법의 규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적은 
식품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의 방지라는 두 단계의 하위
목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42) 다시 말해 식품법
의 구체적이며 기술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첫째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식품 자체를 건전화하고, 둘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의 기망ㆍ사기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경
쟁적인 식품 시장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품법의 단계적인 목표는 유럽법과 미국법에서도 동일하
게 확인된다. 유럽연합의 식품안전기본법인 제178/2002호 제8조는 소비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 부정불량을 방지하고43) 기망행위를 
금지하는44) 규정을 두고 있다.

2. 식품안전규제법과 자율규제

(1) 식품영업자의 자기 통제

1) 식품영업자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과 영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

42)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1조 참조. 

43) 제178/2002호 제8조 1항(b)호
44) 제178/2002호 제8조 1항(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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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수입ㆍ
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45) ‘영업자’란 이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동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동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6) 요컨대, 「식품위생법」은 식
품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
고, 다른 일부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며, 또 다른 일부 영업에 
대해서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47)

위와 같은 법령상의 식품영업자 이외에도, 식품영업법의 규율을 적용
하여 규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영업자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허가, 신
고,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없이 하는 때에는 영업폐지의 대상이 
된다. 이른바 무허가 행위자에게는 식품영업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
다.48)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생행정청은 사실상의 영업행
위를 대상으로 위생안전법상의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일정한 경
우 반드시 개입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49)으로 

45) 「식품위생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2조 제8호 참조.

46) 「식품위생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2조 제9호 참조.

47) 등록 대상 영업은 2011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제21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이 등록대상 영업에 해당
한다.

48) 대법원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식품영업자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구)「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참조.

49) 콜라텍업에 대해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
조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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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에 따
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

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본다50).

유럽식품법 제178/2002호 제3조 2호 및 3호에서 정의하는 ‘식품영업’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적
이거나 또는 사적이거나,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련되는 모든 단계
에서 이와 관련되는 활동을 영위(營爲)하는 행위”를 말하며,51) ‘영업
자’52)란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식품 영업이 식품법상의 규정들을 준수

50)「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한
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말소사유인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
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
조 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법제처,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등 관련 민
원인의 신청에 따른 법령해석 [법제처 11-0334, 2011. 8. 19.] 참조.

51) Regulation (EC) No 178/2002, Article 3, 2. 참조.

52) 유럽식품법은 식품 영업 및 영업자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EC) 
제178/2002호 제3조 2호 및 3호에서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
칙에서 식품 ‘영업’은 영어로 ‘food business’라고 표현되며, 불어와 독일어로는 각 
‘entreprise du secteur alimentaire’, ‘Lebensmittelunternehmen’이라는 어휘로 표현된다. 
한편 식품 ‘영업자’는 영어로 ‘food business operator’라고 표현되며, 불어와 독일어
로는 각 ‘exploitant du secteur alimentaire’, ‘Lebensmittelunternehmer’라는 어휘로 표
현된다. 영문과 불문에서는 상이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어는 동
일한 표현으로 식품영업과 식품영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법에서는 일반적으
로 사업자와 영업자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 사법상의 행위주체는 사업자로 
표현하며 행정법 내지 공법상의 행위주체는 영업자로 표현한다. 독일법에서는 사
업자와 영업자를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며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즉, 
공법상의 행위주체로서의 자격, 성질, 기능을 가지는 영업자와 민사법 상사법상의 
행위주체로서의 자격, 성질, 기능을 가지는 사업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 차
성민, 「독점규제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특히 비교법적 고찰 중 독일에 관한 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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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
다.53)

2) 식품영업자의 자기통제

2002년 유럽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영업자는 자기가 생산, 제조, 가공, 

유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
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은 사업자가 일차적인 위해관리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이차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54) 유럽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법상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가 영업자와 식품기업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55) 이처럼 식품안
전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가 영업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태도는 2002년 유
럽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식품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기
능이 행정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56) 

유럽의 식품위생규제는 2002년부터 제정된 일련의 규칙과 지침을 통
합한 위생규정집에 근거하는데, 규칙 제178/2002호 제17조 내지 제20조
에서 정보제공,57) 이력관리,58) 긴급위해관리59)를 세 가지로 핵심적인 사

53) Regulation (EC) No 178/2002, Article 3, 3. 참조.

54) ibid.

55) Regulation (EC) No. 178/2002, Article 3, 3. 참조.

56) ibid.

57) 178/2002/EC, 제10조, 제19조 참조. -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는 동 규칙 제10조 
‘공공정보와 제19조 ‘식품 사업자의 책임’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각 개별 제품의 위해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개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와, 일반적인 위해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공하는 
의무로 구성된다. 개별 제품에 표시되는 알레르기 주의표시, 유아 및 임신부의 섭
취 자제를 당부하는 경고문 등이 전자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면, 동물성 사료의 
섭취로 인한 위해가능성,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가능성, 플라스틱 재
질의 기구와 용기에 함유된 내분비교란물질로 인한 위해가능성 등은 후자의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58) 178/2002/EC,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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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60) 사업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자율적으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적인 통제활동이 이루어진다.

(2) 소비자보호정책과의 관계

로마조약 이후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은 양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 곧 
공급의 안정성과 식량 자급이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었을 뿐,61) 위생안전
이라는 질적 측면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로 1990년대 말까지 각종 식품 관련 위생기준들은 지침(directive)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62) 그러나 1996년 3월 영국정부의 광우병 발생 보
고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공중보건을 식품안전에 있어서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식품법을 관할하는 조직법적,63) 절차법적,64) 실
59) 178/2002/EC, 제10조, 제19조 참조.

60) Jean-Philippe Bugnicourt, le droit spécial de l’alimentation a l’épreuve du droit 
privée, publication Lascaux (2010. 1), 

 http://www.droit-aliment-terre.fr/documents/sources_lascaux/manifestations/syntheses

 /Synthese_29012010_alim_droit_prive.pdf [2014. 6. 25. 방문]

61) 로마조약 제100조(현행 95조)에 기초하여 유럽식품법은 점진적인 조화를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조화는 ‘공중보건’과 ‘경쟁 정책’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영역, 즉 
식품 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의 순도기준),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표시ㆍ광고기준), 성분규격 (예를 들어 잼규격, 냉동식품규격, 과일주스
규격)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때에도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단속적이며 잠정적으로 회원국에게 유보된 각국의 기준들이 적용되었는데, 그 연
원은 식품 거래에 있어서의 동등성의 원칙을 선언한 ‘Cassis de Dijon’판결(CJCE 
20 fév. 1979, aff. 120/78)이라고 할 수 있다.

62) J. Guegan et D. Charles Le Bihan (1977), Les objectifs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RDR.

63) 조직법적으로는 입법기능, 위해평가기능, 위해관리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기존의 
농업총국(DGA)에서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 SANCO)으로 입법기능을 이관하고, 
위해평가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설립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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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적65) 개편을 추진하고, 지침 형식의 규정들을 규칙(regulation)의 형식
으로 개정하게 되었다.66) 

그러나 식품법은 통일화의 과정을 거쳐 조화의 단계를 높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일원적인 단일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67) 특히 식품
법의 규범적 특성으로 인해 식품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단
일화의 한계에 놓인다. 첫째 식품법은 그 법적 연원에 있어서 단일화되
기 이전부터 유효하게 적용되어 온 개별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현재 세
계무역기구(WT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형성의 과정에 있는 규칙들과도 상치되는 면이 존재한다. 둘째 식품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다수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표준과 규칙들과 

해관리를 위해 DG SANCO 산하에 식품수의국(FVO)를 신설하였다. 

64) 절차법적으로는 1999년 5월 1일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 제152조의 규정을 통해 
보건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를 확대적용
하게 되었다.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공중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의 및 식
물위생 분야에 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절차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유럽 차원의 조치와 결정은 유럽의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시장의 성과와 관련한 문제, 예를 
들어 식품첨가물의 신규승인이나 식품표시기준에 관해서는 공동결정절차가 적용
되었다.

65) 실체법적으로는 199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식품안전녹서를 통해 개편 계획이 발
표되었다. 실제로 수정되거나 개정된 식품 관련 법령들은 2000년 1월 발표된 백서
에 요약되어 있다. EC, White paper on food safety of 12 January 2000 참조.

66) 이와 같은 조직법적, 절차법적, 실체법적 개편을 통해 유럽식품법은 경제적인 단
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단계에서도 통일화가(unification)가 이루어진 것
으로 평가되며, 특히 기존의 지침이 아닌 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피규
제대상 사업자의 규모(수제점포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대형기업)와 영역(1차농산
물, 1차 단순가공식품, 가공식품)을 불문하고 전면적인 효력을 인정한 점, 일반적 
법원칙(사전예방의 원칙, 식품 관계 법령의 입법절차에서 공공의견 수렴과 시민 
자문의 원칙, 위해정보의 제공원칙, 소비자이익 보호의 원칙 등) 을 기술한 점에서 
그러하다. Collart Dutilleul F. (2006), Eléments d’une introduction au droit 
agroalimentaire, in Mélanges en l’honneur d’Yves Serra, éd. Dalloz. 

67) François Collart Dutilleul (2007.7),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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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칙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규칙들이 어
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셋째 식품법은 그 내용의 
면에서 민사적, 형사적, 행정법적인 성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제품안전법 등의 민사특별법,68) 「보건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의 형사특별법, 「식품위생법」, 농산물관리법 등의 행정특별
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경제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일원적으로 단일화
하기 어렵다.69)

더 나아가 식품법이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때 식
품법의 형식을 어떠한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되어 있지 않
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규칙 제1924/2006호는 영양 및 건강 강
조표시의 형식적인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규
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무 위반 시의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유럽법 차원의 규칙이 제정되는 때에 형식
적인 단일화가 완비되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조치는 회원국의 집
행관할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회원국이 자유롭게 입법할 수 있
는 것인지, 이 경우에도 형식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70) 

식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일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규칙 
제178/2002호에서의 ‘위험(danger)’은 민사책임법에서의 ‘결함(défaut)’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기 
68) “유럽연합의 경우 제품안전지침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안전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또한 식품법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 CNA France, Avis n° 48 du 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dir. E. RECHARD et F. Collart Dutilleul), “La préparation de l’entrée en vigueur, au 
1er janvier 2005, de certaines dispositions du règlement CE n° 178/2002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qui concernent les entreprises”, p. 36 이하를 참조. 본론 제4
장의 제1절의 내용 참조.

69) François Collart Dutilleul (2007. 7), supra

70) François Collart Dutilleul (2007. 7), su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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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민사책임법상 ‘숨은하
자(risque de développement)’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이력추적(traçabilité)

이라는 개념은 불법행위 책임의 인과관계나 또는 책임귀속의 판단과 관
련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71) 무엇
보다도 불확정 개념인 ‘위험한 식품(aliment dangereux)’과 ‘결함있는 식품
(aliment défectueux)’은 사법심사 단계에서 동일하게 해석될 것인지 별개
의 개념으로 해석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해석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위험성과 결함 내지 제품의 하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민사
책임법과의 불가피한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들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며, 정치적인 
통합의 정도와 사법적 분쟁해결의 성숙도에 따라 새롭게 획정되는 한계
선상에 놓이게 된다. 불확정 개념의 통일적 해석을 위한 시도는 WTO 

분쟁 패널등의 사법심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의적 용어의 통
일화는 CODEX와 같은 정부간 기구의 공식적인 입법과 ISO 등 민간기
구의 자율기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식품 정책은 공동시장정책의 체계 내에서 식품을 다른 공산품
과 구별하지 않고 식품에 대해서도 공산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
장벽의 제거와 경쟁원리를 적용하였다. 경제적 통합에 중점이 두어진 유
럽공동체, 다시 말해 로마조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1952년부터 1974년
의 Dassonville 판결72)을 거쳐 Cassis de Dijon 판결이 선고된 시기까지 
유럽의 식품 정책이 공동시장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러한 사정은 실제로 광우병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88년에 제정된 식
품첨가물지침73)의 입법이유에도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첨가물지침의 입
71) François Collart Dutilleul (1997), “Regards sur les actions en responsabilité civile à 

la lumière de l'affaire de la vache folle”, RDR, n° 252, p. 226 참조.

72) ECJ, 11 July 1974, Case 8-74. Procureur du Roi v Benoît and Gustave Dassonville

73) Council Directive of 22 June 1988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flavourings for use in foodstuffs and to source materials fo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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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유는 근거조문으로서 가장 먼저 유럽공동체조약 100a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역내시장에서의 식품의 자유로운 거래에 있어서 회원국간에 불
일치하는 상이한 첨가물규칙이 식품 시장의 거래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동 지침을 제정한다는 이유를 지침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
하고 있다.74)

식품 시장에 관한 유럽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역내시장의 일반 
정책에 대하여 적용되는 TFEU 제207조(TEC 제133조)에 근거하였다. 그
러나 광우병사건을 계기로 TFEU 제152(4)(b)조(TEC 제168(4)(b))가 추가
되었으며, TFEU 제152(4)(b)조는 보건 안전과 관련된 동물과 식물에 관
한 정책을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때에는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입안하도록 하였다.75) 이와 같은 전환기 이후에 정립된 유럽식품법은 일
반 재화 내지는 서비스와는 다른 식품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리스본조약에서는 ‘단일한 유럽시장의 창
설’(제3조 3항)에 관한 내용보다, ‘자유, 안전, 권리에 관한 새로운 유럽
의 질서 구축’(제3조 2항)의 내용이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
정의 취지는 새로운 유럽법질서에서 정치사회적인 측면의 법제도화가 보
다 공고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사법재판소의 Cassis de Dijon 판결76)을 계기로 정립된 
production(88/388/EEC) (OJ L 184, 15.7.1988, p. 61)

74) Council Directive 88/388/EEC, preamble.

75) Luigi Costato, op. cit., p. 9 참조.

76) CJEU, 20 Feb. 1979. Case 120/78, Soc. Rewe-Zentral AG c. 
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Rec., 1979, §649의 내용 참조. Cassis de 
Dijon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식품회사 REWE 는 프랑스로부터 알코
올함량 20%인 Cassis-de-Dijon 을 수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독일의 연방주류전매청
이 독일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최소 알코올도수 기준 32%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수입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REWE 사는 독일 연방주류전매청의 수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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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승인의 원칙77)과 로마조약의 토대 위에서 식품법을 정립해 왔다. 그
러나 공동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기존의 식품법은 1990년대 말 영국에서 
촉발되어 범유럽에서 확대되었던 소해면상뇌증(이른바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규범주의적 토대 위에서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하였다.78) 

이러한 전환의 계기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병행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즉, 유럽연합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하고 공중보건(동 조약 제10장)과 소비자 보호(제11장)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가 개입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적 합의에 기초하여 유럽공동체는 2002년 최상위 규범으로서 식품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정하는 식품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
178/2002호를 제정하게 되었다.79) 이 법은 최하위 단계에 있는 모든 식

허 결정은 로마조약 제30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ECJ 에 소를 제기하였다. 
ECJ 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로마조약 제 30조는 회원국간 제품 규격(표
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일반국민(公衆)의 건강
유지, 소비자 보호, 제품의 순도유지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Paul Craig & Gráinne de Bú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Oxford 
univ. press, 5th ed. 2011. p. 649 참조.

77) 상호승인의 원칙, 또는 ‘Cassis-de-Dijon 원칙’이란 EU 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적법하게 판매가 승인된다는 원칙이다. 수
입회원국은 자국의 상업기준과 기술표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유로 수출회
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상호인증의 원칙은 유럽규칙이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non-harmonized area)과 관련된다. Alfonso Mattera, La 
reconnaissance mutuelle: une valeur historique ancienne, un principe juridique 
intégrationniste, l'assise politique d'un modèle de société humaniste, Revue d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2009. 10.; KJ Alter, S Meunier-Aitsahalia, Judicial Politics in the 
European Community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Pathbreaking Cassis de Dijon 
Decis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994.

78) 이러한 변화는 ‘켈젠적 전환(kelsenian transform)’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François 
Collart Dutilleul, “ les transformation du droit agroalimantaire ou l’histoire d’un trait 
d’union ” in Etudes offertes au Professeur René Hostiou, Paris: Litec, 2008, p. 105 참
조. 

79)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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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법령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적인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식품과 관련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규칙의 효력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80) 

3. 식품산업진흥법과 자율규제

(1) 식품영업자단체의 기능적 자치

식품영업자단체는 동종업계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 식품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자단체는 약 50여개 단체에 상당
한다.81) 유럽연합의 경우 대표적인 식품영업자단체만을 예시하면 약 25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Authority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O.J. E.C, 2001.2.1.

80) François Collart Dutilleul et Fanny Garcia (2009), 참조.

81)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된 사업자단체
이다. 대한제과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즉석떡류제조업계단
체),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제함식품공업협동조합(팥앙금제조업계단체), 한국
인삼제품협회, 한국재제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연식품공
업협동조합연합회(두부류제조업), 한국포장두류식품연구협회(포장두류제조업계단
체), 한국제분공업협회, 한국급식관리협회, 한국식품수출입협회, 한국카카오초코릿
기술협의회, 한일외식문화교류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식품제조가공업계단체), 한
국식품기기위생안전 진흥협회(식품용기등제조업계단체), 한국해조류가공식품공업
협동조합,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추출가공식
품업중앙회, 여수오천단지해산물가공업협동조합,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
락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죽염
공업협동조합, 한국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한국조미료공업
협동조합, 한국청량음료공업협동조합,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급식협회가 있다. 농
축수산물생산관련단체로는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계육협
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
가공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특수가축협회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고위기대응매뉴얼, 2013. 12. 238-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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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이른다.82) 법정단체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자체
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사무를 수
행한다.

(2) 경쟁 정책과의 관계

유럽연합 회원국이 행사하는 식품법상 행정제제 내지 형사제재 권한
은 식품 시장의 질서 유지와 경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공동체가 제정한 다수의 법령들은 식품법 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식품 관련 분야의 공식 점검ㆍ감독기능을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82) 유럽과일주스협회(AIJN: European Fruit Juice Association), 유럽연합초콜릿과자사

탕류제조업협회(CAOBISCO: Association of Chocolate, Biscuit and Confectionery 
Industries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아침식사용시리얼협회(CEEREAL - European 
Breakfast Cereal Association), 유럽설탕제조협회(CEFS: European Committee of Sugar 
Manufacturers), 유럽연합육류가공업협회결연본부(CLITRAVI: Liaison Centre for the 
Meat Processing Industry in the EU), 유럽연합이스트생산자조합(COFALEC: 
Confederation of EU Yeast Producers), 유럽연합요리제품협회단체연합(CULINARIA 
EUROPE: Federation of Associations and Enterprises of Industrial Culinary Product 
Producers in Europe), 유럽커피연합(ECF: European Coffee Federation), 유럽낙농제품
협회(EDA: European Dairy Association), 유럽병생수연합(EFBW: European Federation 
of Bottled Waters), 유럽허브차협회(EHIA & ETC: European Herbal Infusions 
Association & European Tea Committee), 유럽과자협회(ESA: European Snacks 
Association), 유럽향신료협회(ESA: European Spice Association), 유럽감자가공협회
(EUPPA: European Potato Processors’ Association), 유럽애완동물사료협회(FEDIAF: 
European Pet Food Industry Federation), 유럽제빵과자류재료제조공급자협회
(FEDIMA: Federation of EU Manufacturers and Suppliers of Ingredients to the 
Bakery, Confectionary and Patisserie Industries), 유럽벌꿀포장유통연합(FEEDM: 
European Federation of Honey Packers & Distributors), 국제마가란협회유럽지회( 
IMACE: International Margarine Association of the Countries of Europe), 유럽과일채
소가공업협회(PROFEL: European Associ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cessors), 유
럽특수용도식품회(SNE: Specialised Nutrition Europe), 유럽증류주회(spiritsEurope), 
유럽맥주양조업회(The Brewers of Europe), 유럽연합면류제품제조자연합(UNAFPA: 
Union of Organisations of Manufacturers of Pasta Products of the EU), 유럽청량음료
협회연합(UNESDA: Union of European Soft Drinks Association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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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들은 식품법상의 제재권한의 행사를 통해 달성된
다. 이 때 개별 회원국마다 차별화된 제재체계, 제재권한의 행사, 불균등
한 제재효과는 식품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본다.83)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법상 행정제재와 관련한 유럽법상의 보충성 원칙, 

형법상의 보장기능, 행정제재 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한다.84)

1) 품질기준 및 표시제도의 법령화

1990년대 이후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시장개방 및 자유화는 유
럽공동체 역외 국가와의 식품 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은 이전까지 공동체 역내에서 적용해온 식품품질표
시 제도를 역외 국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유럽품질인증제도의 
역내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교역 국가와의 상호인증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다.85)

2) 산업표준 및 인증체계의 통일화

유럽연합은 산업제품에 사용되는 친환경표시 등 품질인증 체계를 개
별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86) 1990년대 후반부터 통일화를 추진

83) Gerhard Dannecker, Lebensmittelstrafrecht und Verwaltungssankion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Bundesanzeiger, 1994. p. 7 참조.

84) ibid.

85) Laurence Boy (2013.1), p. 2, 각주2)에서 재인용.

86) 유럽국가 중 친환경 표시는 1978년 독일의 Blauer Engel 에서 ‘Ange Bleu’라는 문
구로 사용된 것이 가장 처음이며 상당히 널리 사용되었다. 프랑스는 자국의 국내 
표준화기구에서 통일된 형식을 제안하여 ‘NF Environnement’이라는 문구를 이용한 
인증표시로 사용되었으며, 제품의 사용주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
증 여부를 평가하였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로 구성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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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0년 7월 17일 유럽규칙 제1980/2000호로 법제화하였다.87) 그러
나 친환경표시 식품, 음료, 의약품 등에는 친환경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는 예외규정을 두었다.88) 

유럽연합의 경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인증제
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89) 민간 부문의 자율인증제도는 전체 식품
공급망에 걸쳐서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이
용되고 있다.90) 일반적으로 인증이란 제삼자에 의한 인증을 의미한다. 한
편 제삼자에 의한 객관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자사의 등록상표
(trademark)나 도안을 활용하여 식품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Nordic Swan’이라는 표시로 사용되었다. 캐나다는 1988년 
민간표준화기구에서 ‘EcoLogo’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Laurence Boy (2013.1), p. 2, Proposal Commission; Com 1996/0603 Final 참조.

87) Proposal Commission; Com 1996/0603 Final 및 Regulation (EC) No 1980/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ly 2000 on a revised Community 
eco-label award scheme,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0R1980:EN:NOT, 제
정이유 (4) 이하 참조. 

88) Regulation (EC) No 1980/2000, Art.2, paragraphe 5, 참조.

89) OJEU, Commission Communication-EU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2010/C 341/04 (1) Study 
conducted by Areté for DG AGRI; see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ity/index_en.htm ; 2010년 발간된 유럽집행위원회 농
업총국(DG AG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집
계된 민간의 자율 인증 사례는 440건을 상회하며,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90) 여기서의 사업자 간의 거래(B2B, Business-to-Business)는 주로 최종 매수인이 식품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사업자이거나 수퍼마켓 등 소매점포인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인증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에
서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B2C, Business-to-Consumer)에서도 활발하
게 운영된다고 한다. 민간 부문의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인증과 같이 
도안(로고, logo)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상 B2B 
거래에서는 도안을 사용하지 않고, B2C 거래에서는 도안이 사용된다. OJEU, 
Commission Communication-EU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2010/C 341/04, 1. Introdu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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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자율인증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91)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율인증이 활성화고 있는 이유는 식품 시장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규칙 제178/2002호에
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러한 사
실이 실제로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와 책임을 일차적
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
며, 만약 실제로 식품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처하고 지속적
으로 회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자발적으로 도
입하고 있다.92) 

3) 국제거래규범과의 관계

식품과 관련한 공식적인 위생조치에 대해서는 WTO SPS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기준의 형식으로 안전기준을 정하면 SPS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행정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
율규제를 통해 위해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개방화된 식품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이다. 그런데 보건행정의 영역에서 위해를 예방하고 관리하
는 것은 행정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제를 방임할 수 없
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영업자의 의무만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자율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식품법상 영업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경찰행정의 개입 가능성을 확장하면서도, 동시에 SPS와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름 아닌 자율규제라는 수

91) OJEU, 2010/C 341/04, 1. Introduction 참조.

92) OJEU, 2010/C 341/04, 1. Introdu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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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접적인 무역장벽효과가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자 
향후 SPS에서는 위생안전과 관련된 자율기준에 대해 부당한 통상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에 관한 검토를 진
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SPS의 초점은 
생산‘관리’기준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생안전상 규격, 기준, 조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 과정의 단계에서 관리기준으로 시행
되고 있는 국내 자율규제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이력제 등은 향
후에도 중요한 규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SPS에 위배될 가능성을 최소
화하면서 식품 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
전규제와 함께 자율적인 품질규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고
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품질규제는 SPS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유
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식품에 관한 국제 거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대해서는 SPS 협정이 적용된다.93) 이
외에도 식품법과 관련한 국제규범들이 적용된다.94) SPS 협정에서 정의하

93) SPS 협정은 제1조 통칙 제1호에서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식품과 관련한 위생조치가 포함된다. WTO 홈페이지 home > 
documents > legal texts > summary of final act, SPS 부분 참조.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이란 1995년 1월1일부터 발
효된 다자간국제조약으로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ㆍ식
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식품 및 동ㆍ식물의 국제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간 규범을 정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SPS 협정
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당시 농산물분야 통상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교역에 
관련되는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WTO, Understanding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998. 5., 웹서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und_e.htm [2014. 6. 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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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생조치95)는 예외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국제기준96)에 부합하는 식품의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SPS협정은 개
별 회원국이 CODEX, OIE, IPPC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에 비해 오염물질의 허용치가 높거

94) 식품법과 관련한 국제법 및 조약으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생물다양성에 관
한 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 (CITES),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식물신품종보
호를 위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기
본협정 등이 있다.

95) 동호에서의 ‘조치’란 동 협정 부속서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로서 부속서 정의조항에 따른 다음 조치를 말한다. 즉,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
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가목)’, ‘식품, 음료 또는 사
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나목)’, ‘동물, 식물 또
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다목)’,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라목)’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
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 중 생존에 필요
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
착을 포함한다. WTO SPS 농림수산식품부, 2003. 1월자 SPS 협정문 번역, 식품안
전정보원 식품관련 국제기구 조사자료, 27-53면 참조.

96) 식품교역과 관련하여 ‘세 자매 기구’라고 불리는 이들 3개 국제기구가 설정한 기
준으로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해진 기준치와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회원국은 식품
의 무역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WTO, Understanding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998. 5., 

 웹서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ps_e/spsund_e.htm [2014. 6. 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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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에서는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들이 국제기준에 부
합한다는 이유로 국내시장 내 진입을 의도하는 경우 수입 승인을 거부하
기 위해서는 타당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97) 

SPS조치에 따른 제한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공식적인 기준에 근
거한 조치가 문제되는 때이며, 자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
떠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98) 자율기준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자율기준들이 시장접근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고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99) 이 문제

97) 식품안전정보원 (2010.10), 5면 참조.

98) 이러한 사정 때문에 WTO 는 2005년부터 식품 거래에 적용되는 자율기준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WO annual report, 2005).이후 SPS 연차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자율기준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3월 SPS 회
의에서 ‘5개항의 실행원칙(Five actions)’이 채택되었다(WO annual report, 2011). 이 
실행원칙은 자율기준과 관련한 최초의 절차적 합의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후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2013년 4월 현재까지
도 개괄적인 사항이나 개념 정의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 
News, 2013. 3. 21.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sps_21mar13_e.htm 
[2014. 6. 25. 방문]

99) 2005년 6월부터 WTO SPS 분과는 농식품 시장의 자율기준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
여 관계기관 당국자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
해 왔다. 논의의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시장에 대한 접근
(market access, accès aux marchés), 비용 부담의 증가, WTO 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
이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간에 견해가 상반되는데, 
일부 회원국은 자율기준이 식품 공급자로 하여금 공급하려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
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
다고 한다. 한편 다른 일부 회원국은 사적 기준은 공적 기준보다 엄격한 품질수준
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 접근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쟁점인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거래상대방이 설정하
는 자율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율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 및 중소상인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
에 대해 견해가 일치한다. 

   세 번째 WTO 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기준이 WTO 법과 충돌할 가능성
을 지적하는 입장과 WTO 법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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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간에 견해가 상반되는데, 일부 회원국은 계
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
지 않는 한 WTO법과 상충된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반해 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SPS협정에 따르면 수입국 정부는 SPS협정 
내용에 따라 규율대상이 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서 설정하는 
자율기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 경우 SPS 협정상의 
투명성 원칙과 과학적 타당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자율기준들은 건
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
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100)

이러한 견해 대립에도 불구하고 자율기준은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하며 이와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져 있다. 유럽공동체는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101)의 정식회
원으로 가입102)하기 이전에도 유럽사법재판소의 Smanor 요구르트 판
결103)에서 국제식품규격원회가 설정한 국제규격을 심사기준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104) 이러한 태도는 공식기준과 국제적 자율기준의 조화를 추
구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사안에서 문
제된 기준은 안전기준에 관련된 항목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규격에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Christiane Wolff, 
Private standards and the WTO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Conf. OIE 2008, pp. 87-93. http://www.oie.int/doc/ged/D6061.PDF [2014. 6. 25. 방문]

100) Christiane Wolff (2008), p. 71 참조.

10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구성한 식품 관련 정부간 협의기구를 말한다.

102) Council decision of 17 November 2003 on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o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03) ECJ, 14 July 1988, Case 298/87.

104) Echols, Marsha A.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Laws; 4 Colum. J. Eur. L. 52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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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는 점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주관하
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05년부터 식품과 관련한 자율기준
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WTO SPS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회에 걸쳐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처음으로 자율기준
을 검토하는 5가지 원칙과 방법에 합의하였다. 이외에 실체적인 분석과 
내용적인 합의는 아직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05)

제 2 절  식품법상 자율규제의 유형례

이 절에서는 식품법상 자율규제의 유형례를 자기통제형과 기능자치형
으로 대별하고 유럽식품법,106) 프랑스식품법, 국내식품법 순서로 살펴보
105) 상세 내용은 WTO, 2011 NEWS ITEMS (2011.3.30.), Members take first steps on 

private standards in food safety, animal-plant health; FAO,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Their Role in Food Safety Regulation and their Impact, Paper prepared by 
Renata Clarke for presentation an d discussion at the 33rd Session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10; CAC, The Impacts of Private Food Safety Standards 
on the Food Chain and on Public Standard-Setting Processes, Paper Prepared for 
FAO/WHO by Spencer Henson & John Humphrey, 2009.5.; OECD,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AGR/CA/APM 21, 2006참조.

106) 유럽식품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ULTON Jean-louis, TEMPLE Henri, et 
VIRUEGA Jean-luc,. Traité de droit alimentaire français, européen et international. 
Lavoisier, 2013; MACMAOLAIN Caoimhín, EU food law: protecting consumers and 
health in a common market, Hart Publishing, 2007.; B. M. J. van der Meulen, 
Reconciling Food Law to Competitiveness; Report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the European Food and Dairy Sector: (European Institute for Food Law Series No.4), 
Wageningen Academic Pub, 2009. 12.; ALEMANNO Alberto, Trade in Food: 
Regulatory and Judicial Approaches to Food Risks in the EC and the WTO, Cameron 
May, 2007.: SCHOLTEN-VERHEIJEN Irene/APPELHOF Theo/ VAN DEN HEUVEL 
Ronald/Bernd Van Der Meulen, Roadmap to Eu Food Law, Internationa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orporated, 2011.: HOLLAND Debra/POPE Helen, Eu Food La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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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I .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

식품법상 안전규제는 최종 단계에서의 무해성과 중간 단계의 안전성
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최종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모두 자율규제가 적
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판정하기 위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
다. 이러한 사정은 제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도 미생물기
준은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조치
기준(action level)’이라는 중간적인 형식의 기준을 활용한다. 미국의 행정
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법규명령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일응의 준거기준으로 활용된다. 미생물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생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었다
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최종단계의 무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안전과 관련한 행정책
임은 중간 단계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중간 단계의 과정의 안전수준은 일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무수한 영업행위마다 중간 단계의 
안전관리는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리상

Polic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O'ROURKE Raymond, European Food Law, 
Sweet & Maxwell, 2005,: B. M. J. van der Meulen, Menno van der Velde, Food 
Safety Law in the European Union, Enfield Pub & Distribution Company, 2004.: 
HARDING Christopher/ KOHL Uta/ SALMON Naomi, Human Rights in the Market 
Place: The Exploitation of Rights Protection by Economic Actors, Ashgate Publishing, 
Ltd., 2008. 10.: SZAJKOWSKA Anna, Regulating Food Law: Risk Analysis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General Principles of EU Food Law, Wageningen Academic 
Pub., 2012. DEBOYSER Patrick, Le Droit communautaire relatif aux denrées 
alimentaires, Story-Scientia,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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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의무 이행의 방법은 각 영업행위의 위험특
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바로 이러한 
단계에서 안전규제 영역의 자율규제가 실행되게 된다.

1. 위생안전인증제

(1) 유럽

식품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차원의 위생안전인증제도는 유럽지침 제
93/43/EC호를 통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지침은 프랑스에서 운
영되었던 소비제품의 안전에 관한 제도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입법되었
다. 특히 1983년 프랑스의 소비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지침은 다시 통합위생규정의 하나인 유럽규
칙 제852/2004호 제2장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위해요소중
점관리’로 통합되었다.107) 이 규정에 기초하여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자율
적인 안전점검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하며, 위생당국은 이를 확인하
고 점검하며 통제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002년 이전에도 유럽지침 제93/43/EEC호는 식품 사업자에게 자율통
제를 위한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들이 임의
적인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개발하여 보급
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유럽지침 제93/43/EEC호는 식품안
107)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Règlement (CE) n° 852/2004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9 avril 2004 relatif à l'hygiène des denrées alimentaires, 이 
규칙은 (구) 유럽지침 93/43/CEE을 전면개정하여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규칙’의 형
식을 채택하여 입법되었다. 이 규칙은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품공급망의 위생 관리와 점검에 적용되는 통합된 위생규범을 제정하기 위
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food_safety/veterinary_checks_and_food_hygiene/f84
001_en.htm [2014. 6. 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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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지침으로서, 입법자들은 동 지침에서 정한 절
차에 따라 개발된 실행지침이 사업자의 위생안전과 관련한 의무를 구체
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질 것을 의도한 것이다.108) 다른 한편 유럽규
칙 제178/2002호 제18조는 식품 사업자들의 이력추적관리109)를 의무화하
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식품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 
사업자가 자사에 제품을 공급한 납품업자와 자기가 제품을 공급한 피수
급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방법을 통하
여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외
에도 유럽규칙 제852/2004호 제5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칙에 기초
한 사업자의 위해분석과 위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사업자는 자기 책임하의 자율적인 위해관
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 방법과 수단을 선택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실행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각 
사업자는 상황적인 맥락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
다. 이 때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유럽식품법110)은 사

108) Pierre-Yves Charpentier (2009), p. 545 참조.

109) 한국의 「식품위생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은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정의) 13호. 

110) 유럽식품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4개의 규칙과 2개의 지침으로 구성된 ‘통합위생
법(hygienic paquage, paquet hygiene)’을 지칭한다. 통합위생규정집은 6개의 규칙(Le 
règlement (CE) n°제178/2002호, Règlement (CE) n°853/2004, Règlement (CE) 
n°882/2004, Règlement (CE) n°852/2004, Règlement (CE) n°854/2004, Règlement (CE) 
n°183/2005)과 2개의 지침(Directive 2002/99/CE, Directive 2004/41/CE)으로 구성되어 
있다. Les règlements (CE) n°제178/2002호, 852/2004 et 853/2004는 일반적인 규칙으
로서 그 시행을 위한 4개의 집행규칙(Règlement (CE) n°2073/2005, Règlement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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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스스로 적정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럽규칙111)에서는 ‘필요에 따라’,112) ‘충분
한 정도로’,113) ‘상황적 판단에 따라’, ‘적정한’ 등의 문언을 사용하여 사
업자의 자율에 따른 실행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여지를 부여하고 
있다.114)

한편 사업자가 위생규범실행지침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함으로
써 법령상의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
로써115) 위생규범실행지침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지

n°2074/2005, Règlement (CE) n°2076/2005,  Règlement (CE) n°2075/2005)이 제정되
어 있다.

111) Regulation (EC) No 852/2004 Article 2 Definitions, point 3. “In the Annexes to this 
Regulation the terms "where necessary", "where appropriate", "adequate" and 
"sufficient" shall mean respectively where ne cessary, where appropriate, adequate or 
suffici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gulation” (EN), 3. “Aux annexes du 
présent règlement, les termes et expressions "au besoin", "en cas de besoin", "le cas 
échéant", "si nécessaire", "là où cela est nécessaire", "adéquat" et "suffisant" signifient 
respectivement au besoin, en cas de besoin, etc., pour atteindre les objectifs du 
présent règlement.”(FR)라고 하여 사업자의 상황적 판단에 따른 결정의 여지를 부
여하고 있다.

112)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8 Personal Hygiene, ponit 1. 조문은 “식품 
취급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당하고 청결하며, 필요한 경우(where necessary)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Annex I Primary Production, Part A, II. Hygiene Provisions, 
point 4. (a)~(b) “가축을 사육, 포획하거나 동물유래 1차 원료식재료를 취급하는 사
업자는 관련 장비를 청결하게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살균소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3) 예를 들어 유럽규칙 852/2004 Annex I 은 식품 취급시설의 조건과 관련하여 ‘이
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개수의 세수대(洗手臺, lavabo)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14) Pierre-Yves Charpentier (2009), p. 547 참조.

115) Regulation (EC) No 852/2004 Art. 6. “ Food business operators may use the guides 
provided for in Articles 7, 8 and 9 as an aid to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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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생규범은 규범형식에 있어서
는 권고적인 지침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효
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수위생규범실행지침은 형식적으로는 권고
적인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위생당국이 공식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규칙
의 명문 규정에 따라서 우수위생규범실행지침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116) 이러한 점에서 실행지침은 통제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위생당국
은 피검대상 사업자의 위생관리 실무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령상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다. 사업자가 실행지침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위생당국의 통제범
위는 사업자가 실행지침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한정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행지침은 유효한 통제기준으로서 규범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험적으로는 실행지침에 행위의무를 부여하는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선택과 실행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실무를 고려할 때 실행지침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부연하면 이론적으로는 실행지침의 채택은 사업자의 임
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실행지침의 적용은 수범자들
에 의해서 필요적인 것, 의무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자와 행정의 협동적인 위해관리는 식품법상의 위해 관
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실현된다. 유럽규칙 제178/2002호에 따라 우수
위생규범 실행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도 사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위
해의 확인, 분석,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체계적으로 완결된 이와 같은 
위해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실행지침은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
적인 위해요소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 발생가능성을 예방하며 관리할 

116) RÈGLEMENT (CE) No 882/2004 Article 10 Activités, méthodes et techniques de 
contrôl. point 2. d) l'évaluation des procédures en matière de bonnes pratiques de 
fabrication (BPF), de bonnes pratiques d'hygiène (BPH), de bonnes pratiques agricoles 
et de principes HACCP, compte tenu de l'utilisation de guides rédigés conformément à 
la législation communau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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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수단적 
적합성은 법적 규범에 본연적으로 내재하는 두 가지 요소, 즉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자발적인 규범수용과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억지력이
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행지침 속에 체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단계에서 감독관청에 의해 정당한 규범으로서 객관적으로 인
식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실제로 통제작용을 위해 적용된
다.117)

(2) 프랑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에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실행
지침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유럽식품법의 변화와 함께 
품질관리에서 위생관리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실행지침의 내용과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

위생안전인증제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실행규범을 기초로 운영되며, 실
행규범은 자율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중 대표적인 우수위생규
범실행지침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침으로서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행지침의 비구속적인 성질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과 회원국의 위생당국은 실행지침을 작성할 때 유럽규칙에 명시된 
의견수렴 및 검토단계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118) 

실행지침 초안은 사업자가 개발하며, 개발 과정 중 관할 위생당국과 소
비자단체와 같은 이해당사자 집단을 대표하는 의견을 참작하여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119)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120)의 지침내용을 고려하여

117) Pierre-Yves Charpentier (2009), op. cit., p. 552.

118)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Guide to Good Practice, Art.8. ‘ National 
Guides’

119)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Art.8. 1. (a)

120)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구성한 식품 관련 정부간 협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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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21) 위생실행지침을 만드는 사무는 유럽지침 제98/34호122)에 따
라 각 회원국의 국가표준기구(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주관한다.123) 

우수위생규범실행지침은 이미 1993년 6월 14일자 유럽지침 93/43/EEC124)

에 도입되어 있던 제도인데, 이 제도는 2002년 이후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125)

실행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작성한 초안을 공적기구가 
승인하는 단계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지침은 순수한 자치규
범과 행정규칙 사이에 놓인 중간적 규범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며, 이러한 규범적 지위는 사업자와 행정당국이 위해관리에 있어서 규
제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126)

영업자가 위생규범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실행규범의 타당
성 평가를 지원하거나 실행규범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다. 프랑스 DGCCRF는 포도주 사업자단체 기관인 ‘프랑스 포도 
및 포도주 연구소(l’Institut français de la vigne et du vin)‘127)에서 작성한 

121)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Art.8. 1. (b)

122)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NEX II 규정에 따라 독일의 경우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KE), 프랑스의 경우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영국의 
경우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가 국가표준기구로 지정되어 있다. 

123) Regulation (EC) No 852/2004, Chapter III, Art.8. 2.

124) Council Directive 93/43/EEC of 14 June 1993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OJ L 
175, 19.7.1993, pp. 1–11.

125) Pierre-Yves Charpentier (2009), p. 544 참조.

126) ibid.

127) 프랑스 포도 및 포도주 연구소(l’Institut français de la vigne et du vin) 
http://www.vignevin.com/ [2014. 6. 25. 방문] 1962년 설립된 '주조용포도목 경작의 
개선을 위한 전국 기술협회(Association Nationale Technique pour l’Amélioration de 
la Viticulture)'와 1948년 설립된 포도주기술연구소(l’Institut Technique du Vin)를 통
합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2007년 2월 12일자 부처간 통합 명령(L’arrê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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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원칙 초안에 대한 평가를 ANSES에서 실시하도록 한다.128) 

DGCCRF는 전문가단체의 의견과 ANSES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HACCP

실행규범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적인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129)

(3) 한국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생안전인증(HACCP)130)제도를 도입하고 있
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위해관리의무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생실행규범(code of practice)이 활
용되고 있다. 위생실행규범은 산업체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학적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0년 2월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131) 제4조 4항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interministériel)에 의거하여 두 기구는 ‘IVF’로 신설 통합되었다. IVF 는 포도목 및 
포도주와 관련한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128) Anses, http://www.anses.fr/sites/default/files/documents/RCCP2011sa0074.pdf [2014. 6. 
25. 방문]

129) ibid.

130) 「식품위생법」 제48조; HACCP 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
하여 자율적ㆍ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31)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0028호, 2010. 2. 4. 제정]. 동법의 제정이유와 관련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저가 수입제품과 불법ㆍ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용품의 
안전사고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 체계는 제품 분야별로 각
각 개별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에 치중
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의 안전위해성에 대하여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안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 수립, 소비자 중심의 시장감
시 기능의 정착 등 모든 제품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괄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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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조는 “사업자는 안전한 제
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
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성 확인 의무를 명시하
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법률 규정을 통해 사업자를 의무주체로 설정
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품 사업자의 안전성 확인 의
무는 법적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한편 식품 사업자의 안전성 확인의무는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일반적인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되기 이전에 2005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31조
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조항을 통해 이미 도입된 바 있다.132) 자가품질검
사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공
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이다.133)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식점
검을 통해 위생기준의 적정한 준수 여부를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정책적
인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134) 제도 도입 당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체의 
수는 2005년도에 100,711개소에 달하여 제조 판매되는 모든 식품들의 위
생안전성 및 기준ㆍ규격 적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

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시장 사후관리 강화, 정보 공유,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
용은 국민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 제품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2010. 2. 4.자 제정이유서 참조.

132) 정명섭, “자가품질검사제도 주제설명”,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2006. 12. 1.; 식품
의약품안전청, 「2006년도 식품의약품안전백서」 참조.

133) 「식품위생법」 제1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 참조.

134) 정명섭 (2006),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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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다. 따라서 영업자들이 직접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식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
을 자체 검사시설에서 검사하여야 하나 부득이 검사실이나 검사장비가 
없는 경우 또는 직접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
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원 등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대상 식
품 및 검사범위를 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 제도는 현행 법률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현행 「식품위생법」 제
31조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
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35) 

135) 자가품질검사의무와 관련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여
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식품위생법」 제19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자가품질검사)및 별표8 (자가품질검사의 기준)에 의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빵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 음료
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며,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
드위치만 해당한다)은 1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
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1월)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
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5일)토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도시락, 김밥, 빵류, 떡류, 햄버거, 샌드
위치, 음료류 등을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의무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품을 제조하여 구입 즉시 소비자가 취식을 한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매 검사시마다 검사수수료 납부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순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떡방아간, 기름집 등은 소비자가 식품가공을 의뢰한 후 가공
된 식품전량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소비함으로 인하여 업소 내에서 식품을 진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업소에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제품검사가 사실상 불
가능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이미 식품은 소비되어 없는 상태에서, 영업자
에게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석판
매제조가공업의 식품은 장기적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
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의무제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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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의무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생관리
를 하도록 하고 행정은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식품
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책임
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검사의무제도의 취
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136)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제도, 접객업소 위생등급
제도는 사업자가 거래표준을 설정하거나 위생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 대다수의 영업자들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분류별 국민의견>법령별 의견>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
질검사의무 제도 폐지 제안, 2009.1.14. 등록 의견, 게시자료 참조.

136)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제18대 제279회 회기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
성엽의원등 10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의 안전,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사 및 
인증ㆍ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일정부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한바 있다. 법률안 제안 이유는 품질인증과 위생검
사의무가 중복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
되는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강행규
정인 자가품질검사와 「산업표준화법」(KS)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임의
규정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모두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
제ㆍ관리하는 것으로서 특히, 식품업체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정한 바에 따
라 법으로 위임한 기관에 자발적으로 심사를 신청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ㆍ관리 
받는 경우에도 또 다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강제받고 있
어 이중의 규제로 인한 업체의 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식품의 안전
과 품질을 위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심사 및 인증ㆍ관리를 받는 경우, 일
정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의 관리에 따른 
국가와 업체의 경제적ㆍ시간적 제 비용을 경감하고 식품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및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 발의의안 [18033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게시자료 참조;

 http://assembly.cfe.org/bill/billDetail.asp?cid=321&rating=P&pn=27&idx=495 [2014. 6.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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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식
적으로 정한 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위생등급제와 같은 유형의 제도는 영업자의 법령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동기화하는 유도적 규제수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율규제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범업소 중 일정한 조건
을 갖춘 접객업소를 지원ㆍ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
우도 있는데,137) 이러한 경우도 위생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유도적 규제수
단에 해당하며,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자율기한표시

식품영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유
통기한은 제품의 생산관리, 제고관리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며 영업자 간 
상업거래에서 개별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유통기한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식별표시라고 할 수 있
다. 우리 대법원은 냉동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문제된 사건138)에서 사
업자가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에 유통기한
을 표시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도 자기가 설정한 기한에 구속된다고 판시
한바 있는데,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사업자의 자율기준을 존중하고 안
전관리를 중요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대법원은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
기한을 설정ㆍ표시하여 소정의 행정상 품목제조보고 또는 신고나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37)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깨긋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제공 등 3가
지 요소를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업소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는 조례의 제
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참조. 2011. 법제처 의견 11-0198 참조.

13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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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11

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39) 식품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적정한 유통관리를 
위해 기한을 설정한 경우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이를 존중하
여야 하며, 이와 다른 표시를 하면 허위표시가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냉동수산물을 손질한 작업과정을 새로운 식품
으로 제조ㆍ가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냉동수산물
이 수입될 당시 표시된 제조연월일과 다르게 제조연월일을 기재한 행위
는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이 있기 이전에
도 하급심에서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법령상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냉동일자를 임의 변경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
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140)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식품
139)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ㆍ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
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중략) ‘유통기간이나 유
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그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
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ㆍ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ㆍ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
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밑줄 필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1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정3023, 4005(병합) 판결 참조. 이 사
건에서 피고인은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내고, 임의로 라벨을 제작하여 새로 유통기
한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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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141) 제4조에는 표시대상 
식품이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5. 3. 7.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식품표시기준 제4조에 의하면 
제6조 제4항에서 표시사항의 적용특례로서 제3조 제1항 (바)목에 해당하
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업소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유통기한의 표
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6항,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식
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때에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
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서를 첨부한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시행
규칙 별지 4호 서식 참조) 그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
다.

냉동식품 또는 급속냉동식품은142) 통상 장기간 보관 저장이 가능하기 

14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40호, 2012. 12. 31. 일부개
정

142) 현행 식품공전상 장기보존식품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으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1호, 2012. 4. 23., 일부개정, 제3.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3.냉동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냉동식품”이라 함
은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한다. 냉동식품은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분
리되는데 (1)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대로 섭
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과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섭취시 별도의 가열과
정을 거쳐야만 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된다. (1)에 해당하는 냉동식품, 즉 냉동하
기 전에 가열하는 제품의 제조ㆍ가공기준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3℃이상에서 30
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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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한표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냉동식품에 생산일자와 냉동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냉동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해당 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 간 영업의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 보장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144) 냉동식품 기한 표시가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제공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 냉동식품 기
한 표시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이 업계의 영업 활동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자율규제의 규범력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냉동제품의 미생물규격은 2)항의 규격기준을 참조.

14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31호, 2012. 4. 23., 일부
개정, 제1.총칙, 2.용어의 풀이 19)에 따르면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의 유형은 
제한적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44) 유럽연합의 경우 냉동식품의 일자(생산일자/냉동일자) 표시는 식용 동물성 냉동
식품으로서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한하여 도매사업자만이 표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11일 규칙 (EC) No 16/2012를 제정
하여 식용 동물성 냉동식품의 생산일자/냉동일자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개정 규정에 따라 냉동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자는 제품에 생산일자 또는 최
초 냉동일자가 생산일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생산일자와 냉동일자를 함께 기재해
야 함. 규정의 시행일은 2012년 7월 1일임. 식용 동물성 제품을 취급하는 식품 사
업자는 자기의 식품을 수령하는 식품 사업자와, 필요한 경우 위생당국에게 (a)'생
산일자'와 (b)생산일자와 냉동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냉동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함. 생산일자와 냉동일자가 다른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가장 오
래된 일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EU) No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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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이력추적제도도 대표적인 자기통제형 안전관리제도로서 유럽연합
은 회원국마다 자율표준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유럽규칙 제
178/2002호 제19조는 식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된 제품을 수거
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력관리의무는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회수 및 수거 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
러나 동 규칙은 사업자의 이력관리 의무만을 이행목표로서 규정하고 있
을 뿐, 이력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이행
되어야 하는지 명시하고 않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실행 방법을 선
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소비자총국은 2005년에 이력관리의무와 관련한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145)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식품이력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식품이력
추적관리(Traceability)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
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
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

145) EC DG SANCO, Orientations pour la mise en œuvre des articles 11, 12, 16, 17, 
18, 19 et 20 du Règlement (CE) N° 178/2002 sur la legislation alimentaire générale, 
Conclusions du comite permanent de la chaine alimentaire et de la santé aminale, 
2004.12.20 ;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11, 12, 14, 17, 18, 19 and 20 
of regulation (EC) N° 178/2002 on general food law, Conclusion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2010.1.26. 예를 들어 이 해석지침은 
규칙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력 관련 문서의 보관 연한과 관련하여 “ 사업자는 
이력관련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특정하고 있다. 식품 사업자의 
회계 감사 등과 관련한 문서 보관 연한이 5년인 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력 
관련 문서의 보관 연한도5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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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46) 국내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147) 다만 선행 연구들이 농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력추적제도의 규범적 의의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향후 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

원초적이고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적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제품이라도 시장에 팔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서는 다름 아닌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선호와 효용에 비추어 구매할 물
건이 객관적으로 무해하고 주관적으로 기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만약 거래행위에서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소비자는 민법에 
따라 위법한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자로부터 급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것을 청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한 판매자에게 형사벌
을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148) 

146)「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 7호;「식품위생법」제2조 1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제3조 6호 참조.

147) 이철희ㆍ이영주ㆍ심근섭,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생산자ㆍ소비자 인식 연
구, 식품유통연구 제22권 제1호 (2005. 3), 한국식품유통학회 pp. 157-176. 이철희, 
농식품 안전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센터 논집 통권30호 (2009. 여름), 농정연구센터, pp.105-134. 정미리(외), 농산물 이
력추적 시스템의 생산자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경영정보학회. 
정미리,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생산자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2009. 

148) 판매자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1810년 프랑스 형법 제423조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었으나 식품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 누구든지 
매수인에 대하여 금 또는 은의 순도, 보석의 품질, 그 밖의 물건의 성질에 대하여 
기망한 때, 누구든지 중량을 속이거나 측량을 속이는 등으로 매수인이 매수하는 
물건의 수량을 기망한 때는 3월 이상 내지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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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세기 이후 자유주의적 상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당사
자 간의 부지와 익명성이 증대되면서 개별적인 통제 기능은 한계에 부딪
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식품에 대한 품질규
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49) 특히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특히 식
품과 음료 제품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적 거래 체제의 문제점이 가시화되
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농민과 상인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경쟁행위
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는데, 당시에
는 형사적인 제재가 기망행위를 제재하고 위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로 형사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는 ‘1905년 기망행위 및 위조행위 방지
법’이 제정 되었다. 당초 공정한 영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20세기에 걸쳐 점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프랑스의 ‘1905년 기망행위 및 위조행위 방지법’은 20세기 동안 수차 
개정을 거듭하면서 단행 법률로 유지되다가, 1993년 소비자법전의 제
212-1조 내지 제216-9조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150) 

상업적 품질규제의 영역은 식품법상의 자율규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
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규제가 요청되기도 한
다. 상업적 품질규제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이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설정
하고 점검을 통해 기준이 규범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단체표준품질인증제

상회복과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의 4/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내지50프랑 이
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 Jean Calais-Auloy et Henri Temple, Droit de la 
consommation, 8eme ed. Dalloz, 2010, p. 266 참조.

149) ibid.

150) Lecourt, La loi du 1er août 1905 : protection du marché ou protection du 
consommateur?, Recueil Dalloz droit des affaires, 2006, chron, 7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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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단체표준인증제도란 단체가 정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151) 인증 대상은 특정인
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제품, 특정 성분, 특정 제조과정을 대상
으로 할 수도 있다.

농수산물의 규격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사무를 자율조직에 
위임하는 경우, 또는 자율조직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기준에 따라 인증사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상업적 품질관리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표준, 인증, 검인 등의 새로운 사적 통제기제
를 통하여 이른바 제삼자표준인증제(Tripartite Standards Regime)가 이루어 
짐으로써 자율규제를 통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삼자표준인증제도
하에서 자율조직이 단체표준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기능을 보완하게 되
며, 자율조직이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152)

(2) 유럽

식품의 품질인증표시와 관련한 유럽에서의 변화과정은 경제적 영역에
서 점차 사회적 영역으로 보호이익을 확대해 가는 유럽의 정치적 변화과
정을 반영하고 있다.153)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대표기관뿐 아니라 식품 시장의 사업자
151) Jean Calais-Auloy et Frank Steinmetz, Droit de la consommation, Dalloz, 2010, §60, 

p. 72; Paul Mathély, Marques collectives et de certification, Mélanges offerts à Albert 
Chavanne, Litec, 1990 참조.

152) Michae Power, “The theory of the audit explosion”, in, Ferlie, E., et al. (ed.),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2007, pp. 326-344, 특히 p. 6 참조.

153) Laurence Boy, Labels écologiques et alimentaires : les enjeux de la réglementation 
européenne, JDE., 2013. 1. pp.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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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시장에서의 제품 선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를 식
품에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면서 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는 상
거래법뿐만 아니라 경쟁법, 소비자법, 환경법 등 다양한 영역의 쟁점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발전하고 있다.154)

(3) 한국

국내에서 통용되는 단체표준 품질인증제도란 단체가 정하는 표준규격
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단체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영업자 또는 개별 
제품을 대상으로 단체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제품의 포장, 

용기, 송장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55) 

단체표준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1항에 도입되어 있다. 식품
법의 경우 (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1조 제1항
에서 단체표준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에 폐지된 바 있다.

2. 원산지 및 지리적 보호 표시제

(1) 유럽

EU 원산지표시는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이다.156) 유럽공동체는 포도주의 생산관리와 관련하여157) 1962년 규칙 
154) Laurence Boy, L’information volontaire du consommateur : le label vert 

commuautaire, in N. Boucquey (éd.), Le droit européen des consommateurs et la 
gestion des déchets, coll. Droit et consommation, nº 39, Louvain-la-Neuve, C.D.C., 
1999, p. 97. Laurence Boy (2013.1), p. 2, 각주 2)에서 재인용.

155)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4판, 법문사, 2002, 90면 참조.

156) “우리가 어떤 포도주의 원산지와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음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어적 문구는 원산지 제도의 효
용성은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한다. O. Wilde, “Pour connaître l'orgine et 
la qualité d'un vin, il n'est pas de boire le tonneau entier”, Aphorismes, ed. Les mille 
et une nuits, 1997. 유럽공동체는 포도주의 생산관리와 관련하여 1962년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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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962호158)를 제정하고, 동 규칙에 의거하여 공동시장기구를 조직하
였으며, 이 기구가 유럽공동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원산지 보호
표시를 관리를 담당하였다.

유럽연합은 기존에 농축수산물의 일부 품목에 한정하였던 원산지 표
시를 2014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식품정보표시법159)에 따
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미 유럽연합은 2002년부터 쇠고기의 경우 출
생지, 사육지, 도축지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쇠고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VBF’ 도안(logo)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지가 프랑스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세한 원산지 표시는 직접 식용으로 소비되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 쇠고기에 한하여만 적용된다.160) 따라서 쇠고기의 성분이 가공 제
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 쇠고기의 원산지
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24/1962호를 제정하고, 동 규칙에 의거하여 공동시장기구(Organisation commune de 
marché)를 조직하였으며, 이 기구가 유럽공동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원산
지 보호표시를 관리를 담당하였다. Camille Collart Dutilleul, Des organismes de 
contrôle agrées par l'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Mémoire de master 
recherche 2e année Droit des activités économiques, option droit de l'agroalimentaire 
Nantes 2009, p. 1에서 재인용.

157) 유럽공동체의 포도주 생산과 관련한 자료는 “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uropean Union's wine sector? ” 참조. 

  http://ec.europa.eu/agriculture/markets/wine/index_en.htm [2014. 6. 25. 방문] 국내 문헌
으로는 이강용, “유럽연합과 와인 산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유럽학회」, 2008.3. pp. 321-358 참조.

158) Regulation no.24 on the progressive establishment of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 in wine, OJEC, 989/62, p. 123. 

159) EU Regulation 1169/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동 규
칙에 관한 상세 내용은 EC > DG SANCO>Food and Feed Safety 게시자료를 참조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proposed_legislation_en.htm 
[2014. 6. 25. 방문]

160) http://alimentation.gouv.fr/infos-origine-produits [2014. 6. 25. 방문]



- 251 -

(2) 프랑스

프랑스의 원산지보호표시제도(AOC, Les Appellations d’origine 

Contrôlées)161)는 19세기 말 포도나무의 진디충(phylloxera) 피해로부터 포
도재배와 포도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세기 말 미주 대
륙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미주대륙에 서식하는 진디충(phylloxera)이 미
주대륙산 포도나무와 함께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미주대륙의 포도나무는 
진디충에 대해 자연발생적으로 취득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대
륙에서 서식하는 포도나무는 이 진디충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
았기 때문에 미주대륙산 포도나무의 수입과 더불어 진디충에 노출되면서 
죽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포도수확지를 허위로 
속이는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도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하게 되었다.162)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의 규격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성분규격을 정하게 

161) 프랑스 포도주의 원산지보호표시제도에 관한 자료는 Frédéric Pollaud-Dulian, 
“Appellations d'origine”, janvier 2004 (dernière mise à jour: janvier 2013), Répertoire 
de droit communautaire, Dalloz 를 참조.

162) 프랑스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제3공화국의 Poincaré 총리 재임 기간, 그리고 연이
은 François-Marsal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농업장관을 역임한 Joseph Capus 에 의해 
도입되었다. Joseph Capus 는 1935년 3월 13일 포도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명 'Loi Capus' 법률을 입안하였고 이 법률은 같은 해인 1935년 7월 30일에 입법
되었다. Joseph Capus, Préface et introduction, in Germain Lafforgue, Le vignoble 
girondin, Éd. Louis Larmat, Paris, 1947. 프랑스 하원 홈페이지 게시자료 Accueil > 
Base de données des députés français depuis 1789 > Joseph Capus (1867 - 1947) > 
'Biographie' 참조. Décret-loi du 30 juillet 1935 Defénse du Marché des Vins et 
Régime Économique de L'alcool, JORF du 31 juillet 1935 page 8314 참조. 이 법률
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67657 [2014. 6. 25. 
방문]



- 252 -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일수록 
지역생산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조합의 정관 등 자치규칙으로 참여생
산자, 평균 생산량과 출하량이 정해지며, 생산 통계를 활용하여 일정한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시장가격을 유지한다. 생산자조합은 생산 
및 유통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ㆍ수확ㆍ출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으로 표시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원산지보호표시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구획지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 구획지 소유자가 원산지보호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구획지 소유자의 토지 재산권에 부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였
다.163) 그리고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원산지 보호범위에 속하는 영역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
다.164) 

(3) 한국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
다.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 160개 품목, 국산농산물 202개 품목, 가공
품 258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국산 활어, 2003년 7월
부터 수입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되어 있다. 지리적표시
제도165)는 1999년 1월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도입되었다. 2005년부터

163) Cass. civ. 1ère, 30 septembre 2009, n° de pourvoi: 08-17438. 관련 평석 자료
Séverine Visse-Causse, “L'appellation d'origine arrachée à son terroir”, Recueil Dalloz 
2010, p. 309 참조.

164) ibid.

165)최기정,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3. 백종례,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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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적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분쟁을 관할하는 심판위
원회 제도를 운영하며, 변경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단체표장의 명세사항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와 관련되며, 이러한 자치입법 단계에 영업자 등이 
입법주체로 참여하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자율품질규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체표장의 명세를 정하는 단계와 협의절차가 단체
법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3. 식품표시ㆍ광고 자율심의제

일반 식품 시장의 상업광고는 소비재 상업광고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일반식품의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는 일반 소비재 상업광고 시
장에 적용되는 규제의 방법과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 소비재 광고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서 시점별, 부분별, 사안별 특수
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와 공적 규제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
서는 프랑스 광고전문가규제기구(ARPP)166)의 자율규제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166) 프랑스의 광고전문가규제기구(l‘Autorité de Régulation Professionnelle de la 
Publicité; ARPP)는 (구)광고심의기구(le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 
ex-BVP)를 전신으로 하는 광고사업자단체로 구성된 자율조직이다. Jean-Pierre 
Teyssier, op. cit, p. 137 참조. 프랑스 파기원(민형사관할상고법원)은 ARPP 가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사법상 사단(l'association interprofessionnelle de droit privé)으로
서의 법적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관한 설명은 Laurence Calandri, 
Recherche sur la notion de régula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Paris: LGDJ, 
2008, p. 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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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조직인 ARPP는 동업자조합에서 기원하며,167)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주체, 즉 광고주(i), 광고회사(ii), 그리고 방
송사, 언론사 등의 미디어회사(iii)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168) 사업자
단체가 운영하는 의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1 사업자단체로 구성되며, 

공적 규제를 담당하는 고등방송위원회(CSA)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
위를 가진다. 상업광고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의 측면에서도 자율규제 조
직과 공적 규제 조직이 공존하면서 규제를 집행하고 있다. 주로 사전적
인 규제를 담당하는 자율조직인 광고전문가규제기구(ARPP)는 이에 반해 
사후 규제는 고등방송위원회(CSA)169)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CSA의 규

167) ARPP 홈페이지 게시자료 참조. http://www.arpp-pub.org/Historique.html [2014. 6. 
25. 방문] ARPP 의 전신인 BVP 는 1935년에 조직된 상업광고업계의 동업자조합인 
‘Office de Contrôle des Annonces(OCA)’을 이어받아 설립된 조직이다. OCA 는 상
업광고조합, 일간지언론사조합, 상업광고 제작 수공업자 조합, 지방언론사조합, 편
집창작인조합 등 약 12개의 동업자조합의 연합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업광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자 보호 운동(le 
consumérisme)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를 계기로 
상업광고자율심의기구인 BVP 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BVP 는 광고사업자들의 행위
를 규율하기 위한 권고기준(le recommandation)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권고기준은 
상업광고 분야 종사자들의 상업광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행위규칙(le règle de 
comportement professionnel)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행위규칙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는 
참조자료(le document de référence pour les acteurs de la publicité)로 활용된다는 의
미를 가진다고 한다. 다른 한편 학설은 권고기준(le recommandation)이라는 형식적
인 표제에도 불구하고 권고기준의 법적 성절은 여전히 모호하며 불명확한 것이라
고 보고 있다. Laurence Calandri (2008), p. 235 참조. 

168) Jean-Pierre Teyssier(président du bureau de vérification de la publicité et de 
l’Alliance européenne pour l’éthique en publicité), L’autodiscipline de la publicité : une 
expérience reconnue d’autorégulation en France et en Europe, in Responsabilité et 
régulations économiques, Droit et économie de la régulation volume 5, 2007, Dalloz, 
pp. 125-156, 특히 p. 136 참조.

169) 프랑스의 고등방송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1989년 통
신자유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에 의해 설치된 행정조직이다. CSA 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
에서 개별 결정에서 계서제적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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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법률에 근거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
인 ARPP의 자율규제와 다르다.

자율규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식품 광고와 관련한 자율규제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규범을 정립하고 규점을 적용하는 단계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광고전문가규제기구(ARPP)는 1930년에 조직된 자율규
제조직으로서 상업광고를 전파하는 언론사, 방송사, 광고회사, 민영광고
기금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ARPP는 자율규제조직으로서의 성질을 가
지며 회원들은 모두 임의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
는 광고회사들은 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자율기준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 ARPP의 자율기준170)은 약 40여개의 광고윤리권고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 신체의 이미지, 식품, 환
경, 지속가능한 개발, 무례함(incivilités, 몰상식함), 오인 가능성 있는 광
고 등에 관한 윤리규정들이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광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율조직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단체구성원 스스로 영업 활동
과 관련된 행위규범을 정립한다는 것, 둘째, 행위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
한 통제는 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진다는 것, 셋째, 소비자들이 광
고 내용에 관하여 자율조직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위규범
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문제되는 광고의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171) 프랑스 식품 광고 자율규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

을 가지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C.C. 
Décision n° 88-248 DC du 17 janvier 1989 판결 참조.

170) ARPP 권고기준의 위법성과 관련한 판결에서, ARPP 의 권고기준이 사업자들 간
의 협의에 기초하여(concerté; 여기서 ‘협의에 기초한다’는 의미는 민법상의 합의에 
기초한 것(Code Civil, 제1134조 제2문 참조)과는 다른 표현인 점에 주의를 요한
다.) 작성된 점, 권고기준의 작성 과정에서 행정당국인 고등방송위원회가 관여한 
점에 기초하여 ‘명백하게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항소법원 판결의 결론을 유
지하였다(Cass. Civ. 1re, 10 juillet 1996, arrêt nº1446; 상고기각). 

171) Jean-Pierre Teyssier, op.cit, p.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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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 번째로 지적된 것으로서, 식품을 소비하는 주체가 직접 광고의 내
용을 예의주시하여 점검하고 행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자율조직에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광
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인 자율규제로 프랑스의 광고자율기구(ARPP)에 의한 광고심의
를 들 수 있다. ARPP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방송광고를 사
전에 심의한다. 프랑스의 CSA는 방송광고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된 이
후에만 규제를 담당하는 점에서172) ARPP의 사전적인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ARPP의 자율준칙은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회사와 같은 사
업자 내지 사업자단체가 참여하여 정립한다는 점에서 CSA에 의해 제정
되는 행정규칙과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CSA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내
부운영규칙과 방송광고의 사후 심의를 위한 규제기준을 제정한다. 이러
한 사정 때문에 CSA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CSA의 심의기준 
및 이에 근거한 심의결정이 직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과 
달리 ARPP의 심의 내용173)은 전적으로 자문적인 성질을 가지며,174) 방송
광고를 전송하는 회사는 ARPP의 결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전송대상 
광고의 방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방송광고 실무상 
미디어회사가 ARPP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사례는 없으며,175) 통
172) 프랑스의 CSA 는 사후적으로 광고 규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ASA 의 규

제집행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영국의 ASA 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항에서 다룬
다.

173) ARPP 는 2006년에 총 16,826건의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였으며 이 중 9%에 해
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최종적으로15편의 방송광고
에 대해서만 부적격으로 판단하였다. 방송 이외의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매체의 다양성과 다수성으로 인해 ARPP 의 자체적인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
다. 그러나 라디오, 전단, 전광, 인쇄매체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 ARPP 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copy advice’라고 한다. 2006년의 경우 신청에 의한 사전심의 건수는 13,557
건으로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건 수에 상당한다. 

174) Jean-Pierre Teyssier, op.cit, p. 137 참조.



- 257 -

상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광고 심의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때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광고주와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ARPP의 방송광고 자
율심의는 사전적인 정제과정(pre-cleaning)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규
제 비용과 부담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76)

식품 광고와 관련한 자율적인 규범의 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
율준칙의 내용이 광고 내용의 진실성, 신뢰성, 일반 공중에 대한 이익침
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의 진실성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성이란 그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성질과 동일성에 관하여 오
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 공중에 대
한 이익침해 방지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7)

광고시장을 규율하는 자율규범의 경우에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자율규범인 광고판촉자율규범(Cod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CAM 2011)178)을 표준으로 하여 각국의 광고 관련 자율규제 
조직에서 행위규범을 정립한다. 자율기준은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비
구속적 국제기준과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국제기준의 내용과 모순

175) 원문 웹서지 : http://www.arpp-pub.org/IMG/pdf/ARPP_RA_2011-2.pdf [2014. 6. 25. 
방문]

176) Jean-Pierre Teyssier, op. cit., p. 138 참조.

177) Jean-Pierre Teyssier, op. cit.

178)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onsolidated Cod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2011, http://www.iccwbo.org [2014. 6. 25. 방문] ICC CAM 규범은 1937년
에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업계의 기술과 관행의 변화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개
정되고 있다. 2006년 다양한 상업 분야의 규범이 단행규범인 ‘Consolidated ICC 
Code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 Practice’ 으로 통합되었으며, 
2011년 규범은 2006년에 통합된 규범의 제9차 수정규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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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용으로 자율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은 자율기준의 내용적인 범주를 결정하는데 한계기준으
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식품법상 자율규제와 책임

 

I . 식품영업자의 책임

유럽식품안전기본법 제178/2002호 제17조, 제19조, 제21조는 식품안전
법상 영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179)

1.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의 경우

자율안전규제에서 자기통제의무를 불이행한 영업자가 부담하는 책임
은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형사상의 책임

‘식품법상 형사책임’180)은 법치주의로부터 유래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실행되기 이
전에 법률에 범죄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
제에서 영업자의 자기통제의무가 직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
179) 제178/2002호에서 책임(responsibility, la responsabilité)의 내용은 업무관할

(responsibility, la responsabilité, Zuständigkeit), 책임(responsability, la responsabilité, 
Verantwortung),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a responsabilité, Haftung)으로 나누어진다.

180) 식품법과 관련한 형사범죄에 관해서는 법무연수원,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1988;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구」, 1995; 사법연수원(편), 「보
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설 및 식품범죄 주요수사사례」(보건환경범죄론 
보조교재), 2006; 사법연수원(편), 「보건환경범죄론」(전문법률과목 교재), 사법연
수원출판부, 201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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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하더라도 자기통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 제재가 수반될 
수 있다.181) 

여기서 문제되는 형사제재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에 관련된 것과 소비
자 이익의 침해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182) 전자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율안전관리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보건범죄단속
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생관계법률, 형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후자
와 관련하여, 소비자 이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때에는, 식품의 수량 또는 
품질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등 영업자의 기망행위가 원
인이 되어 소비자에게 손해를 결과하게 되면 영업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현대적인 위험사회에서 위해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부과할 
때,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
준에 근거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문제이다. 위험에 내재된 예
측불가능성, 불특정성, 불명확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위험관리에 있어서
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공적 규제의 권위에 의존하여 규범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과 업계의 실무와 관행을 고려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
타난다.183)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율규제에서 영업자가 자기통제 목적에
서 설정한 행위기준은 과실인정의 척도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
율안전기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우수위생실행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181) Marlen León-Guzmán (2011), p. 377, §326; Louis Lorvellec et François Collart 

Dutilleul, Principe de précaution et responsabilité dans le secteur alimentaire, Écrit de 
droit rural et agroalimentaire, Paris: Dalloz, 2002, p. 71; Philippe Goni, La 
responsabilité pénal de l’agriculteur du fait de ses produits, RDR, 1999. 10. pp. 
456-462 참조.

182) ibid.

183) Marlen León-Guzmán (2011), p. 384, §335; Agostini, “la constitution de l’élément 
intentionnel de délit de la fraud et de la tromperie”, in La reponsabilité pénale en 
droit de la consommation, Rapport de la Court de Cassation 2002, p.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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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제된 식품을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184) 요컨대, 

이때 영업자가 자기 위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기준은 공식적으로 
정립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기준의 내용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므로 위험기준
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법질
서의 수호는 규범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규범의 준수를 담보하도
록 하는 요소로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재의 강도가 아니라 제재의 개연성
이라는 점”185)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를 통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규범순응을 높이는 것은 식품영업 활동과 관련한 형벌권의 행
사를 정당화하는 논거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란 공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
로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186) 식품영업자는 자기통제
를 위한 자율안전규제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불충분하거나 부적정
하게 실행하였을 때 문제된 당해 행위가 위생관계법규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영
업정지, 영업장 부분 폐쇄, 영업시설 일부의 사용 중지 등의 형식으로 발
령될 수 있는데, 이때 영업정지는 위해의 원인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대응조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위해의 원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이

184) ibid.

185)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결정, [헌집16-2], 446면 이하, 3.나. 
(나) 부분 참조.

186) 제4장 제2절 II,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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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도 있다.187) 제재조치로서 발령된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
자는 위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조치를 실행할 책임
을 부담한다.188) 이때 특별한 조치에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문제된 제품
의 수거, 회수, 폐기, 시설개수, 지정검사기관에서의 수검명령 등 매우 다
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법은 수거, 회수, 폐기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의 성질을 가
지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며, 대집행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89)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위생관계법령은 회수 등에 관
한 대집행 및 대집행 비용의 상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
지는 않지만,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상 조치들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야 
한다.190) 따라서 회수명령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페기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폐기명령은 다른 위생상
의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상 책임이 부과되는 전형적인 예는 보고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것
이다. 자율안전규제에서 영업자는 위해사실을 인지한 때에 위생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191) 위생당국이 직접 위생 
점검을 한 후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보고하는 것과 달리, 자율안전규제에
서는 영업자가 스스로 위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해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당국에 해당 사실을 

187) Marlen León-Guzmán (2011), p. 404, §350 참조.

188) ibid.

189) 유럽규칙 제882/2002호 제22조 참조.

190) ibid.

191) Marlen León-Guzmán (2011), p.385, §3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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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위해에 노출되거나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위해의 발생가능성을 인지한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192)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7조,「식품위생법」제45조는 사업자가 위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생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3) 그리고 영업자의 보고의무를 강제
하기 위하여,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벌금 
등의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질서벌194)이 부과된다.195)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위생경찰법상 의무 위반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생행정청은 경
찰법상의 일반 조항에 근거하여 개입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위생표준이라는 자율규제기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자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면 
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생행정청은 영업정지명령
을 발령할 수 있다.196) 식품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위
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공식점검을 담당하는 관할 위생안전감독청이

192) Marlen León-Guzmán (2011), p.385, §335; François Collart Dutilleul(rapporteur), 
Rapport et avis sur le principe de précaution et la responsabilité dans le domaine 
alimentaire, Conseil nationale de l’alimentation, 2001. 9. 20. p. 35 참조.

193) 우리나라는 제품안전과 식품안전을 이원화하여 독립적으로 규율하지 않기 때문
에 소비자기본법은 양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두 영역을 포괄하는 소비자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품안전과 식품안
전을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각 제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이 적용된다.

194)「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97조 제1호 참조.

195)「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19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각공2006.11.10.(39),2301]
(이 건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468 판결 [미간행], 
이 사건은 2006. 7. 2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이 사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
였거나 섭취 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경우에 정신적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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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의무 위반 관련, 동법 제75조 제1항 제5호 
참조. 위해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식품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였다
고 하더라도 행정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에서 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는 영업
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도 문제된다.

2.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의 경우

프랑스에서 광고의 중지 결정과 같은 자율기관에 의한 결정은 기판력
이나 집행력과 같은 실효적인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에 의해 준수되고 수용된다. 이때 자율조직의 결정은 행위자들
에게 수용되고 준수됨으로써 유효하게 작동한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율조직의 구성원은 스스로 행위자이며 
동시에 자발적인 자율규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
째 자율기관은 자율심의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기업명
성의 손상(‘Name and Shame’)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사실
상의 강한 제재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공표는 자율기관에 대한 
소비자와 공중의 신뢰도에 정비례하여 파급력을 가진다. 따라서 자율심
의기관의 공표 권한은 피심의자가 자율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유도한
다.197) 물론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결과가 공표
되는 것은 아니며 공표 여부는 공표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자
율심의기관이 결정한다. 그런데 공표는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공표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는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자
율조직의 구성원은 자율조직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수호하며 자율조직의 결정을 수용할 것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자율조직 
구성원의 부적격 행위에 대한 공표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

197) Jean-Pierre Teyssier, op. cit, p. 1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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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여기서 피심의인이 자율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
에도 해당 피심의인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표로 인
한 이익 침해와 관련하여 피심의인은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할 수 있
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광고심의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자율조직
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광고회사나 매체회사가 자율조직
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
규제기관은 소비자와 일반 공중에게 결과를 공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점
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영국의 판례는 광고 부적
격 판정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198)

II . 식품행정의 책임

1. 식품행정주체

(1) 영업자에 대한 감독행정청

원칙적으로 개별 식품영업자에 대한 감독행정청은 위생관계법의 집행
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된다. 식품관계법령은 당해 식품행정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청이 식품영업자에 대한 감독행정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행정청이 된다.

198) ASA Annual Report 2005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p. 21 참조. 신청인의 
금지청구(injunction) 기각 결정에서 법원은 ASA 의 공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제시하였다. 문제된 광고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게임소프트웨어 광고로서 
비의욕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어린이들
이 과다한 액수의 이동전화 통화요금을 부담하게 된 33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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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조직에 대한 감독행정청

영업자단체에 규제업무의 수행이 위탁된 경우에는 감독행정청은 업무
를 위탁한 행정청이 된다.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이 품질인증사무를 영업
자단체에 위탁한 경우 국리원산지품질관리원이 감독행정청으로서의 지위
를 가진다.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프
랑스 정부는 1947년 7월 16일에 포도주등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기 위
한 기관(INAO)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역
산 포도주등의 제조기준의 준수여부와 국내외에서의 원산지 표시의 가치
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199) 

한편 원산지 표시기관에 관한 법률은 이 기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
여 민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 및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1959년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CE)은 INAO의 법적 성
질에 관하여 공공시설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하였다.200)

199) Camille Collart Dutilleul (2009), p. 4 참조.

200)  CE 13 nov. 1959, Sieur Navizet, n° 15863, Rec. Lebon, page 592, concl. Heumann. 
in M. Long, P. Weil, G. Braibant, P. Delvolvé, B. Genevois,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Dalloz, Coll. Grand arrêts, 2001.13ème éd., p. 47 참조. 
프랑스법은 공공시설(l’Etablissement public)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구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Winfried R. Dallmayr, “Public and semi-public corporations 
in France”, in WR Dallmay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1961, pp. 755-793 참
조.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개념이 기원하게 된 시기는 1804년 민법과 1807년 민
사소송법이 제정된 때까지 소급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상업인-동업조합으
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길드조직과 지방정부조직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로부
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던 개
인주의적, 개체주의적, 원자주의적 사조와는 상반되게, 구체제의 유산이라고 여겨
졌던 공공시설이라는 조직법상의 개념이 프랑스 공법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때 공공기관의 개념은 병원, 노숙자시설, 빈민시설, 대학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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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O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INAO가 작성한 
규칙이 행정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국사원의 
최근 판결은 INAO가 원산지 표시 승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승인조건명세
서(cahier des charges)’가 행정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프랑스 국사원은 원산지 보호표시의 수혜지역을 획정하
는 기준(이하 원산지기준)에 대한 판결201)에서 프랑스 소비법전 제L115-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란 지역, 지방, 고장 또는 향토에서 유
래한 제품으로서, 그 제품이 풍토와 향토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의 
성질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향토의 명칭을 명
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리적 환경이 가지는 성
질 또는 특성에는 풍토, 즉 기후와 토양이 가지는 자연적인 요소와 사회 
문화적인 인문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풍
토적ㆍ인문적’이라는 문언상의 규정의 내용은 불확정적이고 상대적인 것
이어서 원산지기준을 설정에 있어서 행사되는 판단 재량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202)

타 교육시설을 포괄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들은 대혁명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
관들을 모범으로 삼아 만들어졌다. F. OLivier-Martin, L’Organisation Corporative de 
la France d’Ancien Régime (1938); WR Dallmayr (1961)에서 재인용.

201) CE 30 décembre 2009 N° 334575 :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93년 
CHÂTEAU D'ARSAC 라는 회사는 포도주 MARGAUX 의 지리적보호표시 수혜 지
역 경계 획정 기준을 수정하여 해당 경계를 확장해 줄 것을 INAO 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INAO 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INAO 의 거부 결정은 la 
Haute Assemblée 에서 파기되었다. 2007년 일부 사업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은 국사원
에 MARGAUX 의 수혜 구역 경계 획정 기준을 수정하는 칙령(le décret) 
n°2007-1412 du 1er octobre 2007에 대하여 무효확인 및 폐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사건 및 동종 사건에 대하여 2009년 12월 30일 프랑스 국사원(CE)은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칙령에 대한 심판은 CE 의 전속사물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하급심 판결 없이 직접 CE 에서 심리 및 판결한다. 프랑스 행정법원법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 R. 3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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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통제형 자율안전규제의 경우

원래 불결한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
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한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적 제재 수
단으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으로 포착
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식품위생법」제4조 제4호는 오염되어 
불결한 식품을 섭취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실제로 건강에 대한 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경우에 따라203)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공중보건의 위해가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법익 보호를 위하여는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적
202) CE 30 décembre 2009 N° 334575, Publication: Inédit au Recueil Lebon, Dalloz 

jurisprudence 참조.

203) 위의 사건(2005가합8181)에서 학부모들은 아동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어린이집원장을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
방검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건
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이 점은 대법원이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해의 결과 발생은 범죄 성립의 요
건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과 상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
도729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형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구성요건 판
단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신동운, “과학적 연구결과와 엄격한 증명 / 사료용 표시 색소 사건”,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 법문사, 2012. 338-339면 참조. 그러나 행정범의 경우에는 형사
범과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범과 형사범은 법익에 대한 공격행위
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침해규범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비형벌
적 제제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범에 대해서는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는 최봉석, “행정형벌에 관한 일고”, 「법조」51권 12호 (2002. 
12), 법조협회, 109-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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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생경찰 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질서에 따르면 위생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
어야 한다. 자율규제가 실행되는 영역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도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전규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 행정은 영업
자에 의해 실행되는 자기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점검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이 이러한 점검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행정은 위생경찰권의 불
행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른 한편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성
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생안전상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행정은 영업자에게 경찰하명을 발령할 수 있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에서 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도ㆍ점검ㆍ감시
기능과 관련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자율
지도원 등 복수의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함으로써 중복규제를 낳고 있다
는 비판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다.204) 그리고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
업무를 영업자에게 위탁하고서도 이를 불신하여 행정이 스스로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직접 규제하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제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205)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
은데, 왜냐하면 공공규제 삼각형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안전규제의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으로서 위생감독청에 유보
된 지도ㆍ감시ㆍ점검 권한 행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
규제 영역의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감독행정청에 유보된 이러한 개입 
가능성을 기초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감시
ㆍ점검 임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204) 김순양, “작은 지방정부로 가는 길: 규제 개혁과 자율규제”, 「지방공무원개혁
론」, 1998, 119면; 최유 (2008), 42면.

205) 김순양 (1998),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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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1) 위생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한 책임

일상적인 경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위생검사 사무가 사인에게 위탁될 
수 있다. 먼저 위생감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차적으로 사업자가 
위생적 검사를 수행하며, 다음으로 사업자의 자체 검사결과에 대하여 위
생행정청이 이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일차적인 사업자의 자체검사는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시설에서 실시할 있으며, 검사시설이 갖추어져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206) 

유럽식품법도 위생점검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07) 

식품영업자는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기관에 위생점검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인에게 위생점검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유럽지침상 행정
기관에 소속된 공식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승인기준과 동일한 승인기준이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최근 유럽지침상의 엄격한 승인절차에 따라 민영
위생검사기관이 심사적격 기관으로 승인된 바 있다고 한다.208) 위생점검
사무의 민간 위탁은 행정비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민영화의 일환으
로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209) 향후에는 승인된 민영위생검사기
관을 통해 대부분의 위생점검 사무가 수행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210) 이러한 사정하에서 독일법에서는 위생검사 기능은 더 이상 고권
적 임무(hoheitliche Aufgabe)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수행
(Dienstleistung)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211) 독일연방헌법재
206)「식품위생법」제31조 제2항 참조.

207) 882/2004 Article 5.

208) Friedhelm Hufen, §12 Lebensmittelrecht, Rn.83, in Reiner Schmidt,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Berllin, 1996. 참조.

209) ibid.

210) ibid.

2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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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는 영업법 제36조 (§36 GewO)와 관련한 사건212)에서 민영위생검사
기관의 지정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허가(Zulassung)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하였다. 그리고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결정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위생검사기관의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민영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과 행정기관에 부속하는 공식위
생검사기관은 서로 경쟁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문제
가 되는 것은 공식위생검사기관과 민영위생검사기관의 검사대상, 검사기
법, 검사기준 등 일련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기준 사이에 불일치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조화와 통일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식품위생점검을 담당하는 체계화된 공무수행 조
직이 해체되거나 또는 위생점검과 관련한 중요한 공적 임무가 영리추구
적인 민영검사기관(gewinnorientiert private Laboratorium)에 이양될 가능성
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위생검사기관과 민
영위생검사기관 사이의 협력, 업무협의 그리고 각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필요하다고 한다.213) 

위와 같은 조건에서 위생행정청은 종래와 같이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
생점검을 실시하는 임무와 민영 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임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은 행정의 
일차적인 위생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민영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은 이차적인 사무감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식품안전법상 긴급 대응의 경우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긴급 대응에 관한 조항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그 위해 여

212) BVerfGE 86, 28

213) Friedhelm Hufe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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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4) 그리고 생산 또는 판매 금지결정 이후에 문제
된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5) 

식품 관련 위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긴급 
대응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때 기본권 
제한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
하고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의 요건을 「식품안전기본법」은 ‘긴급성’의 요건 속에 함축하고 있다.

긴급 대응에서의 ‘긴급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우리나
라의 현행 법령에서 직접 긴급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유
럽연합의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로 인한 긴급조치와 관련한 
판례에서 긴급 대응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급박성’과 ‘위해의 
현저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긴급성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언급하고 있지 않다.216) 유추하건대 긴급성이란 “건강과 
안전의 보호 및 재산과 환경에 대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가 즉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217) 

214)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1항
215)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4항
216) EFFL, “France Reports”, 5/2013 p. 355 참조
217)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식품안전과 관련

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방안을 정식절
차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긴급성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캐나다 연방정부의 차원
에서 적용되는 긴급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른다. 연방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의 긴급이란 ‘사람의 건강, 안전 및 안녕(le bien-être, welfare*) 보호하기 위하여 또
는 재산과 환경에 대한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재산에 대한 신속하게 
조정된 조치가 요구되는 현재의 또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le bien-être’(*)의 의미는 외적 장애와 충돌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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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권을 존중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유럽식품안전법 제178/2002호 제55조 내지 제57

조의 긴급 대응조치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에서 긴급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18) 

유럽식품안전법 제178/2002호 제14조 제8호는 어떤 식품이 공식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이 되는 합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공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
을 수거ㆍ회수하거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자가 자율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당국
이 현저하고 긴급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긴급사태
의 위험외관이 있는 때에는, 영업자의 자율준수에도 불구하고 위생경찰
상의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외관이 존
재하는 상황적 조건에서 발령된 경찰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19)

자율준수 영업자에게 위생경찰상의 긴급권이 행사됨으로써 결과적으
로 영업자에게 재정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침해배제와 국가불법으로부터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며, 자
율규제 영역에서 위생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행정이 영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영업을 위한 존속보호와 이차적으
로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보호의 구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한 상태로서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적극적인 복리 후생의 상태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218) EFSA, “Advice of the Scientific Committee in relation to EFSA’s activities in a 
crisis: advice based on a draft prepared by the Task Force on “Crisis Management” 
of the EFSA Scientific Committee”, 2003. 12.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doc/14r.pdf [2014. 6. 25. 방문]

219) 홍정선, 「경찰행정법」, 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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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에 대한 방어청구권은 일차적으로는 실행에 임박하였거나 실행된 
행정행위의 폐지를 통하여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차적으로는 국
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자의 재정적 손해 또는 손실을 전보하여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220)

(3) 위생경찰권의 불행사로 인한 책임

자기통제형의 자율규제에서 관할 당국이 영업자에 대한 감시ㆍ감독ㆍ
통제 권한의 불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어떠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영업자에 의한 자율점검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자율점검에 
대한 행정의 이차적 감독과 통제 임무는 여전히 행정의 고유한 임무로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권의 불행사가 행정청의 정책
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재량행사로서 행정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와,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중대한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자
기 또는 제삼자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 내지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의 요건
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행정의 책임 성립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한계영
역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영역에서 사인은 수인의무를 부
담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이때 수인의무는 일종의 ‘용인의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공법은 공익과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도 사인이 헌법상 용인해야 하는 수인의무(le droit constitutionnel 

de la servitude)를 인정한다.221) 이러한 한계영역에 있어서 사인에게 발생
220) 김중권,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제」 

(2009.8), 54면 참조.

221) Deny de Béchillon, Ir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in Répertoire d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Dalloz, 2011. 1.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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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222)

경찰행정과 관련한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경찰행정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프랑스법에서는 이러한 경
우에 해당하는 행정책임은 행정의 과오 내지 과책(la faute)에 근거한 국
가배상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책에 근거하지 않은 때에도 ‘공적 부
담 앞의 평등(l’égalité des citoyens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라는 법
원리에 근거하여 손해를 전보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1) 정책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권의 불행사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우리나라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
다. 한편 식품행정상 위생경찰권의 불행사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
로서 국가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국외의 사례로서 영국에서 논의된 
BSE(광우병) 사건과 고압송전선설치사건223)을 들 수 있다. 영국 BSE 사
건과 관련한 필립스보고서224)는 사업자와 정책결정자의 판단 과오를 인

222) Deny de Béchillon, op. cit.

223) 영국의 고압송전선설치사건은 전자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와 관련하여 행
정기관의 규제적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R v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x parte Duddridge, 1995 Elizabeth Fisher, op‘ ci t., p. 
323;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
연구 통권20호 (2008. 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80면에서 재인용. 이 사건에서 원고
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
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EC 조약 제 130 조 R 항에 포함된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
거하여 그 송전선의 설치를 중단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EC 조약상의 사전예방의 원칙은 영국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기관에게 직접적으로 특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행정기관이 규제를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놓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제한적이라고 하여, 규제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 주, 김은
주 (2008),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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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발생시 정부의 불개입 조치는 정책적인 판단에 
기초한 결정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필립스보고서는 BSE 

발생 초기에 정책결정자들이 BSE는 인체전염가능성이 없으며 안전하다
고 판단하였던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 당시에 활용할 수 있었던 

224) Phillips Inquiry report, Evidence and supporting papers of the inquiry into the 
emergence and identificatio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and Varient 
Creutzfeldt-Jacob Disease(vCJD).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00. 이 
보고서는 1997년 총선 이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에서 전임 판사를 역임한 Lord 
Phillips 의 주관하에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2년 동안 2천7백만 파운드의 예산으
로 작성되었으며 6권, 4천 페이지분량으로 완결되었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BSE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판단에는 
과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희생양을 발견할 수 없다’라
고 결론 부분에서 언급한 표현에 빗대어 이 보고서는 정책담당자들을 위한 면죄
부이자 면책보고서라고 은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의 BSE 사건과 관련한 일련
의 정부규제들은 2차 대전 이후 영국 정부가 경험한 최악의 공공정책 실패 사례
로 평가되고 있다. Matthias Beck, Darinka Asenova, Gordon Dickson,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and Risk Assessment: A case study of the U.K.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ri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2005, 
vol. 65, no.4. 참조. DTZ/PIEDA consultants by UK Agriculture Departments and Her 
Majesty’s Treasury, 1998. The Impact of BSE on the UK Economy. Her Magesty’s 
Treasury. p. 15 참조. http://www.veterinaria.org/revistas/vetenfinf/bse/14Atkinson.html 
[2014. 6. 25. 방문], Scott McDonald and Deborah Robert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e BSE Crisis: A CGE Analysi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49.3. 1998.9. pp. 458-471,  영국 BSE 발생 당시 BSE 로 인한 위해 및 위해가능
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조직적 맥락을 살펴보
면, BSE 에 대한 위기관리와 위기대응에서 나타난 규제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전제 사실을 근거 짓는 과학적 위해평가기관
이 문제된 당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 아래 통합되어 집권적-집중적-일
원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실패의 단초가 이미 조직구조 
속에 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이 집중적인 의사결정 체계에서는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인 또는 이익집단의 인적 연대로부터 정책
적 판단이 자유롭기 어려우며, 위해평가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그 조직구조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격 자체
로부터 위해 발생에 직면하여 정책집단으로 하여금 낙관적인 입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위해의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현실화될 때까지 정책개입을 지연시
키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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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평가 결과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과오도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225) 이러한 조건하에
서 판매물의 봉인ㆍ압류, 판매금지, 강제수거, 강제회수 등의 경찰 조치
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은 소비자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경찰개입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이 관리ㆍ감독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문제된다. 권한의 불행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의 과실과 책임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해관리를 위한 자
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는 자율기준이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
는 일응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예외적인 사태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에도 국가의 ‘위해 방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226) 대법원은 “국민의 생

225) 필립스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1월 영국의 중앙수의연구소(Central Veterinary 
Laboratory)에서 최초로 BSE 가 발생한 사실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6
월 영국에서 총선이 실시되기 전까지 영국 MAFF 는 이 사실을 수의전문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1987년 중반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의검사국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회신하여 BSE 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대학이나 연구소에 전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BSE 관련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중앙수의연구소
의 병리학자에게 결과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MAFF 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자들에게는 BSE 와 스크래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지 말
도록 권고하였다. 위해평가기관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위해관리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이러한 조직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해평가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보의 소통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필립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정보의 단절
은 사건 발생 이후 조기에 그리고 적시에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되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Phillips Inquiry report, op. cit.

22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 9. 21. 선고 98나
508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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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
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227)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
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이며, 첫째, 피침해 
법익의 중대성과 둘째, 위험발생의 개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피침해법익의 중대성과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때에 위해를 배제하는 
의무는 형식적으로 법령상의 근거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는 고유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
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이 그 권한
을 행사하여 필요한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
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228) 이러한 책임원리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연원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치국가원리는 행정작용이 적법할 것, 행정작용으
로 인한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제거할 것, 그리고 위법하게 행사

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우리 판례에서 ‘개괄적 위험배제의무’의 인정과 관련한 설명은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531면 참조.

22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228)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김동희, 「행정법Ⅱ」 제16판, 박영사, 
2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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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권력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상당한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하기 때문이다.229)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찰의
무는 행정의 고유한 의무이며, 구체적인 법령상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가경찰권에 근거하여 권한 행사가 인정된다고 한다.

3. 기능자치형 자율품질규제의 경우

(1) 상업적 품질관리 사무 집행과 관련한 책임

예를 들어 유기농인증기관(organic certification)이 인증심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결과 유기인증사업자가 유기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기인증이 철회됨으로써 유기인증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상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증기관과 피인증사업자 사이에 합의된 계약에 기초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390조의 규정
에 따라 채무자의 과실,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유기농인증
기관의 불충분한 검사로 인해 유기농인증이 철회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유기농사업자가 인증심사기관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뚤르즈 항소법원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가 불충
분하게 이루어져 유기농사업자 인증을 철회함으로써 손해를 야기한 때에
는 인증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230)

229) 김남진ㆍ김연태(I), 31면; 김동희(I), 505면; 김철용, 455면; 김중권, “國家賠償法上
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제」 (2009.8), 51면에 인용된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문 BVerfGE 94, 100(103) 내용 참조

230) CA Toulouse, 18 mars 2008, nº 07-0790.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으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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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조직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책임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율조직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은 뱀장어수출규제판결231)에서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
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업무의 권한 
범위를 유월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교법적으로 프랑스는 이 경우 위생경찰기
능의 수행이 자율조직에 위탁된 경우에는 프랑스 행정법상 공권력 특권 
행사의 효과로서 사무를 위탁한 행정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국가배상법상 일반법리에 따라 위생통제 사무를 수행하
는 사인은 경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되며, 위생통제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한다.232)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실체법상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233) 다시 말해 프랑스법에서는 계약책
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불경합원칙234)에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3,000유로(원화로 약 1억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23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232) Benoît Delaunay, Attribution par contrat d'une activité de police à une personne 
privée et responsabilité publique: Note sous Conseil d'État, 10 octobre 2011, Ministr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c/ Jonnet, n° 337062, RFDA 2012 
mai-juin pp. 481-490.

233) Philippe Le Tourneau et Loïc Cadiet, Droit de la responsabilité et des contrats 
2002-2003, Dalloz, 4ème édition. 2002.

2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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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하는 이외에 불법행위책임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35)

제 4 절  소 결

I .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의 관점

이 장에서는 식품법의 영역에 자율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구체
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식품법은 식품안전법과 식품산업법으로 양분되
는데 이러한 체계는 제외국의 식품법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구조이
다. 국외 사례로 유럽연합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 이후 공중보건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행정의 개입 권한을 명
문화하고, 2002년 제정한 식품안전법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행정의 개입 권한을 확장하고 식품 사업자들
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식품안전법에서 나타난 유럽 입법자들의 생각은 책임범위가 
확대된 안전관리 영역에 대해 행정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업자들 스스로 식품의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와 결과책임만을 부과하
고,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은 사업자들이 각자의 위험 영역의 특성을 반
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2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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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자가품질검사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율통제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행정이 규제집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적 안전규제
집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사적 안전규제’라
는 유형의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규제의 효율성, 효과성, 타당
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II . 품질규제 영역의 기능자치의 관점

유럽연합에서 품질규제는 회원국에서 관할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다양
한 품질지표, 품질표시를 활용하면서 공공적인 품질관리제도를 행정이 
아닌 다양한 사회단체등 자율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을 관리하는 공공조합은 자체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정하고 자
율입법기능을 수행한다. 

또 다른 공공적 품질관리 자율규제제도는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분야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광고심의조직은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기준에 따라 광고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린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는 조직이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
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인이 적으며 이로 인해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익이 귀속되는 사
업자에게 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으면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프랑스에서는 사후 법률분쟁에서 무과실을 입
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사전심의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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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품 상업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신
뢰도를 높임으로써 자율규제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을 줄이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자율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
(INAO)은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포괄적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때에는 행정
의 내부통제에 준하는 공적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조
직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능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때에는 효과적으로 규
제목적이 달성되도록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범위와 강도를 행정의 내
부통제에 상응하는 정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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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이 연구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과 법원리를 정리하고, 자율규제의 기
능적 의의를 살펴본 후, 자율규제가 발현되는 현상 형태를 발견하고 유
형화하여 자율규제의 전형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자율규제
의 한계점을 검토한 후,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규제가 공적인 사
회질서에 기반한 법적 제도로서 운영되도록 하는 규범적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율규제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법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행정법에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
로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정하여 
자율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자율규제란 시장에서 활동하는 영업
자 및 영업자단체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의 행위준칙을 정
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규제에서 자율성이란 국가 또는 행정이 규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영업자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한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는 영업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영업
활동과 관련한 위험책임의 부담자인 영업자이다. 이러한 책임부담의 조
건에서 영업자는 합리적인 최적의 규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실행할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자율규제도 규제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업자 등은 규제수익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에 구속
된다. 이러한 구속성으로부터 자율규제의 법적 한계와 공적 통제의 당위
성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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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자율규제의 기능과 실행상
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행정규제는 타율규제 방식으로 이
루어져 왔다. 그런데 영업 활동 주체의 기술역량이 강화되고, 상호적인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규제과 품질규제의 두 영역 모두에서 자
율적 안전규제와 자율적 품질규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자율규
제의 대표적 유형을 안전규제 영역의 ‘자기통제형’과 품질규제 영역의 
‘기능자치형’으로 모형화하였다. 자율규제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
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적ㆍ개별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령상 개괄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
스로 정립한 세부적인 실행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수행한다. 

집단적 차원의 자율규제는 영업자단체가 자율조직의 권위를 바탕으로 공
통의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함으로써 고유한 활동 영역에서 기능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기통제형 자율규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임무와 연관되
기 때문에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과소하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권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규제
집행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바로 이와 같은 행정의 개입 가
능성은 자발적인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기
능자치형 자율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율조직에
서 행위준칙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
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능자치형 자율규제는 공적
으로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자율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규제와 보완적 상관관계
에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보완적 성질이 품질규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실행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제4장에서는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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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임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지적한 것은 결과의 귀속과 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공법적이면서도 사법적인’ 중층적이고 혼합
적인 법률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규제 입법과 집행의 
영역에서는 법적 성질이 혼재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통제와 책
임에 있어서는 결국 행정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사인의 책임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전통
적인 공법적 도그마틱들이 그대로 차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업자는 자율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위생경찰상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위생경찰상 의무 위반이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영업자가 부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율규제의 규범력이 확
보될 수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행정의 통제는 행정에 의한 감시ㆍ감독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자 내지 감독자로서 행정이 
부담하는 책임은 영업자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감시ㆍ
감독 기능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통제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장에서는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식품법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유럽연합은 식품안전법에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여 행정의 개
입 권한을 확장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럽법은 사업자들에게 식품의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서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와 결과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들이 각자 위험 영
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통제형 자율규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가품질검사나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영업자의 자기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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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집행의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타율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규제의 효율
성, 효과성, 타당성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자치형 품질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품질지표와 품질표시를 
활용하면서 영업자단체와 같은 자율조직이 중심이 되어 공공적(公共的)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을 관리하는 
공공조합은 자체적으로 제품의 규격을 정하며 품질규제에 참여한다. 또 
다른 공공적 자율품질규제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심의 분야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영업자들은 사후 법률분쟁에서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는 조직이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
문에 적극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유인이 적으며, 이로 인해 지리적 표시
와 관련한 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자율심의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자단
체의 신뢰도와 자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식품 등 상업광고에 
대한 영업자단체의 자율품질규제가 적정하게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의 오
인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결  어

법은 사회의 거울이며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의 반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적 명제와 당위적 언명은 경제와 같이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 규율하기 위한 규범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1)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점의 지평을 확장하면, 경제행정법의 
1) Charles Castang, “Principes et application du droit de l’alimentation: Le problème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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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는 시장 구조 및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범적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다.2)

경제행정법은 유동성이 강한 경제활동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경제규
제를 통하여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제행정의 현실을 관찰해 보면, 

일률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규제집행에서는 규범의 형식을 불문하고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행정이 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법적용의 평등과 집행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
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
적인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시장 구조와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행정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때 현실에서 목격되는 자율
규제가 조직과 운영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적 질서에 기초한 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법원리와 운영 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합
당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의 견해는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
기도 한다.3) 그러나 자율규제는 행정규제와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공적 규제의 일부분으로서 행정규제를 보완하는 성질을 지닌
다. 따라서 정부규제를 배제하거나 행정규제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목적
으로 자율규제를 채택하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자율규제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자율규제가 이루어지

sanctions”, in Gerhard Dannecker, Lebensmittelstrafrecht und Verwaltungssanktion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Köln, 1994. p. 49 참조.

2) 이원우, “경제규제와 경쟁 정책”; 이원우 (2010), 67면 참조.
3) 최성락ㆍ이혜영ㆍ서재호,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4호 (2007. 12), 한국공공관리학회, 
73-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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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환경이 개방화ㆍ자유화된 시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경쟁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
규제의 환경과 자율규제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자율규제에서 영업자의 자
기입법과 자기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율규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광의의 공적 규제의 체계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행정에 의
한 감시와 감독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식품 부문의 경우 개방화ㆍ자유화된 시장 환경에서, 보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이 일률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공식적인 위생조
치를 실행하는 때에는 항상 국제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방된 식품 시장에서는 행정이 일률적인 공식
기준을 정하여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사적 부문의 자율규제를 활용함으
로써 위해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 
진보에 따른 규제기준의 적응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법
령에서는 포괄적으로 영업자의 의무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영
업자 또는 영업자단체에서 자율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식품법상 영업자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경찰 행정의 개입 가능성을 오히려 확장하면서도, 

국제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름 아닌 자율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품질규제 
영역에서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자율규제의 기본 원리는 법치주의에서 유래하는 자기승인ㆍ자기구속 
및 민주주의에서 유래하는 의사 구성체의 합의에 있으며, 방법론적 원칙
은 자기통제의 내용적 합리성과 기능적 자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 

자율규제가 공적 질서에 기반한 법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편
으로 자율기준을 정립할 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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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율조직을 운영할 때 투명성을 확보
하여 영업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는 매우 다양하므로 경제행
정법상 전형적인 유형을 구조화하기 어렵고, 개별 경제행정 영역별 특성
에 따라 변화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방법론적 차원의 비판이 가능할 것
이다.4) 이러한 비판은 자율규제 개념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이 아니라, 실제 제도를 법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 해명
적인 것이라는 특성과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설명적인 개념에 관한 일
반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대상이 포괄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축조적으로 이론을 구성해 나가는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5)에도 불
구하고, 연구 범위의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을 수용하
여, 향후 개별 경제행정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제의 유형 분류와 
체계 정합성을 재검토하는 작업들을 후속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 연구 대상의 특성은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과 결부된 연구방법론은 효용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다. “특정한 방법론을 적
용하는 것은 그 대상을 변형시킨다. 따라서 방법론은 그 대상과 유리될 수 없다.” 
Cathrine Thibierge et alii, La densification normative, Mare&Martin, 2013, p. 67 참조.

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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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Recherche sur l'autorégulation dans le droit public économique

-(une) etude de droit comparé de l’alimentation européen, français et coréen-

WANG, Seunghye

Thèse de doctorat en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dirigée par Prof. Dr. LEE, Won-woo
Spécialité: Droit administratif

  Malgré le nouveau mode de l’autocontrôle ou l'autorégulation en droit 

public de l’économie contemporain, la question de sa définition juridique se 

pose de nos jours. La présente thèse a pour objet l'autorégulation en droit 

public économique. À cette fin, cette recherche a démontré le concept 

juridique, le principe fondamental, la signification fonctionnelle, la théorie et 

la pratique de l'autorégulation. Nous avons constaté que l'auto-régulation 

constitue une institutioin juridique du droit public, fondé sur l’ordre social 

économique.

  Nous avons défini l’autoréguation comme la coïncidence substantielle 

entre auteurs et destinataires de la régulation. L’autocontrôleurs en tant que 

co-régulateurs se fixent des règles de conduite au sein du marché. Mais ils 

se sont engagés dans une perspective des partenariats public-privé. Les 

acteurs privés mènent leur activité indépendamment du régulateur public, 

mais ils coordonnent avec les représentants d’intérêts collectifs. Règle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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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tocontrôle permet de maîtriser le décalage entre le temps des marchés et 

celui de la réglementation lorsque rien ne garantit que le second puisse 

rattraper le premier. 

  La participation du privé au processus de régulation s’est bien 

développée. À la participation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activité 

regulatrice se sont ajoutés des modèles structurés d’autorégulation et/ou de 

régulation privée participative. L’objectif de cet engagement est d’ouvrir 

davantage d’alternatives à la réglementation de type classique, en 

développant plus d’espaces de libertés et de responsabilités de la société 

civile organisée. Le développment de nouveaux modèles de régulation privée 

a été interprété comme un transfert du pouvoir de réglementation du public 

vers le privé, dans le cadre des phénomènes de privatisation réalisés aux 

plans législatif et exécutif. Ces nouveaux modes de régulation se sont 

substitué aux anciens modes de réglementation.

  L’objectif poursuivi d’autorégulation est de contraindre les opérateurs à 

maîtriser les risques de manière à rendre sûrs les risques. L’auto-discipline 

est établi comme une obligation de l’exploitant, selon laquelle il est tenu de 

respecter la législation en mettant oeuvre des mesures de contrôle des 

risques et de vérifier l’efficacité du contrôle effectué. Nous avons ainsi 

démontré que la législation sanitaire accorde à l’exploitant une liberté de 

moyens, de manière qu’il puisse organiser librement son activité managériale 

tout en considérant la maîtrise des risques. Cette liberté de moyens est aussi 

à l’origine des limitations qui concernent la mise en oeuvre de 

l’autocontrôle. L’obligation d’autocontrôle s’inscrit dans un contexte où 

l’intérêt public ordonne à l’exploitant la protection de la sécurité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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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s. Donc les moyens choisis par l’exploitant peuvent devenir des 

limites à la mise en oeuvre de cette obligation. Ces conditions concernent le 

régime de sanction juridique.

  Les exploitants sont d’abord tenus de maîtriser les risques. Ils doivent 

mettre en oeuvre des activités qui comportent une gestion des risques face 

aux consommateurs. D'un côté, les exploitants peuvent former plus de règles 

d’activités correspondant mieux à leurs besoins. De l’autre côté, les usagers 

auront une meilleure sécurité d’accès aux produits et aux services grâce à 

des règles plus simples et souvent plus efficaces.

  Contrôler l’autorégulation est une nécessité pour qu’il mise en oeuvre 

avec la force normative. La réflexion contemporaine sur la bonne 

gouvernance de l’état fait l’effet sur des contrôles qui ont eu tendance à se 

diversifier. Les interventions de l’autorité publique se réalisent par le 

fonctionnement de la surveillance officielle supplémentaire. Dans des 

situations d’urgence, les exploitants soient obligés de suivre toute mesure 

conservatoire appropriée, bien qu’il se met en oeuvre l’autocontrôle. La 

définition des rôles d’autorité publique dans le système de contrôle abouti à 

la reponsabilisation. Mais la responsabilité du contrôleur n’est que subsidaire 

et il ne faut pas substituer la responsabilité de l’expolitant.

  Le principe essentiel de l’autocontrôle base sur coactus volui: contrainte 

volontaire. La force de l’obligation d’autocontrôle affirme son autonomie. 

Ses principes méthodologiques consiste en expertise scientifique et en 

transparence. Pour que l’autocontrôle peuve se fonctionner comme 

l’institution juridique, il faut que les deux conditions cumulatives suivantes 

soient remplies; les autorités anisi que les exploitants réalisent des anay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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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risques pour que les opérateurs soit en état de prévisibilité. Le processus 

de mise en oeuvre standard soit ouverte à la réflexion. Les voix multiples 

pourraient être prises en compte afin de trouver un consensus légitime. 

Enfin les régulateurs privés et publics coopèrent dans un processus de 

régulation. 

  Ce travail ne prétend pas avoir épuisé tous les critères de modalité de 

l’autoréguation qui puissent exister. Des recherches sur l’autoréguation dans 

les différents domaines restent ainsi encore à prouver.

ㆍ mots-clés: autorégulation, autocontrôle, droit de l’alimentation, gestion des 
risques, sécurité sanitaire, qualité commerciale

ㆍ numéro d'identification étudiant: 2010-3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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